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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of unconventional Oil and Gas, which is produced in a different way, has been increasing due to exhaus-

tion of traditional oil and gas. However production of unconventional Oil and Gas is closely related to its technol-

ogy level.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we can analyze technology level of unconventional Oil and Gas with

country/sector/year patent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U.S is highest patent application 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 oil sand is increasing. In addition, oil sands-realated patents and shale oil-realated patents

applying actively in early 1970's and since the mid-1980's showed a decreasing trend. And patent application in

unconventional oil and ga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rise in the oil pric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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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석유가스의 부존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존의 석유 및 가스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는 비전통 석유가스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통 석유가스는 관련 기술 발전과 생산량이 높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 석유가스의 기술 수준을 비전통 석유가스의 특허를 주요 시장국/분야/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국가 별 분석결과 미국이 가장 높은 출원을 보이고 있었으며, 분야 별 분석결과에서는 오일샌드와 관련된 출원이 많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70년대 초반 활발한 오일샌드 및 오일셰일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다시 비전통 석유가스 관련 출원 빈도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비전통 석유가스, 특허분석, 기술수준, 셰일오일, 셰일가스

1. 서 론

비전통 석유가스는 기존의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전

통 에너지 생산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로, 광범위한 분포, 고수준의 채굴기술, 고 개발 비용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최근

까지 매장량만 확인될 뿐 개발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기술혁신으로 인해 경제성이 향상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비전통 석유가스는 크게 비전통 석유와 비전통 가스

로 구분되며 비전통석유에는 오일샌드, 오리멀전, 셰일

오일, 비전통가스는 셰일가스, 치밀가스, 석탄층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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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이 존재한다.

비전통 석유의 매장량은 3.2배럴로, 전통 석유의 매

장량인 2.7배럴보다 풍부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비전통 석유의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통

석유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비전통 석유

는 북미, 동유럽, 남미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셰일

가스에 적용된 기술이 셰일오일 시추 기술에 쓰이며

기술력이 높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비전통 석유의 생

산량이 늘어나고 있다(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비전통 가스의 매장량은 전통가스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향후 100년 동안 생산이 가능하며,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 아

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의 비전통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

통 가스만을 생산하는 중동과 러시아 수준으로 천연가

스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셰일가스 개발 가속

화에 따라 향후 2022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

환될 예정이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수평정 시추와

수압파쇄법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인해 회수율

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개발과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은 개발에 따른 고용 창출, 부

가가치 창출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 국가의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과 변동성 심화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의 대안으

로 비전통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외신, 각국 정부, 글로

벌 에너지 기업 등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비전통 석유가스는 개발 시 전통석유가

스 퇴적층보다 더욱 분산되고 매우 낮은 투과성을 가

진 암석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개발을 할

경우 환경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중요성과 관심, 한계점 등을 가지고 있

는 비전통 석유가스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 석유

가스 기술개발 현황을 국내·외 특허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제 기술 흐름과 객관적인 특허 정보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 및 관련 산

업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비전통

석유가스 자원 개발 참여 확대 등을 통한에너지 수급

선 다변화가 시급하며, 자원개발 관련 R&D를 강화해

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 석유가

스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비전통 석

유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방법 및 기술 분류

본 분석에서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 중 높은 활용도

를 가지는 오일샌드, 오리멀전, 오일셰일, 석탄층 메탄

가스, 셰일가스/오일, 치밀가스 등 총 6개의 기술분야

를 대상을 정하였으며, 2013년 7월까지 출원 공개 또

는 출원 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와 2013년

7월까지 발표 공개된 비특허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윕스의 Wintelips DB를 이용하여 특허를 검색 및

재가공하였으며, 제목, 요약, 대표 청구항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였으나, 셰일가스/오일 분류는 시추방법 측면

에서 검색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문

서로 검색범위를 확장하였다. 분석대상의 기술분류 체

계는 비전통 석유가스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바, 현시점에 알맞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

류 및 검색식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검색식은

Table 2와 같다.

기술분류 체계에 따른 유효특허건수는 Table 3과

같다.

3. 특허출원동향 분석

3.1.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분석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그래프는, 출원연도에

따라 특허출원건수를 시계열적으로 표현한 선형그래프

로서, 출원국가별로 연도별 동향을 나타낸 것은 특정

Table 1. Patent Searching DB and search range

Type Country Search DB Section Search Range

Public 

Patent

Korea (KIPO) WINTELIPS DB

~2013.7

Patent Publication, registered title, summary, representing claims

US (USPTO) WINTELIPS DB Patent Publication, registered title, summary, representing claims

Japan (JPO) WINTELIPS DB Patent Publication, registered title, summary, representing claims

EU (EPO) WINTELIPS DB Patent Publication, registered title, summary, representing claims

※ Quantitative analysis section: Korea, US, Japan, EU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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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출원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출

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최근연도에 출원건수 감소한 것을

실제로 출원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 그래

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이나 감소세를 보이는

일반적인 동향그래프와 상이하게 U자형의 특이 형태

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출원동향이 전체 기술 동향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오일샌드 및 오일셰일, 오리

멀전과 관련된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어 상승세를 띄

고 있었으나, 이후 전통 석유가스가 더 높은 경제성을

인정받아 출원이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비전통 석유가스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유럽에서도 활발

한 출원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시장국의 연도별 특허를 살펴보면, 미국이 제

일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세계최초로 캐나다에 미국국적 오일샌드 개발업체가 설

립되고, 그 이후 개발동향이 조금 주춤하였으나, 2000

년대 이르러 셰일가스 및 치밀가스의 생산과 함께 시

추, 유정완결, 유정자극과 관련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

전하며 비전통 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비

Table 2. Technical classification of unconventional oil and gas/search formular

Main Category Sub Category Search Formular

Unconventional 

oil and gas

Oil sand (오일샌드*샌드오일*기름모래*타르샌드*((oil*기름*오일*타르*tar)near(모래*샌드
*sand*))).key. and @AD>=20080101

Orimulsion (오리멀젼*오리멀전*초중질*오리노코*orimulsion*orinoco*bitumen*역청*비투멘*

비튜멘*((extra*초*)adj(heavy*중질*))).key. and @AD>=20080101

Coalbed 

methane

(CBM)

(석탄층메탄*CBMCMMVAMECBM((석탄*coal* coal-seam* coal-bed* coalbed* 

coalseam*) adj (메탄* methane*)) (ventiat* adj air* adj methane*) (coal* adj (seam* mine* 
bed*) adj methane*)).key. not (H* G*).ipc. and @AD>=20080101

Tight gas

(((치밀가스*치밀저류*((치밀*tight*conventional*reservoir*)near(가스*개스*gas*

저류*)))and(사암*셰일*탄산염*석회암*돌로마이트*돌로미트*대륙붕*쵸크*암석*

석유*심도*투수율*sandstone*sand*shale*carbonate*rock*petroleum*limestone*

dolomit*permeability*hydraulic*(slick*adjwater*)(continental*adjshelf*))).key.(치밀가스*

치밀저류*((치밀*tight*conventional*reservoir*)near(가스*개스*gas*저류
*))).ti.)and@AD>=20080101

Oil shale

((쉐일가스* 셰일가스* 쉘오일* 셰일오일* 셰일유* 쉐일유* 쉐일오일* 케로겐* 

케로젠* kerogen* shaleoil* shalegas* shale-oil* shale-gas* ((쉘* 셰일* shale* 쉐일* 

혈암*) adj (오일* 기름* 가스* 개스* oil* gas* 유모*))).key. (수평시추* 수평정시추

* 수평굴착* 수평식굴착* 수압파쇄* ((수평* 수압*) adj (시추* 굴착* 파쇄* 드릴*)) 

(horizontal* adj (drill* boring*)) (hydraulic* adj fracturing*) fracking* 프래킹*).key. and 

(오일* 기름* 원유* 가스* 개스* 정유* oil* gas*).dsc.) and @AD>=20080101

((쉐일가스* 셰일가스* 쉘오일* 셰일오일* 셰일유* 쉐일유* 쉐일오일* 케로겐* 

케로젠* kerogen* shaleoil* shalegas* shale-oil* shale-gas* ((쉘* 셰일* shale* 쉐일* 

혈암*) adj (오일* 기름* 가스* 개스* oil* gas* 유모*))).key. (수평시추* 수평정시추

* 수평굴착* 수평식굴착* 수압파쇄* ((수평* 수압*) adj (시추* 굴착* 파쇄* 드릴*)) 

(horizontal* adj (drill* boring*)) (hydraulic* adj fracturing*) fracking* 프래킹*).key. and 

(오일* 기름* 원유* 가스* 개스* 정유* oil* gas*).dsc.) and @AD>=20080101

Shale gas/

Shale oil

Table 3. Number of effective patent in unconventional oil and gas

Main Category Sub Category

Search count

Korea

KIPO

US

USPTO

Japan

JPO

EU*

EPO
Sum

Unconventional 

oil and gas

Oil sand 57 326 22 21 426

Orimulsion 81 620 54 133 888

Coalbed methane (CBM) 20 91 16 10 137

Tight gas 16 109 8 51 184

Shale gas/

Shale oil
27 390 0 14 431

총 합 계 201 1,536 100 229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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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석유가스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출원건수가 미미하여 출

원 동향 증감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한국과

유럽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출원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관련 기술의 개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그래프란, 출

원국가별로 출원인 국적의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구현

하고, 출원연도에 따라 내·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 추

이를 나타낸 것이며, 특허출원국가는 특허가 출원된 특

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시장

에서 권리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출원인국적은 어느 시장에 출원했든지 간에 출원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국적으로, 기술보유국

을 의미하며, 출원인국적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면, 해당 출원국가에서 자국기술력이 우세

한지,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내·외국인의 출원 건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살

펴보면 특정시장에서의 외국기술 유입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

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86.1%로 가장 많은 출

원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비중이 71.2%로 매우 높

아 내국인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

근 외국인의 출원건수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

Fig. 1. Yearly patent trend of major market.

Fig. 2. Yearly Domestic/ Foreign patent trend of maj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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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원한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캐나다 국적의 출원인

이 85.4%를 차지하여 오일샌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외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비율은 34.2%로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의 출원인이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내국인이 각각 93.3%, 74.3%로

내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에 진출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

으로는 미국, 룩셈부르그, 베네주엘라, 호주가 있으며

한국에 출원한 외국 출원인으로는 네덜란드, 일본, 미

국 등이 존재한다.

3.3. 주요 출원인 특허집중도

기술분류별로 주요출원인 및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술의 집중도를 특허 출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하

고, 세부기술별로 특허된 기술로 출원을 많이 한 출원

인이 다른데, 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기 위해 본 분

석을 실시하였다.

비전통 석유가스 기술의 주요 출원인 기술별 특허동

향을 살펴보면, OCCIDENTAL OILSHALE(US)이 최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났고, 해당출원인은 오일셰일 분

야에서 최다 출원을 하였다.

SHELL OIL(US), MOBIL OIL(US)이 60건, 45건

으로 차상위 출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SHELL

OIL(US)은 오일샌드 분야에서, KAO(JP)는 오리멀전

분야에서, SCHLUMBERGER TECHNOLOGY(US)

는 셰일가스/오일 분야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 출원인의 변동은 거

의 없었으며, 세계 최대의 유전사업 및 자원관리 서비

스 회사인 SCHLUMBERGER TECHNOLOGY(US)

이 2008년이후 꾸준한 출원을 하면서 신규 상위 출원

인으로 등장하였고, OCCIDENTAL OILSHALE(US)

은 최상위 출원인을 유지하고 있으나, 80년대 이후 해

당 기술분야에서의 출원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3.4. 기술분류 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기술분류별 연도별 출원동

향을 분석하면, 오일샌드와 관련된 출원이 679건으로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일셰일

이 505건(26%), 오리멀전 372건(19%), 셰일가스/오일

315건(16%), 석탄층 메틴가스화(CBM)이 72건(4%), 치

밀가스가 6건을 출원하였다.

오일샌드 경우, 1964년 캐나다 포트맥머리에 미국의

석유업체가 최초의 오일샌드 개발업체를 세운 이후 오

일샌드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일반 석유보다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1980~90년대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은 중동과 남미 국가와의 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어 캐나다로부터 오일샌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의 앨버타 주와 미국의 중부를 연

결하는 오일샌드 송유관을 남부까지 연장하고자하는 계

획을 추진 중일 정도로 미국에서는 오일샌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개발도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멀전은 타 기술에 비하여 비교적 꾸준한 출원동

향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발전소용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주로 발전

용 연료로서의 연소특징과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물성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리

멀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일셰일의 경우 70년대~80년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 셰일가스/오일로 이목이 집중되면

서 출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석탄층 메탄가스

(CBM)의 경우,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대규모 상업생

산이 시작되어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도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아직 특허출원은 미비

한 실정이며, 치밀가스의 경우 현재는 출원건수가 적

으나 수압파쇄기술 및 천공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셰일가스는 1980~90년대 중소 에너지 업체에 의해Fig. 3. Patent concentration of patent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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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으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생산이 정체

되었다가 200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

었으며, 미국의 완화된 가스개발 관련제도, 미국 전역

과 연계된 송유관 등의 시설인프라, 관련 업계간

M&A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 셰일가스

/오일의 출원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기술분류 별 특허건 규모

비전통 석유가스의 전체 특허건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일샌드에 특허 규모가 집중되어 있는 양

상을 보이며, 한국 및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오일샌드,

일본 및 유럽 특허의 경우 오리멀전에 비전통 석유가

스와 관련한 특허가 집중되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분

석된다.

3.6. 세부기술 구간별 점유증가율 분석

비전통 석유가스 기술의 세부기술 추세를 통한 부상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세부기

술별로 연도 구간별 특허기술의 출원 경향을 살펴보았

다. 꺾은선 그래프는 출원 건수를 통한 절대치를 나타

내며, 막대형 그래프는 세부기술에 대한 연도구간 별

상대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치밀가스 분야는 1구간(1972년~1983년)에서 5구간

(2005년~2013년)까지 건수는 매우 적지만 점점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일셰일 분야는 1구간

(1972년~1983년)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나 이

Fig. 4. Share by technical classification/yearly patent trend.

Fig. 5. Patent size by techn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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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리멀전 분야는 1구간(1972년~1983년)에서 5구간

(2005년~2013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일샌드 및 오일셰일은 1구간(1972년~1983년)과 5구

간(2005년~2013년)에서 활발한 출원동향을 보이고 있

으나, 3구간(1991년~1997년)에서 매우 저조한 출원건

수를 보이고 있다.

구간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오리멀전은 3구간(2005

년~2013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셰

일가스/오일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5구간(2005년

~2013년)에서 비중이 매우 늘어났으며, 반대로 오일셰

일의 경우 1구간(1972년~1983년) 이후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일샌드 분야는 구간에 관계없이 유

사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3.7. 기술분류별 특허 등록율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

용가능성의 요건이 필요하며, 특허등록을 통하여 특허

를 얻은 권리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가

가능하여 관련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특허 등록율을 살펴봄으로서 해당 기술분야

의 기술수준 및 기술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최근 출원한 특허는 18개월이 지난 후 공개되고

이후 등록 절차를 밟기 때문에 등록율이 낮다고 반드

시 기술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기술분류별 특허등록율을

살펴보면, 전반전인 기술분야들이 등록율과 공개율이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오일 셰일 분야가 총 건수에

비하여 등록율이 매우 높아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수준

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밀가스 분야의

등록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3.8. 특허활동 지수 분석

위와 같은 특허 활동 지수(AI, Activity index)를 이

용해 주요 국가의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분

야를 살펴보았다.

AI 지수는 기술 특화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

용되는 지수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특정 주체가 다

른 주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술분야에 기

술혁신활동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미국은 비전통 석유가스 기술분야에서 오일샌드와

오일셰일, 셰일가스/오일 분야에 대하여 다른 기술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지수가 높았고, 한국은 오

일샌드와 셰일가스/오일의 특허활동지수가 높았다.

일본은 오리멀전과 오일셰일을 제외하고 특허활동지

수가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유럽은 오리멀전과 석탄층

메탄가스(CBM), 치밀가스 분야에서 기타 기술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특허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6. Analysis of specific technology by period.

Fig. 7. Patent registration rate by techn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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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류별 구간에 따라서 특허활동지수를 살펴보면,

오일샌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타국가에 비하여 활발한

특허활동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리멀전 분야는 유

럽과 일본이, 오일셰일은 일본과 미국, CBM은 일본과

미국, 셰일가스/오일분야는 한국과 미국이, 치밀가스 분

야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활동지수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2013년 7월까지의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 중 높은 활

용도를 가지는 오일샌드, 오리멀전, 오일셰일, 석탄층

메탄가스, 셰일가스/오일, 치밀가스 등 총 6개의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추이를 분석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4.1. 전체 연도별 특허 동향

미국의 출원동향이 전체 기술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오일샌

드 및 오일셰일, 오리멀전과 관련된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어 상승세를 띄고 있었으나, 이후 전통 석유가

스가 더 높은 경제성을 인정받아 출원이 약세를 보였

다. 그러나 최근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비전통

석유가스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을 포함하여 한

국, 일본, 유럽에서도 활발한 출원활동을 벌이기 시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내·외국인 특허 출원동향

미국이 86.1%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내

국인의 비중이 71.2%로 매우 높아 내국인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의 출원건

수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 출원한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캐나다 국적의 출원인이 85.4%를 차지하

여 오일샌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외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비율은 34.2%로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의 출원인이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 내국

인이 각각 93.3%, 74.3%로 내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

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주요 출원인 동향

OCCIDENTAL OILSHALE(US)이 최상위 출원인으

Table 4. Patent activity index

Category Index Meaning Definition

Quantitative

Number of patents Patent activity -

Patent activity 

index

Relative patent 

activity

Qualitative

Cites per patent 

index

Cites per patent 

∝Influence

Patent impact 

index

Relative 

influence

Technology 

strength index

Technology 

level

Patent Family 

Size index

Patent Family Size 

∝ Market size

A.I = 

Application # in specific technology # Patents in specific technology
Specific number of applicants

# Total Patents
---------------------------------------------------------------------------------------------------------------------------------------------------------------------

Cites per patent index  = Number of citations
Number of patents

------------------------------------------------

PII = 
Specific country ratio

Overall citation ratio
----------------------------------------------------

TS = Number of patents*PII

PFS = 
Specific applicant number of patent family

Average number of patent family
------------------------------------------------------------------------------------------------------

Fig. 8. Patent activity index by national.

Fig. 9. Patent activity index by techn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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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해당출원인은 오일셰일 분야에서 최다 출

원을 하였고, SHELL OIL(US), MOBIL OIL(US)이

60건, 45건으로 차상위 출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SHELL OIL(US)은 오일샌드 분야에서, KAO(JP)는

오리멀전 분야에서, SCHLUMBERGER TECHNOLOGY

(US)는 셰일가스/오일 분야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 출원인의 변동은 거

의 없었으며, SCHLUMBERGER TECHNOLOGY(US)

이 2008년 이후 꾸준한 출원을 하면서 신규 상위 출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4.4. 세부 기술별 동향

오일샌드, 오일셰일, 셰일가스/셰일오일의 경우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서 1980~1990년대

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나, 국가 분쟁으로 인한 원유

수입의 어려움,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리멀전의

경우 주로 발전소용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꾸준한 출

원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인프라, 제도 개선, 관

련업계의 M&A 같은 긍정적 요인들이 이러한 비전통

석유가스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4.5. 지수 분석

기술분류별 구간에 따라서 특허활동지수를 살펴보면,

오일샌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타국가에 비하여 활발한

특허활동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리멀전 분야는 유

럽과 일본이, 오일셰일은 일본과 미국, CBM은 일본과

미국, 셰일가스/오일분야는 한국과 미국이, 치밀가스 분

야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허활동지수를 나타내

고 있다.

특허의 인용관계를 이용하여 기술분류별 기술경쟁력

을 비교하였을때, 기술경쟁력(CPP) 및 시장확보력

(PFS)과의 관계가 평균 이상에 위치한 기술분야는

CBM으로서, 기술경쟁력이 우수하며, 시장 확보력이 높

아 경쟁력이 높은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

대로 셰일가스/오일의 경우 기술수준과 시장확보력이

낮아 기술개발 및 시장 확보를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기술력을 비교

해였을때, 오일셰일 분야는 영향력지수(PII)와 기술력

지수(TS)가 모두 높아 기술의 수준 및 영향력이 높고

관련 등록특허수가 많아 기술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CBM의 경우 PII가 매우 높아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의 수준은 매우 높으나 이와

관련된 등록 특허 건수는 매우적어 기술의 파급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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