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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nventional resource and alternative energy were researched for predicting oil peak. In this study, one of

many non-conventional resources, specifically oil-sands, was investigated due to the increasing interest of oil-sands

plant modularization in permaforst areas for reducing the construction periods through modular transportation while

limiting local construction workers. Hence, tehcnological trends were analyzed for oil-sand plant modularization.

Data used were between 1994 and 2015 for patent analysis while targets included Korea, US, Japan, Europe and

Canada.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consisted of mining,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SAGD), separation/

upgrading/tailors ponds, module design/packaging, module transportation and material/maintenance. Result of patent

analysis, patent application accounts 89% in US and Canada. The main competitive companies were Shell, Suncor

and Exxon-mobil. Unlike other oil developments, oil-sands have a long-term stable production characteristic, henc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oil-sands for obtaining a patent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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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의 정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전통 자원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 자원 중 오일샌드에 한정하였고, 동토 지역은 건설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현지건설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

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특허를 통한 기술동향을 분석

해 보았다. 특허 분석은 1994년-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캐나다 특허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기술분류체계로 노천채굴 기술, 지하회수법 기술, 분리/개질/환원물 기술, 모듈설계/패키징 기술, 모듈운송

기술 및 소재/유지관리 기술 분야로 나누었고 이를 국가별 landscape, 세부기술 동향분석, 주요 경쟁사 심층분석을 하

였다. 특허 분석결과,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은 미국 및 캐나다에 89%의 특허가 집중 되어 출원되고 있었다. 주로 경쟁

사로는 Shell, Suncor 그리고 Exxon-mobil로 각각의 핵심특허를 분석하였다. 오일샌드는 타유전개발과 달리 장기간

안정적 생산량 유지가 가능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특허를 확보하여 오일샌드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어 :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 특허분석,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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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유생산은 낙관론적 측면으로 보아도 2020년의 절

정을 기점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되고 있다(Miller and

Sorrell, 2014).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대체에너지와

비전통 자원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전

통 자원에는 오일샌드, 오일셰일, 치밀가스, 가스하이

드레이트, 석탄층메탄 등이 있고 이중 오일샌드가 최

근 부각되고 있다(Kim et al., 2014; Park et al.,

2007).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

서자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

이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해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다시

저유가가 되면서 점차 주춤하는 형국이지만 전문가들

은 곧 다시 고유가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IEA,

2015). 오일샌드는 원유를 포함하는 모래 혹은 사암으

로 비투멘(bitumen)과 같은 중질유가 10%정도 함유되

며 나머지는 모래와 점토가 85%, 그리고 물이 5%정

도로 구성된다. 오일샌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 여러 공

정을 거쳐 비투멘을 뽑아낸 뒤 정제과정을 거쳐 합성

원유로 만들어진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Wiley, 2006; Yoon et al., 2011). 전세계적

으로 오일샌드는 2조 5천억배럴 매장이 있고, 베네수

엘라와 캐나다에 많이 매설 되어 있다(Park et al.,

2009).

동토 지역은 건설가능 기간이 제한적이고 현지 건설

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며 캐나다 알버타 프로젝트의

경우 현장인건비가 공장인건비의 약 3배 수준으로 현

장에서 공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모듈러기술(설

계-제작-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Yoo, 2013).

따라서, 국내에서 제작되어 해외로 운송되는 오일샌드

육상플랜트 모듈의 장거리 육상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 모듈시스템과 현장 공사비, 현장 공사기간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특화 모듈 제작·시공 기술 확보를

통해 저임금 인력을 활용하는 후발 경쟁국과 차별화

필요하다(MLTMA, 2013).

또한 북미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오일샌드의 전략

적 가치가 점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산

업협력, 특히 에너지 협력, 에너지 및 건설 관련 인력

이동, 에너지 기술 및 천연자원 개발 진출방안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강화 및 심화를 적극 고려해

야 하며. 해외시장 진입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 독자기술이 필요하다.

향후 극지, 해양, 해저 등 신공간에서 에너지자원 개

발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을 해

외 소수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독자개발을 통하여 시

장진입 기반 마련과 공백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분

석을 통한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 기술 동향 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Bae et al., 2015; Nah et al., 2009).

2. 분석방법

2.1. 특허분석 범위

본 분석에서는 199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출

원공개 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캐나다 공개특허와

및 출원등록 된 등록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우

윕스온을 이용했고 캐나다는 Total Patent를 이용했다.

2.2. 기술분류체계

오일샌드플랜트 모듈화 기술 기획(MLTMA , 2013)

의 내용을 중심으로 Table 1과 같이 노천채굴 기술,

지하회수법 기술, 분리/개질/환원물 기술, 모듈설계/패

키징 기술, 모듈운송기술 및 소재/유지관리 기술 분야

의 특허기술을 소분류로 했다. 검색식에 따른 오일샌

드 플랜트 기술의 원시데이터의 노이즈 및 유효특허추

출을 하기 위해서 Table 2처럼 유효특허를 선별했고

이를 정량분석 대상으로 하여 동향분석을 실시했다.

2.3. 유효특허 선별 기준 

IPC를 기초로 관련 없는 기술분야 특허를 제거했고

각 기술에 대한 유효특허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

정했다. 노천채굴 기술의 경우 오일샌드 덩어리를 분

쇄하고, 슬러리를 운송하는 기술을 포함 및 비투멘을

분리한 후 개질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지하회수법기술

에서는 SAGD 또는 CSS 기술을 포함했고, 가열된 물

또는 증기를 주입하는 기술을 포함했다. 분리/개질/환

원물 기술에서는 비투멘, 모래, 물 혼합물에서 비투멘

을 분리하고 개질하는 기술 포함했고, 물과 기름을 분

리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 기술을 포함시켰다. 모듈설

계/패키징 기술에서는 플랜트 구조물의 모듈설계 및 패

키징 기술을 포함했다. 모듈운송 기술에서는 운송에 용

이하도록 플랜트 구조물을 모듈화하는 기술을 포함했

다. 소재/유지관리 기술에서는 플랜트 구조물에 사용되

는 소재를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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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chnical classification of oil-sands plant modular technologies search formular

Category Division Section Sub-section Search formular

Oil sands 

plant 

modular 

technology

Oil sands 

plant parts 

technology

Mining

Crusher&

Slurry 

Plant(OPP)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OPP 채굴* 마이닝* 크러셔* 슬러리* 파쇄기* 분쇄기

* 호퍼* mining* crush* slurry* breaker* hopper* ((광물* ore) 

adj (준비* prepar*)) ((서지* 써지* surg*) adj (빈 통 bin*)))

Hydrotrans-

portPipeline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수송관* 이송관* 파이프* hydrotransport* pipe*) OR 

((슬러리* slurry*) near (이송* 수송* transport* convey*)))

SAGD

Wellpad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매니폴드* 유정* 웰패드* 웰헤드* 웰페어* manifold* 

well* wellpad* wellhead* wellpair* ((유정* well*) adj (패드* 헤

드* 페어* pad* head* pair*)) 주입* 회수* inject* extract*)

Water 

Treatment 

Evaporator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수처리* ((워터* 스팀* 증기* water* steam* hydro*) near 

(처리* 프로세* 순환* 재순환* treat* process* circulat* 

recirculat*))) 증발* 기화* 연소* evaporat* combust*)

Steam 

Generator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스팀* 증기* 보일러* steam* boiler*)

Separation,

Upgrading,

Tailings 

ponds

Separation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분리* 침강* 추출* separat* sink* sediment* extract*)

Upgrading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개질* 업그레이* 리포밍* 정제* upgrad* purif* reform*)

Tailings 

ponds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환원* 인공호* 축양지* tailings*)

Module design/

Packaging technology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모듈* 소형* 콤팩트* 컴팩트* 집적* modul* compact* 

accumulat* integrat*) and (유닛* 유니트* 설계* 디자인* 건

설* 시공* 조립* 제작* 연결* 레이아웃* 배치* unit* design* 
construct* build* assembl* manufactur* connect* link* 

layout*)) OR ((플랜트* 설비* 장비* plant* facilit* equipment*) 

and (구조* 조립* 연결* 레이아웃* 배치* structur* assembl* 
connect* link* layout*)))

Module transportation technology

(플랜트* plant*) and (모듈* 유닛* 설비* 장비* modul* unit* 

facilit* equipment*) and (이송* 운송* transfer* transport*) and 

(지반* 도로* ((도로* road* 지반* groud*) adj (포장* pave*)) 
road* groud*)

Material/

Maintenance

Material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모듈* 부품* 파이프* 이송관* 수송관* modul* 

component* pipe*) and (부식* 마모* 산화* 물질* 소재* 재

료* 저온인성* ((저온) adj (인성*)) 강도* 성능* corosi* erod* 
erosion* rust* oxidat* material* matter* ((low) adj 

(Temperature) adj (Toughness)) strength* performance*)

Maintenance

(역청* 비투멘* 비튜멘* bitumen* ((오일* 타르* oil* tar*) 

adj (샌드* 모래* 유사* 사암* 점토* 클레이* sand* clay*))) 

and (플랜트* 설비* plant* facilit*) and (관제* 제어* 컨트롤

* 콘트롤* 관리* 모니터* control* manag*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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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허기술 동향조사 분석방법

2.4.1. 특허기술 Landscape

특허 기술 Landscape에서는 조사대상국인 한국, 미

국, 일본, 유럽 및 캐나다에서의 주요국가 기술개발 활

동현황, 기간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증감정도의 분

석을 통해 국가별 동향을 분석했다. 또한, 상위 Top

다출원인 도출을 통하여 현재 주요 시장국을 분석하고,

주요 시장국에 진입 건수가 많은 다출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주요 시장국의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의 현황 파

악했다. 또한, 세부기술별 분석을 통해 각 세부기술별

로 기술개발이 활발한 주요 출원인과 그 주요 출원인

의 주력 분야 분석을 통해 세부 기술별 특허 동향분석

을 실시했다.

2.4.2. 경쟁사 심층분석 

경쟁사 심층분석에서는 경쟁사로 추정되는 Shell,

Suncor Energy, Exxon Mobil, Syncrude, Fort Hills

Energy 등의 출원을 노천채굴 기술, 지하회수법 기술,

분리/개질/환원물 기술, 모듈설계/패키징 기술, 모듈운

송기술 및 소재/유지관리 기술별로 분류하여 경쟁사 전

체 특허동향, 개별 특허통향 및 소분류별 기술 동향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Top 다출원 세 기관의 특허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3. 특허분석 결과 및 고찰

3.1. 국가별 Landscape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 분야의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동향을 알아보았다. 전체 연도별 동향을 살

펴보면,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 분야는 분석구간 초기

인 1994년부터 특허분석 유효기간인 2013년까지 지속

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Fig. 1). 미국과 캐나다의 출원건수가 총 908건으로 전

체 89%를 차지했다. 오일샌드는 캐나다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업이 캐나다에 특허

출원하는 동기가 되었을 거라 사료된다. 또한 미국의

금융 위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기(2010년

전후)에도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하여 다수의 기업이 본

기술 분야에 대해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이며, 당시에는 석유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오일샌드의

사업성 확보 및 오일샌드 생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캐

나다와 미국의 출원건수가 다른 시장국에 비해 월등하

게 많은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

Table 2. Number of effective patent in oil-sands plant modular technologies

Category Division Section Sub-section

Effective patent

Korea

(KIPO)

US

(USPTO)

Japan

(JPO)

EU

(EPO)

Canada

(CIPO)
Sum

Oil sands 

plant 

modular 

technology

Oil sands 

plant parts 

technology

Mining

Crusher&

Slurry Plant(OPP)
9 66 0 7 28 110

HydrotransportPipeline 1 35 1 0 26 63

SAGD

Wellpad 4 106 5 7 7 129

Water Treatment 

Evaporator
2 56 4 3 31 96

Steam Generator 1 26 0 2 30 59

Separation, 

Upgrading, 

Tailings 

ponds

Separation 5 125 4 7 122 263

Upgrading 2 17 4 8 26 57

Tailings ponds 1 24 0 4 43 72

Module design/Packaging technology 0 11 0 4 20 35

Module transportation technology 2 12 1 5 0 20

Material/Maintenance
Material 13 5 2 2 23 45

Maintenance 0 24 0 0 26 50

Sum 40 507 21 49 382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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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오일샌드플랜트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됐으며, 포스

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일부 출원인이 오일샌드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

는 분석 구간 초기부터 현재까지 특허출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 출원이 현재 오

일샌드 기술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

Fig. 1. Patent trends by year.

Fig. 2. Patent trends of major market by year.



218 박권우·황인주

Fig. 3. Domestic/Foreign patent trend of major market (a) total year (b) each country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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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일본과 유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의 출

원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의 출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해당하므로 특

허 출원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주요 시장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출원 점유율이 57%로 내국

인의 출원 점유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 출원

의 87%를 캐나다 출원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캐나다

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점유율이 74%로, 자국 기업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외국인 출원의 92%를 미

국 출원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을 미국과 캐나다가 점유

하고 있고, 이는 미국과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진출 노

력이 활발한 것이 원인으로 보였다(Fig. 3(a)).

주요 시장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외국인 출원비율이 내국인 출원비율보다

높지만 내국인 출원비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타나고, 캐나다는 외국인 출원비율보다 내국인 출원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관점에서 미

국과 캐나다가 오일샌드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

에 해당하므로, 미국과 캐나다국적 출원인 이외의 타

국 출원인이 미국과 캐나다에 시장진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 일본 및 유럽은

내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으로 미비하지

만, 한국의 경우 2010년 전후로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Fig. 3(b)).

3.2. 세부기술 동향분석

세부기술별 출원증가율로 오일샌드 플랜트 부품기술

(AA)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립되어 발전된 기술분류에

속하여 분석구간 초기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Fig. 4). 특히, 최근 분리/개질/환

원물 기술(AAC) 분야에 관련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설계/패키징 기술(AB), 모

Fig. 4. Application growth rate by detail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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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운송기술(AC) 및 소재/유지관리 기술(AD)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적고 일정한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기술별 주요경쟁자의 특허분포로 한국의 포

스코는 내침식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인성 등을 개선

한 오일샌드 슬러리용 강관에 대한 특허를 주로 출원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출원보다는 국내 출원이 집중

됐다(Fig. 5). Shell, Suncor, Exxon-mobil, Syncrude,

Fort hill energy, Imperial oil 등의 미국 및 캐나다

기업들은 오일샌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허를 출원

하고 있고, 미국 및 캐나다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었다.

Shell, Suncor, Exxon-mobil, Syncrude의 경우 대부분

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고, 주요 기술 분야는 분리/개

질/환원물 기술(AAC)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기술 성장단계

기술성장단계는 태동, 성장, 성숙, 쇠퇴 그리고 회복

으로 나뉠 수 있다(KIPO, 2015). 오일샌드 플랜트 기

술분야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

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동향을

1구간(1994년~1997년), 2구간(1998년~2001년), 3구간

(2002년~2005년), 4구간(2006년~2009년) 및 5구간

(2010년~2013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

별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를 나타내어 특허출원동향을

통한 기술 단계를 살펴보면 오일샌드 플랜트 관련한

기술은 1구간(1994년~1997년)부터 5구간(2010년

~2013년)까지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기로 평가된다(Fig. 6(a)). 특히 Fig. 6(b), 6(c)는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

Fig. 5. Patents distribution of main competitor countries/ technologies.

Fig. 6. Technical growth stage of (a) Total, (b) USA, (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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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특허의 출원인수 및 출

원건수를 2013년까지의 연도 구간별로 살펴볼 때, 성

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4구간

(2006년~2009년)에서 5구간(2010년~2013년)까지 출

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

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c)). 한국의 경

우, 2006년도에 이르러서 특허출원이 나타나기 시작하

고 있어, 특허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시장 성장

단계와 연관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엔 어

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본 및 유럽의 경우에

도 특허 모집단이 적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

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주요 경쟁사 심층분석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분야의 주요 출원인 Top20을

추출한 결과, 미국의 Shell이 61건으로 전체 다출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캐나다의 Suncor

energy, 미국의 Exxon-mobil 등이 이 기술분야에서 다

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요 출원인 Top20 중 캐나다 국적의 출원인이 10명으

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 오

일샌드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어 캐나다기업이 상대

적으로 오일샌드 플랜트에 관한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다 출원인인 SHELL은 미국에 51건, 유럽에 2건,

캐나다에 8건을 출원하였고, Shell은 최근 4년간 특허

출원 증가율이 156%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AACA)가 주력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

출원 2위를 기록한 캐나다의 Suncor energy는 미국에

17건, 유럽에 3건, 캐나다에 23건 출원하였으며, 최근

4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20%로 출원건수가 다소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Table 3).

주요 출원인들의 주요 시장국, 최근 연구활동 및 주

력개발분야의 파악을 위하여, 주요 시장국별 출원건수,

최근 4년간의 특허출원증가율 및 주력기술분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출원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국에서 활

발한 특허활동을 하여 자국 이외의 주요 시장국에 출

원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은 상위 랭크된 미국 및 캐나다 출원인 모두에서 골고

루 나타나는데, 이는 캐나다에 오일샌드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어 캐나다 기업이 자국 내에서의 특허 출

원이 많고, 미국은 캐나다와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

깝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증가율은 주요 출원인별로 다

Table 3. Application countries status of major IP on top 20 companies

Applicant Nationality
Application of Major IP Application 

rate*

Major technical 

areaKR US JP EP CA

Shell US 0 51 0 2 8 156% AACA

Suncor energy CA 0 17 0 3 23 -20% AACA

Exxon-mobil US 1 23 1 2 16 7% AACA

Syncrude CA 0 26 0 0 10 286% AAAA

Fort hills energy CA 3 5 0 0 19 2100% AACA

Imperial oil CA 0 0 0 0 20 367% AACC

Marathon CA 0 15 0 1 3 117% AACA

Siemens Germany 0 9 0 3 4 -22% AAAB

Posco KR 12 1 1 1 0 1200% ADA

Kellogg brown &root US 0 4 0 3 8 -100% AACA

Kruyer, jan CA 0 0 0 0 14 0% AACC

Conocophillips US 0 5 0 0 8 800% AABC

Chevron US 0 1 0 0 11 -60% AACA

Canada CA 0 0 0 0 11 0% AACA

Osum oil sands CA 0 6 0 0 4 -100% AAAA

Betzer, maoz CA 0 0 0 0 9 67% AABC

Alberta CA 0 6 0 0 1 0% AAAB

Apex engineering CA 0 3 0 0 6 -100% AACB

General electric US 0 1 0 2 6 200% AABB

Eni Italia 0 5 0 2 1 33% AACA

*Last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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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캐나다의 Fort hill energy 및 한국의 포스코

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돋보였고, 주력기술분야 역시 주

요 출원인별로 다르지만 미국과 캐나다 기업의 대부분

은 비튜멘 원유 분리 기술(AACA) 분야에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출원인 Top20에

랭크되어 있는 Shell, Syncrude, Fort hill energy,

Imperial oil, Marathon 등의 기업들은 최근 4년의 특

허출원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

일샌드플랜트 기술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Table 3).

가장 출원을 많이한 Shell은, 1996년부터 꾸준하게

오일샌드 플랜트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 노천채굴 기술(AAA)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했으며, 이후 특허 건수가 다

소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분리/개질/환원물 기술

(AAC)에 대한 특허를 다수출원하며 출원건수가 점차

증가했다. Shell의 분석대상 주요 특허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오일샌드로부터 비투멘을 추출하는 장치 또

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을 특허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Fig. 7(a)).

Suncor Energy는 출원을 두 번째로 많이 했고,

2000년대 이후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증가했으며 노천

채굴 기술(AAA)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했다.

2009년부터 지하회수법 기술(AAB)에 관련된 특허를 출

원했다. Suncor Energy의 분석대상 주요특허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비투멘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시리즈 특허를 출원했고, 비교적 권리범위가 우수한 특

허들을 2015년에도 계속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Fig. 7. Annual patent trends of (a) Shell, (b) Suncor and (c) Exxon-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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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된다(Fig. 7(b)).

Exxon Mobil은 세 번째로 출원이 많았지만, 2008년

-2011년에는 가장 다수의 특허 출원했다. 주로 분리/개

질/환원물 기술(AAC) 분야에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

했으며, 채굴공법은 주로 노천채굴방식을 특허 출원했

다. Exxon-Mobil의 분석대상 주요특허를 살펴본 결과,

비투멘 처리 공법으로 ‘‘solvent processing’’을 특허

출원하였고, 오염된 물 상의 성분에 따라 solvent 양을

제어하는 기술을 특허화한 것으로 분석된다(Fig. 7(c)).

3.5. 주요 경쟁사 특허 기술 동향 분석

3.5.1 Shell

2009년에 출원된 ‘‘method of producing hydrocarbon

fluid from a layer of oil sand’’는 지면에서 오일샌드

층으로부터 탄화수소 유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

으로, 45도의 각도로 borehole을 만들어 연결하고, 오

일샌드 층에 cavity를 만들어 유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선택된 방향으로 cavity를 연장할 수

있고, 오일샌드 슬러리와 유체를 운송하는 liner의 길

이를 조절할 수 있다(US특허 2011-0114311).

2014년에 출원된 ‘‘Closed loop solvent extraction

process for oil sands’’은 오일샌드로부터 비투멘을 추

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일샌드 슬러리를 용매

화하여 비투멘을 분리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비

투멘과 슬러리로 분리된 이후 필터링을 거쳐 여과액을

pressure reduction vessel로 떨어뜨려서 고체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남은 찌꺼기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술이다(US특허 2014-0216985).

2012년에 출원된 ‘‘method for extracting bitumen

from an oil sand feed stream’’는 지면에서 오일샌드

원료 흐름으로부터 비투멘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

으로, 오일샌드 원료 흐름과 용매 흐름을 섞어주는 혼

합기, 워싱 용매를 첨가하는 필터, 용매를 건조시키는

건조기 등의 핵심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오일샌드 원

료 흐름을 제공하는 단계, 용매 희석제와 오일샌드 슬

러리를 섞는 단계, 고체 stream과 오일샌드 슬러리를

분리하는 단계 및 모래와 아스팔트를 포함하는 건조된

흐름에서 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US 2012-

0240824).

2013년에 출원된 ‘‘Appratus and method for

extraction of bitumen from oil sands’’는 오일 샌드

에서 비투멘을 추출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일샌드와 용매를 섞어주는 제1 section, 침전물이 통

과되는 제2 section 및 용매가 제거된 건조물을 포함

하는 제 3 section을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US

2014-0021102).

3.5.2. Suncor

2002년에 출원된 ‘‘bituminous froth inclined plate

separator and hydrocarbon cyclone treatment process’’

는 bituminous froth IPS 및 HCS의 처리에 대한 특

허를 출원한 이후 권리범위를 꾸준히 개선하여 2015년

까지 연속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Diluent의 전체 흐름

을 기준으로 특허 권리화를 했고, 크게 circuit inlet,

IPS stage, HCS stage, recycle stage, tail ponds

stage, upgrading stage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석된 비

투멘 feed stream의 순환을 반복하여 비투멘을 분리,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했다(US 7,141,162).

2004년에 출원된 ‘‘bituminous froth inline steam

injection processing’’는 최초 출원된 이후 방법에 대

한 특허와 장치에 특허로 권리범위를 개선하여 시리즈

특허를 출원했다. 인라인 스팀주입을 통해 역청 froth

를 가열하고, 타르 샌드로부터 비투멘 hydro carbon

추출하기 위한 공정으로, 비투멘의 점성을 낮추기 위

해서 스팀을 인라인에 주입하여 균일하게 온도를 유지

하도록 하는 구성을 포함했다(US 7,556,715).

2006년에 출원된 ‘‘System, apparatus and process

for extraction of bitumen from oil sands’’는 최초

출원된 이후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출원을 진행되고

있다. 오일샌드에 있는 비투멘의 이동을 채굴장으로부

터 처리장까지 촉진하기 위해 생성된 하이드로-수송 슬

러리로부터 비투멘을 추출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광

산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광물로부터 비투멘을 분리

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한 발명으로, 특히, 하

이드로-수송 슬러리로부터 비투멘을 추출하여 중간단

계의 비투멘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US

8,096,425).

2009년에 출원된 ‘‘Modular wellpad construction

system’’은 SAGD를 이용하여 지하의 비투멘으로부터

오일을 추출하는 것으로, 주입정/추출정을 지원하는 모

듈라 웰패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은 생산

지에 복수의 상호연결 가능한 모듈들로서 설치되어 현

장 노동력의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A

2,654,848).

3.5.3. Exxon-mobil

일본에 출원한 특허로 ‘‘오일 및 가스 탐사, 정제 및

석유화학 처리 용도를 위한 내침식성 서멧 라이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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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에 고온 침식 내성을 가지는 서미트 라이닝

또는 인서트를 제공한다. 서미트 라이닝 또는 인서트

는 약 5.0 이상의 열 침식 내성 지수 및 약

7.0 MPa·m  이상의 K1C 파괴 인성을 가지며 오일 및

가스 생산시 공정 용도에서 금속 표면을 보호할 수 있

고 우수한 침식/부식 내성으로 고온의 정련, 석유화학

처리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JP 5,286,258).

2008년에 출원된 ‘‘method and system integrating

thermal oil recovery and bitumen mining for thermal

efficiency’’는 비투멘 노천채굴 시스템에서 열을 이용

하여 오일의 회복하는 방법을 개시하였다. 열교환 모

듈, input conduit 및 output conduit을 포함하고,

130-350oC로 donor 유체를 가열하고, 비투멘 mining

공법에 사용되는 acceptor 유체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US 8,141,636).

2011년에 출원된 ‘‘controlling bitumen quality in

solvent-assisted bitumen extraction’’는 추출된 탄화

수소 스트림에서 아스팔렌, 무기 고체 및 황의 함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시하였다. 추출된 탄화수소 스트림

에서 니켈, 바나듐, 또는 둘 다의 양을 측정하여 아스

팔렌의 성분을 추정하고, 기타 실리콘, 알루미늄, 티타

늄, 칼슘, 철 등의 양을 추정하여 비투멘의 질을 조절

하는 단계를 포함하였다(US 8,949,038).

4. 결 론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 분야는 분석구간 초기인 1994

년부터 특허분석 유효기간인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성장기의 기술 성

장단계를 보이고 있다. 오일샌드 플랜트 기술은 유효

특허 분석 결과 총 999건 중 북미가 89%(미국 51%,

캐나다 38%)를 차지하여 북미에 집중되어 특허가 출

원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 출원 점유율의 87% 및

자국 출원 점유율이 74%인 캐나다는 오일샌드가 집중

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다수의 자국 기업이 캐나다에

주로 특허를 출원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특허인인 Shell, Suncor energy, Exxon-mobil을

포함한다.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오일샌드의 사

업성이 악화되어 석유기업들의 오일샌드 프로젝트 중

단이 이어지고 있고 저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특허출원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일샌드는 유전개발과 달리

장기간 안정적 생산량 유지가 가능한 사업적 특성을 가

지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특허를 확보하여 오일샌드 사

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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