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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 gas is natural gas containing components such as hydrogen sulphide and carbon dioxide that form acids

when mixed with water. Element sulfur precipitates from sour gas when reservoir pressure and temperature

decreas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bout 43% of the world’s natural gas reserves(2,580 tcf or

73.057 tcm), excluding North America, are sour. The sour gas is often derived from the Germanic word ‘sauer or

acidic’ and the etymology referred to as ‘sour’. Sour gas requires special handling and infrastructure because it con-

tains significant amounts of hydrogen sulphide, making it highly corrosive, flammable and explosive, and there fore

more costly and dangerous to process. So the business of sour gas is affected by two important factors: the eco-

nomic value of the gas, and the methods used in its production. According to be analyzed in the academic litera-

ture to sour gas(2000~2014) by the program of ‘web of science’, the research activities 145 papers in sour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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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워(sour)’는 종종 게르만 단어 ‘‘sauer 혹은 acidic’’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사워가스는 물과 혼합되었을 때 산을 형

성하는 황화수소(H2S)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의미하며, 이는 부식, 연소와 폭

발이 심하게 만드는 상당한 량의 황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워가스 처리에 있어서 소요경비가 많아 들며 위험성

이 따른다. 즉 특별한 취급과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사워가스 사업은 가스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 방법에 의한 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사워가스 개발생산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

다. 사워가스 에너지는 천연가스 중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4 ppm 이상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에 사용되는 용어로

서 지하 심부의 돌로마이트 및 석회암 내에 부존하고 있다. 한편 황화수소는 부식될 수 있으며,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가스이다. 계속적인 기술진보, 에너지 수요 급상승 및 유가강세

는 미개발된 천연가스 중에서 40% 정도로 추정되는 사워가스 계획이 개선된 경제를 주도한다. 세계에서 사워가스 부

존국가는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등으로서 최대 부존지역인 중동지역으로서 부존된 천연가스 중에서 60%가 사

워가스이고 다음은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서 총 매장량의 34%가 사워가스이다. 세계 최대의 사워 가스전

의 대부분 개발은 중동지역에 있는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착수를 하였다. 따라서

사워가스 자원 현황과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문헌지에 발표된 사워가스 연구 활동(2000~2014)

을 분석한 결과, 145편이 확인되었으며, 선도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은 미국지질조사소, 캐나다 지질조사소

및 중국 탐사개발 기술연구소이며, 국제적인 국가협력관계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 및 캐나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사워가스,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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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중의 하나

는 에너지이며 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

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 퇴적암층

을 통해 배사구조로 이동하여 축척된 오일·가스 자원

들은 과거 100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개도국들이 산업국으로 진입을 함에 따라 우리는 기존

화석 에너지자원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해서 오

일·가스 자원 중에 황화수소(H2S)와 이산화탄소(CO2)

의 함유 농도가 높은 ‘사워가스’ 자원의 개발을 한 가

지 대안으로 삼았다. 사워가스는 썩은 계란 냄새를 내

며, 무색, 가연성 가스로서 인간과 동물에 유독할 뿐

아니라 메탄가스와 함께 농도가 높은 황 및 CO2가 잘

추출될 수 있는 천연가스에 속한다. 한편 사워가스는

부식성, 가연성 및 폭발성이 매우 높은 H2S를 상당한

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청정가스를 얻기 위

해서는 가스처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상

당한 위험이 뒤 따르므로 특별한 취급 및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워가스 사업은 가스의 경제적 가

치와 생산 방법에 따르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난 10년 동안 사워가스 사업은 가스개발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국제적인 에너지회사

(IOC: International Oil Company)로 일상적인 사업들

이 서서히 이동되어 왔다.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사워가스 량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부존된 천연

가스 량(2,580 tcf 혹은 73.537 tcm)의 약 43%라고 한

다(IEA, 2008). 사워가스 가장 많이 부존된 지역은 중

동지역으로서 부존된 천연가스 중에서 60%가 사워가

스이고, 다음은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서 총

가스매장량의 34%가 사워가스 이다. 한편 사워가스에

관련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공학 분야(Kamari et al.,

2013; Kraftschik et al., 2013)와 에너지 연료분야

(Kamari et al., 2013; Wang et al., 2013)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질학(Jiang et al., 2014; Cai et al.,

2014), 환경생태(Zhang et al., 2014; Sekhavatjou et al.,

2014), 지구화학과 지구물리(Hu et al., 2013)분야 및

기타 분야 등이 있다. 사워가스 연구에 관련하여 발표

된 학술문헌(2000년 ~ 2014년)에 대하여 제목(title)을

주요어로 사용하여 문헌을 분석한 결과, 145편이 확인되

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Engineering’’

분야가 72편(50.3%)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Engineering

Feuls’’분야가 44편(30.35%)을 보여준다. ‘‘Geology’’분

야 및 ‘‘Geochemistry와 Geophysics’’분야가 8편(5.52%)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선도적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기관들은 미국 지질조사소, 캐나다

지질조사소 및 중국 탐사개발 기술연구소 등이다.

2. 사워가스 에너지 자원

2.1. 사워가스 에너지 개요

사워가스 에너지는 천연가스 중에서 H2S 농도가

4 ppm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워가스’ 용어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에 관련하여 사

용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거의 언제나 오염물질 혹은

중질 탄화수소, 메르카프탄(mercaptans), 수은, 물 및

산성가스(H2S와 CO2)들과 같은 불필요한 물질들이 함

유되어 있으므로 청정가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

순물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H2S와 불순물

제거를 위한 가스정제과정은 ‘스위팅(sweeting)’이라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포함을 한다. 세계적으로 순수한 탄

화수소 가스의 부존 양은 4조 m3 정도로 확인되었으나

CO2함유된 가스 중에서 15 ~ 80%는 경제적이나 환경

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개발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상

태에 있으며, 이러한 미개발된 자원은 동남아시아, 호

주 북서지방, 미국 중부, 북 아프리카, 중동 등에 부존

되어 있다. 현재 부존된 가스자원은 글로벌 수요의 예

상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만 가스 생산을

위해서 자원이 훨씬 더 농축된 부존 지역을 확인하여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당한 량의 사워

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지역개발은 스위트(sweet)가스

가 부존되어 있는 지역개발보다 훨씬 더 어렵다. 현재

의 유가는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고유가에서

약간 하락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측을 못 할 미

래의 에너지 수요의 급상승과 유가강세 및 사워가스

계획에 따른 개선된 경제성과, 계속적인 개발기술의 진

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가스의 40% 정도로 추

정되는 사워가스 자원이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부상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글로벌 수요에 의해서 과

거에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자원인 사워가스

자원개발은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

류지의 처리가스(raw gas) 처리는 저유지의 특성 및

자체 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요

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복잡성을 가진 천연가스

의 특성, 단기적인 운영자의 벌크(bulk) 분리 및 경제

성 개선을 위한 사워가스 개발에 대한 고급 전환을 위

한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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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질배경 및 사워가스 자원 부존현황

Rojey et al.(1997)과 Ma et al.(2008)은 주요 저류

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사워가스 저류암은 Table 1과

같이 대부분 돌로마이트와 석회암으로서 이들 저류암

내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에서 H2S가 함유되어 있는

량은 6~98% 정도이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IEA(2008)에

의하면 북미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총

천연가스 량 중에서 43%가 사워가스 라고 한다(Fig. 1).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워가스 매장량을 가진 지역은

중동지역으로서 부존되고 있는 천연가스 량의 60%가

사워가스이며, 다음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

시아로서 총 매장량의 34%가 사워가스 이다. 한편 중

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 량의 약 60%가 사워가

스이다. 한편 45.61 tcf(1.3 tcm)정도의 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투나 가스전

(Indonesian Natuna field)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가스 저류지로서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71% 정도이다. 

Burgers et al.(2011)은 보건정보시스템(HIS: Health

Information System)과 저류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글로벌하게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Wu & Carroll(2012),

Ma et al.(2008)는 사워가스의 농도가 가장 높은 가스

전은 남동 아시아와 북서 호주, 미국 중부, 중동 및 북

아프리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Lakhorst(1997)은

세계적인 규모를 볼 때 10% H2S를 함유한 사워가스

전은 프랑스 Lacq 가스전, 캐나다 Akberta 가스전 및

US Gulf Coast에 부존하고 있는 가스전이라고 말을 한

다. 한편 세계에서 주요한 사워 가스전과 고농도의 CO2

를 함유하는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

Table 1. Natural Gas Deposits with high H2S contents(Rojey et al., 1997; Ma, 2008)

Region Reservoir age Lithology Depth(m)
% H2S in 

total gas

Lacq(FRA) Upper Jurassic and Late Cretaceous
Dolomite &

Limestone
3,100~4,500 15

Pont d'As - Meillon(FRA) Upper Jurassic Dolomite 4,300~5,000 6

Weser-Ems(GER) Permian(Zechstein) Dolomite 3,800 10

Asmari-bandar(IRA) Jurassic Limestone 3,600~4,800 26

Urals-Volga(RUS) Late Carboniferous Limestone 1,500~2,000 6

Irkutsk(RUS) Late Cambrian Dolomite 2,540 42

Alberta(CAN) Mississippian Devonian Limestone
3,506

3,800

13,

87

Alberta(CAN) Late Cretaceous(Edwards) Limestone 3,354 8

South Texas(USA) Upper Jurassic(Smackover) Limestone 5,793~6,098 98

East Texas(USA) Upper Jurassic(Smackover) Limestone 3,683~3,757 14

Mississippi(USA) Upper Jurassic(Smackover) Limestone 5,793~6,098 78

Wyoming(USA) Permian(Embar) Limestone 3,049 42

Puguang(CHA)
Lower Cambrian

Upper Permian

Dolomite &

Limestone
4,670~5,250 14~17

Fig. 1. Sour natural gas reserves around the world, North America excluded(Caroll & Fos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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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Wu and Carroll, 2012; Ma et al., 2008).

① 캐나다 Alberta 지역은 H2S 함량이 높은 사워가

스 전들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Bearberry 지역은 현재로서는 90% H2S가 포함

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가스전개발이 안 된 상

황이지만 35% H2S를 함유하고 있는 Caroline

Zama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한

편 Caroline 가스전은 가스부존 량은 2 tcf 정도

로서 Alberta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스 량

의 1/3을 생산하고 있다. 

② 미국은 CO2와 H2S의 함유 농도가 모두 높은 가

스전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예로 Wyoming

LeBarge 가스전은 5% H2S와 65% CO2를 함유

하고 있으며, Wyoming 가스전은 29.7 tcf 확정

천연가스 량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는 Texas 지역

의 다음을 이루고 있다. 한편 미국의 Texas 남부

지역의 석회암 내의 부존 가스는 H2S 함량이 98%

을 보여주고 있다. Wyoming과 New Mexico에서

생산되는 CO2의 상당한 량은 Texas 오일전의

오일 회수를 위해 주입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③ Kazakhstan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주로 사워가스

이며, 특히 Caspian 해의 연안에서 많은 량의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이때 처리되고 있는 가스

는 10% H2S와 5% CO2을 함유하고 있다. 중

동, Gulf지역(Qatar과 Iran)에 의해서 분리되는

North field/South Pars는 사워가스전으로서 세

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1% 이하인 H2S의 함유량인 가스전

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Abu Dhabi

지역은 많은 사워가스전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

히 Shah 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25%

H2S와 10% CO2를 함유하고 있었다.

④ 중국의 남서부에 있는 Sichan 분지는 여러 개의

사워가스전들이 분포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가장

큰 가스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SINOPEC의

Puguang 가스전은 15% H2S와 10% CO2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Luojiazhai 가스전은 20% 정도

H2S 함유하고 있으며, 2003년 폭발에 의해서

25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사워가스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Thailand

Gulf - South China Sea지역은 CO2가스 농도

가 높은 가스전으로서 최근 소식에 의하면

Sarawak의 Malaysian State에서 가까운 연안에

서 K5 가스전 개발 연구계획이 보고됐으며, 이

가스전은 CO2의 함유농도가 70%임이 확인됐다.

Indonesian Natuna 가스전은 남동아시아에서 가

장 큰 가스 저류지로서 가스 매장량이 41.91 tcf

로서 H2S의 함유 농도는 71% 정도이다.

⑤ 프랑스의 Aquitaine 분지 내에 분포되고 있는 주

요 저류지의 생성시대는 주로 쥬라기와 백악기

로서 하부 Aptian shales은 저류지 덮개 역할을

하고 있다. Lacq 가스전과 Meillon 가스전의 가

스 량은 각각 9 tcf와 2 tcf로서 총 가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H2S 농도는 각각 15%와 6%이

다(Hugh, 2013). 또한 북부 독일 가스전에 분포

되고 있는 Weser-Ems 가스전의 저류지의 생성

시대는 상부 페름기(Zechstein)로서 가스 내의

H2S 함유 농도는 10% 정도라고 한다. 

 

2.3. 사워가스 자원의 특성

사워가스 혹은 투과성이 낮은 가스 저류지에 부존되

고 있는 비재래 가스는 부존이 확인된 글로벌 가스 매

장량을 확대 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제적인 생산 가능성을 위한 계

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지닌 고농도의 H2S와 CO2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이 안 된 가스전의 거의

40% 정도는 특별한 사양과 환경 및 안전 목표에 대응

을 하여야 한다. 퇴적암에 갇힌 케로겐이라 부르는 죽

은 식물성과 동물성 소재들의 분해로 H2S가 생성되어

대기권으로 배출된다. 특히 이는 산소공급의 제한을 받

는 습지 및 이와 비슷한 습지조건에서 발생될 뿐 아니

라 온천, 화산과 다른 지열원 및 인위적인 산업공정에

서도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사워가스는 고농도

의 H2S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로서 석유계열에서

수 ppm보다 더 많은 H2S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를 의

미한다. 천연가스에서 내는 신맛은 H2S 화합물에 의한

것이며, 1 ppm 정도의 H2S로부터 검출되는 냄새를 악

취로 단정을 내리지만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0.1과 0.3 ppm사

이의 농도에서 ‘썩은 달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H2S

의 함유 농도와 인간 건강과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면에서 사워가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므로 사워 오일·가스의 생산 혹은

처리 작업장의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

워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Sweet gas, Sour gas 및 Acid gas 내에 함유되고

있는 메탄, 에탄 및 H2S는 공기 중에서 연소될 수 있

는 최소/최대 한계 값은 각각 5 ~ 15%, 3 ~ 1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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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4%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CO2 특성은

비 연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가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재해는 Table 3과 같다. 한편 사워가스를 연소시

키면 이산화황(SO2) 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금속들을

부식시키지만 CO2 화합물은 가스 연소를 지원하지 못

한다.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

는 CO2의 최대 함유 농도는 2%이다. 

인위적으로 산업 공정에서 H2S를 대기권으로 배출

시키지만 대기권으로 배출되는 량의 90% 정도는 자연

적이다. 즉 오일·가스의 내에 존재하는 H2S는 원유

와 천연가스 성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다. 오일과 천

연가스는 부패된 유기물질들의 열 전환으로 생성된 산

물이다. 즉 고농도의 황을 함유하고 있는 케로겐이 분

해되는 동안에 H2S가 방출되어서 오일·가스전에 그

대로 갇혀 있게 된다. 이 때 메탄(CH4)은 70% ~ 90%

의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반면에 탄화수소, 부탄, 프

로판 및 에탄은 20% 정도에 달 한다. 천연가스 공정

에서 제거되는 물질들은 수증기, 모래, 이산화탄소, 질

소, 헬륨과 네온과 같은 회규가스 및 황화수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H2S는 천연가스 내에 함유

되어 있는 두렷한 불순물이다. 따라서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천연가스 내에

H2S가 5.7 mg/Nm3 이상 존재되어 있을 경우를 사워가

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Rojey et al.(1997)은

천연가스의 구성성분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분류를 하

였다(Table 4).

2.4. 사워 가스 개발에 관련된 과제

황이 함량이 많은 원유와 사워가스의 생산과 처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 분리장치를 위한 저비용 기술

및 일반적인 생산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

과제를 만나게 된다. 즉 ① 기술적인 문제, ② 경제적

인 과제, ③ 환경과제, ④ 안전과제 및 ⑤ 유황시장과

환경과제들을 만난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며, 유황이 많은 저류지 개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na, 2006; Darkhan, 2012, 2013).

Table 2.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hydrogen sulfide (Carroll and Forster, 2008; Lana, 2008)

 Sweet gas Sour Gas Acid Gas

H2S & CO2 ‘‘0%’’ 100 ppm to 60% ‘‘100%’’

Explosion/Fire Hazard Yes Yes Yes

Toxicity Minimal/Asphyxiant Increasing with H2S High

Corrosive Minimal Significant High

Hydrate Formation Yes Yes Yes

Table 3. Relative Hazards of Sweet Gas, Sour Gas and Acid Gas (Carroll and Foster, 2008)

Category 1 (volume %) 2 (volume %) 3 (volume %) 4 (volume %)

Methane 90 < 90 < < 90 < 90

Ethane and higher hydrocarbons < 10 < 10 > 10 > 10

Hydrogen sulfide < 1 > 1 < 1 > 1

Carbon dioxide < 2 > 2 < 2 > 2

Standard designation
Sweet dry gas 

(non-associated)

Sour dry gas 

(non-associated)

Sweet wet gas

(associated)

Sour wet gas

(associated or condensate gas)

Table 4. Classification of gases composition (composition, volume%; Rojey et al, 1997)

Hydrogen sulphide 

Concentration(ppm)
Physiological Effect(dependent on health & susceptibility of individuals)

1 Detectable by smell similar to rotten eggs

10 Allowable exposure 8 hours but cannot rely on sense of smell. Increasingly irritant

100 Kills sense of smell immediately

250 Possible pulmonary edema from prolonged exposure

500 Causes loss of reasoning and balance

700 Causes unconsciousness and breathing stops

1000 Brief exposure may result in permanent brain damage

1000~2000 Immediate collapse with paralysis of respiration

5000 Immediat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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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기술적인 과제

저류지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과제는 직접적으로 정

의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워 오일·가스

프로젝트에서는 부식에 관련된 문제이다. 부식 환경은

전형적으로 고온고압에서 결합된 H2S와 CO2함량이 높

을 때 부식 환경이 조성이 된다.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함량이 많은 황의 저류지 개발의 기술적인

과제는 직접적으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사

워 오일·가스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과제이다. 응력

부식 균열 결과에 따른 H2S의 높은 독성과 금속파손

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경고는 안전하게 이런 유형

의 에너지원을 착정 생산을 위해 재료를 선정에서 취

하여야 한다 (Hamby, 1981). 

2.4.2. 경제적인 과제

상당한 량의 산성가스를 함유하는 사워 오일·가스 생

산에 관련된 고비용 기술에 연관된다. 유황 장치 속에서

H2S 변형, 황의 선적/저장, 압축, 펌핑 혹은 재 주입 시

설과 같은 처리장치 및 산성가스를 취급하는 시설규모와

비용은 공급 원료의 량과 오염물질의 함량에 따른다.

2.4.3. 환경적인 과제

정부와 환경단체는 정제유의 황 화합물에 대해 규제를

해왔으며,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압축오일과 가스 하

에서 훨씬 더 긴박하게 놓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처리시설 개선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 왔다.

그러나 최신 정부와 환경보호기관은 정제연료의 황 화합

물에 대해 제한을 해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10년 후에는

더욱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가압오일과 가스

회사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과제 성취를 위해

연구조사와 처리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4.4. 안전 과제

고농도의 H2S를 함유하고 있는 사워 오일·가스전

의 개발에 의한 가스 생산은 다량의 유해가스 취급으

로 이어지므로 산성가스 제거장치와 시설의 침전 단계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H2S는 심한 독성을 가지므로 사워가스 처리는 안전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시설 생산처리에 대한 설

계는 사워가스 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2.4.5. 유황시장과 환경적인 과제

사워가스로부터 생산된 황의 판매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장하는 것은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생산된 황의 판매와 유해하지 않고 황을 저장

은 할 수 있지만 세계시장의 황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사워 오일·가스로부터 추출 된 황에 대한 경제성은

호의적이지 못 할뿐 아니라 글로벌한 황 시장은 포화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몇몇 회사들은 생산된 원소 황

의 판매활로를 찾기 위하여 유황 콘크리트와 같은 유

형 제품들을 찾으려는 연구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

3. 사워가스 개발기술
 

사워가스 개발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H2S는 환경적으로 파괴적이고 인체에 해로운 화

학 성분이므로 건강, 환경 및 안전성 측면에 관련된

지식들이 필요하다. 한편 사워가스 개발을 위한 전 공

정라인 결정을 위해서는 가스 공의 유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황 성분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가스 공 내에서 채취된 유체의 정확

한 지점 확인과 정밀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에는 사워가스 개발 지역의 주변에 대해

서 엄격한 규약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스개발이 복잡

할뿐 아니라 오염된 가스자원 개발은 경제적인 문제들

이 뒤를 따른다. 그러므로 가스 개발생산은 벌크 분리

와 개선된 용매 공정들이 필요한 통합된 가스처리공정

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처리 공정 중의 하나인 가스

스위팅(gas sweeting)방법은 ① 고상흡착, ② 화학적/

물리적 용제, ③ 직접 H2S를 황으로 전환, ④ 황화수

소 포집, ⑤ 증류 등이 있다. 가스 스위팅 과정의

90%는 카보네이트 과정, 고상흡착 및 물리적 흡수를

통해서 H2S를 아민 용액에 흡수시키므로 제거시킨다.

오늘날 산성가스 분리를 위해서 가장 널리 보급된 기

술은 용제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CO2의 응결을 방

지할 수 있으나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비용문제가 따른

다. 한편 탈황 분리 과정은 독특한 방법은 없으나 유황

화합물의 형태, 수소역할 및 사용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Fig. 2와 같은 탈황 가공시설에 의

해서 사워가스가 처리되어 청정가스를 생산한다. 현재

오일가스 생산기업들이 널리 활용을 하는 통합 솔루션

방법은 가스냉각 분리처리(CFZTM) 기술(Fig. 3) 및

Sprex(Special Pre-Extraction) 기술(Fig. 4) 등이 있다.

3.1.가스냉각분리처리(CFZ: Controlled Freeze

ZoneTM)방법

가스 개발업계에서 가장 많은 사워가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경험을 가지고 있는 Exxon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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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워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인 가스

분리냉각처리 기술을 1983년 ExxonMobil 생산 연구

소에서 개발하여 1985년에 미국특허를 취득하고 1986

년도에는 CO2 제거를 위한 실험규모 개념을 입증하였

다. 이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상, 중, 하)

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단일 단계 증류공정으로서 용제

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정을 통해서 생산된 CO2와

H2S를 함유하는 메탄 천연가스를 약 -50oF까지 건조냉

동 및 냉각한 후에 단일 단계의 증류공정으로 보낸 다

음, 3단계로 분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증류기술로 고

순도의 메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극

저온상태의 중간 단(CFZ: Controlled Freeze Zone)을

경계로 하여 상단(TCD: Top Conventional Distillation)

과 하단(BCD: Bottom Conventional Distillation)이

분리되는 데 하단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산성가스 증기

(CO2와 H2S)가 액체이므로 가스 배출 없이 다시 폐가

스 공으로 주입이 되는 반면에 상단에서 생산된 메탄

가스는 청정가스로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산

성가스 주입을 위한 통합된 기술은 2010 ~ 2011년에

운영되어 입증됐으며, 세계 천연가스 개발과 소비자에게

비교적 깨끗한 천연가스 자원의 배송을 활성화 시켰다.

3.2. Sprex(Special Pre-Extraction) 기술 

Sprex 기술은 Total 사가 불란서 석유연구소(IFP:

Institut Franais du Ptrole)와 함께 1994년에 천연가

스 중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H2S를 제거시키므로

아민 흡수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천연가

스 처리공정에 대한 개발특허를 얻은 기술이다. 전반

적인 공정은 화학용제(활성화된 MEDA 사용) 처리의

전 단계 과정으로 벌크 H2S 제거단계를 삽입시키므로

분리되어 나온 산성가스를 폐 저류지로 재 주입시키는

방법과 연계를 시키는 처리기술이다. 이 기술의 원리

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정에서 채취된 사워

가스를 -65oC 극저온 온도와 고압 상태를 유지하는 극

저온칼럼으로 보내면 그 곳에서는 분리된 처리가스와

잔류가스가 분리가 된다. 이 때 압력을 상승시키는

Fig. 2. Schematic illustrating process of managing acid gas production via re-injection(Royan and Wichert, 1995).

Fig. 3. Controlled Freeze ZoneTM Technology(Char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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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x 접촉기는 메탄에서 분리되어 나온 저온 H2S 증

기를 제거시킨다. 한편 처리가스는 냉각시설로 다시 보

내고 오염물질을 포함한 잔류가스는 천연가스를 채취

한 폐 저류지로 돌려보내지므로 공급된 천연가스를 액

체 H2S와 처리된 가스로 분리시키는 공정기술이다. 이

공정의 주요 이점은 벌크 분리단계에서 증기상태의

H2S를 재 주입을 위하여 필요한 압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액체 상태로 얻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합 솔루션은 낮은 비용으로 CO2 포집·저

장을 가능하게 하며, 오일회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CO2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H2S로부터 유황

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경제적인 기술이다. 

4. 분석 방법

학술문헌 정보 분석은 1899년부터 현재까지의 150

개 과학 분야에 걸쳐 7,100개 이상의 주요 잡지에 색

인을 완전히 부여한 세계적인 학술정보자료를 제공하

는 Thomson Reuters사의 Web of Science 데이터베

이스(URL: http://apps.isiknowledge.com)를 사용하였

다. 해당 사워가스에 대한 학술문헌은 ‘‘sour gas’’를

주요어로 사용하여 검색을 했다. 검색연도는 오일파동

이 있었던 근접한 시기의 2000년을 기준으로 했으며

검색기간은 2000 ~ 2014년 8월로 제한을 하였다. 또한

이를 자료로부터 추출된 분석 자료들은 연도별, 저자

별, 분야별, 기관별 및 국가별로 정리를 행 하였다. 또

한 분석된 자료로부터 저자별, 기관별 및 국가별의 활

동도 지수, 피 인용지수 및 협력관계를 도출했다. 활동

도 지수와 논문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지수 기준을

1.0으로 정하였으며, 질적 수준가 1.0이상인 경우가 가

지는 의미는 평균 활동 지수와 피 인용 수보다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사워가스에 관련된 핵심 선도 국가와

기관 도출을 목적으로 협력강도와 수준지수(Q)의 상관

분포도를 작성하여 Q=L=1을 기준으로 I ~ IV 권역으

로 나눠 분석을 행 하였다(Fig. 5).

 

5. 사워가스 자원의 학술 연구동향

5.1. 학술문헌의 연도별 분석

Web of Science에 발표된 학술문헌(2000년 ~ 2014년)

에 따른 주요 국가별 사워가스의 연구현황을 보면 총

145편으로서 발표된 학술문헌 중에서 적어도 1회 이상

을 인용한 논문 수는 93편이다. 한편 연도별의 누적

인용한 수는 2013년 132건, 2011년 126건, 2012년

119건을 보여 주는 데 비해서 2000년도의 누적 인용한

수는 0건을 보여주고 있다(Fig. 6). 한편 발표된 학술

문헌의 연도별은 2000년(3편)이 제일 적으며 2013년은

16편으로 제일 많다. 한편 2014년에 발표된 학술문헌

은 10편을 보여 주지만 이는 2014년8월까지 등록된

학술문헌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으므로 의미를 부

여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The Flow Diagram of Sprex process for bulk H2S Removal (Lallemand and Minkinnen, 2002; Mehdi, 2011).

Fig. 5. The relation betwee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vel index.



사워가스 학술정보 동향 97

5.2. 연구기관별 분석

학술문헌의 저자 소속 기관을 분석한 결과(Table 5),

100개 기관이 사워가스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Sharz

Univ.가 11편을 발표하여 전체 145편 논문 중 7.59%를

차지하였으며, Univ. of Alberta는 9편(6.21%), China

Univ. of Petroleum은 7편(4.83%)을 발표를 하였다.

기관간의 협력 상태를 보면 China Univ. Geoscience

가 8개 기관들과 협력을 유지하였으며, 다음은 Univ.

of Alberta, Chinese Academy of Sciences, Texas

AM Univ. 및 China National Petroleum과 같은 기

관들이 각각 7개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반면에 US Geology Survey는 멕시코의 New

Mexico Bur Geol. Mineral Resources 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워가스 연구를 행한 기관들의 수

준지수 및 기관 협력관계(Q-L) 분포(Fig. 7)를 살펴보면

US Geology Survey, Geology Survey Canada 및

Petroluem China Research Inst. 등이 1 그룹에 속

하며, Univ. of Alberta, Chinese Academy of Sciences,

Univ. of Guelph Petroleum 및 Alberta Research

Council 등은 2그룹에 속하므로 사워가스에 대하여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핵심기관은 1 그룹에 속한 기관

들이다.

5.3. 저자별 분석

5편 이상 연구문헌을 발표한 연구자들은 Saadat

Mostafa(이란), Zhu Guangyou(중국) 및 Zhang Shui-

chang(중국)으로서 각각 8편, 5편을 발표하였다(Table 6).

연구자별 수준분석에서 평균이상의 수준지수(Q)을 보

이는 연구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연구자는 국적이 중

국으로서 동일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Zhu Guangyou

와 Zhang Shuichang은 28.6이며, 2위와 3위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Scott H. Morgan 외 5명으로서 11.0이

며 한편 이란 국적을 가진 Saadat Mostafa는 10.5을

보여준다. 한편 Saadat Mostafa는 생물들이 자연 사워

가스에 장기 노출과 관련된 분야에서 8편을 발표하였

Fig. 6. The trends of published by years and the number of

cumulative citation(2000 ~ 2014).

Table 5. The trend of major organizations for published papers(2000 ~ 2014)

Organization No. % of 145 CPP Q L CO

Shiraz University 11 7.59 88 8.0 1.34 7(6)

University of Alberta 9 6.21 59 6.56 1.09 16(7)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7 4.83 51 5.67 0.95 11(6)

Chinese Academy of Sciences 6 4.14 68 9.71 1.62 8(7)

Texas AM University 5 3.45 44 8.8 1.47 16(7)

SINOPEC 5 3.45 4 0.8 0.13 6(4)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5 3.45 1 0.2 0.03 13(8)

Institute Mexico Del Petroleo 5 3.55 57 11.4 1.91 12(8)

University NACL Auto.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4 2.76 21 5.25 0.88 6(5)

University of Guelph 4 2.76 44 11 1.84 15(6)

PetroChina Res Inst Petr Explorat & Dev 4 2.76 95 25.75 4.31 7(5)

China National Petroleum 4 2.76 14 3.5 0.59 10(7)

Southwest Petroleum University 4 2.76 0 0 0 9(5)

Alberta Research Council(ARC) 4 2.76 44 11 4.31 15(6)

Geology Survey Canada 3 2.07 89 29.67 4.96 7(5)

US Geology Survey 1 0.69 32 32 5.35 1(1)

Etc. 32 22.70

CPP: Citation per papers, Q: Level Index, L: Strength of Organization Cooperation(without self-organization), CO: No. of

Cooperation( &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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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영역으로 분류 할 경우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외에 7개 분야이며, 3편 이상인 분야는 생화

학 분자물리학과 생물물리학이다. 또한 중국 국적을 가

진 연구자 Zhu Guangyou와 Zhang Shuichang는 지

구물리화학분야 및 지질분야에 관련된 학술문헌 5편을

발표했으며 이는 사워가스의 저류지 개발을 위한 조사

에 관련된 것이며 수준지수는 7.12로 6위를 보여 주고

있다.

5.4. 발표 학술문헌의 분야별 분석

사워가스에 관련된 총 145편의 Web of Science 범

주에서 분야별 발표 현황(Table 7)은 ‘‘Engineering

Chemistry’’ 분야가 49편으로 전체의 33.793%로 1위이

며, ‘‘Energy Fuels’’ 분야가 44편(30.35%), ‘‘Engineering

Petroleum’’ 분야 35편(24.14%), ‘‘Environmental

Sciences’’ 분야와 ‘‘Chemical Physics’’ 분야가 11편

(7.59%)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워가스에 관련된 총

145편의 연구 분야(Research Areas)에서 분야별 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Engineering’’ 분야가 73편(50.35%)

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Energy Fuels’’ 분야가

44편(30.35%), ‘‘Chemistry’’ 19편(13.10%), Materials

Sciences’’ 분야 15편(10.35%)이며 ‘‘Geology’’와 ‘‘Geo-

chemistry and Geophysics’’ 분야가 8편(5.52%)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 협력 강도를 살펴보면 ‘‘Engineering’’ 분야가

67건으로 가장 많으며 ‘‘Energy Fuels’’ 분야 39건

(53.43%)과 ‘‘Chemistry’’ 분야 10건(13.70%) 및 기타

분야 18건과 협력을 하였다. 다음은 ‘‘Energy Fuels’’

분야로서 ‘‘Engineering’’ 분야 39건(88.64%), ‘‘Geology’’

분야 3건(6.82%) 및 기타분야 10건이다.

5.5. 국가별 현황

사워가스에 대한 국가별 학술문헌 발표 수에 대한

현황은 Table 8과 같으며, 10편 이상을 발표한 국가들

Fig. 7. The relation of the strength of Organization cooperation and level index(2000 ~ 2014).

Table 6. The Analysis of Author for published papers(2000 ~ 2014)

Authors Nationality No. % of 145 CPP Q

Saadat Mostafa Iran 8 5.517 84 10.5

Zhu, Guangyou China 5 3.448 143 28.6

Zhang, Shuichang China 5 3.448 143 28.6

Zhao, Jin-Zhou China 4 2.759 1 0.25

Sun, Hui. China 4 2.759 1 0.05

Soskoline, CL. USA 4 2.759 44 11.0

Scott, HM. USA 4 2.759 44 11.0

USA 4 2.759 44 11.0Martin, SW.

USA 4 2.759 44 11.0Lissemore, KD.

USA 4 2.759 44 11.0Guidotti, TL.

China 4 2.759 1 0.25Hu, Jin-Hong

USA 4 2.759 44 11.0Coppock, RW

CPP: Citation Per Papers, Q: Lev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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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34편, 이란 25편, 캐나다 23편 및 미국이 17

편이다. 발표된 학술문헌 인용 수(CPP)에서 중국이

242건으로 1위이며, 다음은 캐나다(203건), 이란(148건)

및 미국(147건)이며, 최하위 국가는 폴란드로서 1건이다.

한편 발표된 학술문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수준

지수(Q)에 있어서 8.0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21.67),

독일(12.5), 캐나다(8.83), 미국(8.65) 및 쿠웨이트(8.0)

가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발표된 학술문헌 수는 프랑

스(3편), 독일(5편), 쿠웨이트(3편)을 보여 주는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23편과 17편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발표된 학술문헌 순위(Table 8)는 중

국이 34편(23.45%)로 1위이며, 다음은 이란 25편

(17.24%), 캐나다 23편(15.86%) 및 미국 17편(11.72%)

순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저자들은 이란 국적을 가진

Saadat Mostafa가 8편, 중국 국적을 가진 Zhu Guangyou

와 Zhang Shuichang이 5편을 발표하였다(Table 6).

Table 7. The ranking of major field of sciences for published papers(2000 ~ 2014)

Field of Sciences
Web of Sci. Research

CCP Q L
# No.(%) # No.(%)

Engineering - - ① 73(50.3) 304 4.16 0.69

Energy Fuels ② 44(30.4) ② 44(30.4) 81 1.84 0.31

Chemistry - - ③ 19(13.1) 158 8.32 1.39

Materials Sciences - - ④ 15(10.5) 44 2.93 0.48

Materials Sciences Characteristics ⑤ 9(6.2) - - 10 1.11 0.18

Environmental Sciences Ecology - - ⑤ 12(8.3) 58 4.83 0.81

Environmental Sciences ④ 11(7.6) - - 57 5.18 0.87

Geology - - ⑥ 8(5.5) 57 7.12 1.19

Geochemistry & Geophysics ⑥ 8(5.5) ⑥ 8(5.5) 138 17.25 2.88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 - ⑦ 7(4.8) 92 13.14 2.20

Metallurgy Metallurgical Engineering ⑦ 6(4.1) - ⑧ 6(4.1) 18 3.00 0.50

Thermodynamics - ⑨ 5(3.5) 27 5.40 0.90

Chemical Physics ④ 11(7.6) - - 65 5.91 0.99

Engineering Chemistry ① 49(33.7) - - 268 5.47 0.91

Engineering Petroleum ③ 35(24.1) - - 61 1.74 0.29

Material Sciences Multidisciplinary ⑦ 6(4.1) - - 34 5.67 0.95

Geoscience Multidisciplinary ⑦ 6(4.1) - - 57 9.50 1.59

#: Ranking, CCP: Citations per Papers, Q: Level Index, L: Strength of Research Areas

Table 8. The ranking of major country for published papers(2000 ~ 2014)

Ranking Countries No. % of 145 CPP Q L CC 

① China 34 23.448 242 7.12 1.19 7(3)

② Iran 25 17.241 148 5.92 0.99 9(7)

③ Canada 23 15.862 203 8.83 1.48 11(5)

④ USA 17 11.724 147 8.65 1.45 11(6)

⑤ Mexico 9 6.207 62 6.89 1.15 1(1)

⑥ Germany 5 3.448 63 12.5 2.08 0(0)

⑥ England 5 3.448 31 6.2 1.04 6(4)

⑦ Poland 4 2.759 1 25.0 0.04 0(0)

⑦ Netherlands 4 2.759 5 1.25 0.21 2(2)

⑧ U Arab Emirate 3 2.069 2 0.67 0.11 1(1)

⑧ Spain 3 2.069 10 3.33 0.56 3(3)

⑧ Saudi Arabia 3 2.069 13 4.33 0.72 4(4)

⑧ Kuwait 3 2.069 24 8.00 1.34 0(0)

⑧ France 3 2.069 65 21.67 3.62 3(2)

⑧ Australia 3 2.069 7 2.33 .039 3(3)

CPP: Citation per Papers, Q: Index Level, L: 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without self-country), CC: No. of Coop-

eration( &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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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중국 

중국은 남서부에 있는 Sichuan 분지 내에 상당한 량

의 사워가스가 부존 되어 개발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사워가스에 관련된 학술문헌을 분석한 결과, 사워

가스 학술문헌을 발표한 국가 중에서 중국이 34편으로

가장 많으며, 총 인용한 수는 24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

다. 수준지수(Q=7.12)와 국제 협력관계 강도(L=1.19)

분포도의 1 권역에 속하는 상위그룹 중에서 상위 1 그

룹에 속하고 있다(Fig. 5). 또한 중국 국적을 가진 연

구자 Zhu Gua와 Zhang Sch(Table 6)는 지구물리화

학분야 및 지질분야에 관련된 학술문헌 5편을 발표하

였으며 이는 주로 사워가스 개발을 위한 저류지에 관

련을 갖고 있으며, 수준지수는 7.12로 6위를 보여 주고

있다. 연구 기관에서는 China Univ. Petro.,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Univ. 및 Geosciences

China National Petroleum 기관들이 상위 그룹을 형성

하고 있다(Fig. 6). 이들 자료 종합하여 볼 때, 중국은

상당한 량의 사워가스가 부존하고 있는 중국 남서부의

Sichan 분지 내의 SINOPEC Puguang(15% H2S, 10%

CO2)개발에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5.5.2. 캐나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Alberta 분지의 Bearberry,

Caroline Zama지역에 사워가스가 상당한 량이 부존되고

있다. 사워가스에 관련해 발표된 학술문헌을 분석한 결

과, 캐나다가 발표한 문헌 편수는 23편(15.86%)으로 3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인용한 수는 203건으로 2위

를 보여주고 있다. 수준지수(Q=8.83)와 국제 협력관계

강도(L=1.48) 분포도에서 상위 1 그룹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미국,

중국 및 이란 외 2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5.3. 프랑스 

사워가스에 관련해 발표된 학술문헌을 분석한 결과,

사워가스에 관련된 학술문헌을 발표한 29개 국가 중에

서 프랑스는 3편을 발표하였으나 총 인용한 수에 있어

서 66건을 보여주고 있다. 수준지수(Q=21.67)와 국제

협력관계 강도(L=3.62) 분포도에서 상위 1 그룹에 속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영역별로 보면 공학 분

야 외 3개 분야로서, 연구기관은 Univ Tehran, Univ

Lyon 외 9개 기관이다.

 

5.5.4. 이란 

사워가스에 관련해 발표된 학술문헌을 분석한 결과,

사워가스에 관련된 학술문헌을 발표한 29개 국가 중에

서 25편으로 중국 다음이며, 총 인용한 수에 있어서

148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수준지수(Q=5.92)와 국

제 협력관계 강도(L=0.99) 분포도에서 미국과 같이 상

위 2 그룹에 속하며, 협력 국가는 미국, 프랑스, 터키

외 4개 국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란 Saadat

M(Table 6)은 생물들이 자연 사워가스에 장기 노출과

관련된 분야에 8편을 발표하였으며, 연구영역으로 분

류 할 경우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외에 7개

분야이며, 3건 이상인 분야는 생화학 분자물리학과 생

물물리학이다. 

 

5.5.5. 미국 

사워가스 관련해 발표된 학술문헌을 분석 한 결과,

사워가스에 관련된 학술문헌을 발표한 29개 국가 중에

서 17편이고 총 인용한 수는 147건으로 4위를 보여준

다. 수준지수(Q=8.65)와 국제 협력관계 강도(L=1.45)

를 보여주므로 이란과 같이 상위 2 그룹에 속하고 있

다. 연구자들의 연구영역(Table 6)을 보면 수의학 분야

로서 주로 사워가스 처리공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에 의

한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6. 결 론
 

1.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면 총체적인 사워가스

에 관련되어 발표된 학술 문헌 수는 145편으로서 연도

별 보면 2013년이 16편으로 제일 많고 다음 2004년과

2011년이 13편, 2003년과 2012년이 12편을 보여주고

있다. 발표가 제일 작은 연도는 2000년으로 3편이다. 

2. 사워가스에 관련하여 학술 문헌을 발표한 저자 별

국가현황을 중국 34편, 이란 25편, 캐나다23편 및 미

국이 17편을 보여준다. 한편 사워가스에 관련된 학술

문헌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17.33), 캐

나다와 프랑스가 14.5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란(6.86),

미국(6.4)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협력관계 국가 수

를 살펴보면 이란 (7), 미국(6), 캐나다(5), 영국과 사우

디아라비아(4)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3. 사워가스에 대한 핵심 선도 국가 및 기관에 대한

수준지수(Q)-국제협력강도(L)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핵심

선도국가는 상위 2그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1그

룹은 중국, 프랑스 및 캐나다이고 2 그룹은 이란 및

미국이다. 한편 핵심 기관에서는 미국 지질조사소, 캐나

다 지질조사소 및 중국 탐사개발연구소 등이 상위 1그룹

에 속하고 Alberta Res Council, Chines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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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ciences Univ., Guelph Petroluem 및 Texas AM

Univ. 등이다. 

4. 이란 및 미국 국적을 가진 선행 연구자들은 미국

내의 사워가스 처리 할 때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다룬

반면에 중국 국적을 가진 선행 연구자들은 중국이 신

흥 산업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

한 가스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5. 한국은 국내 기업이 가스자원 확보를 위하여 사

워가스 자원개발과 기술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학

술문헌 분석에서 나타난 기술 선진국과 관련 기관들과

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한편 관련 기업들은 차

별화된 독특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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