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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천연가즈 수요증가에 따른 개발현황 

김 호경 

한국가스연맹，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3돔 960- 5 

1 서언 

인류문명의 발전은 불의 발견으로 시작되었고 산업혁명이후 현대문명은 급속도로 

반잔해왔다 이 모든 문명과 산업의 발전은 애너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 

며 따라서 산업혁명이후 에너지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왔고 특히 1950년대 중동 

등에서의 거대유전 발견， 원유생산으로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2차대전후 전후 복구와 더불어 전세계 에너지의 수요는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 는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받전에 절대적 요소이며 에 

너지의 확보가 바로 그 나라 산업발전의 열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에너지 

의 다l 부분은 선진 공업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의 소비가 상대 

작으로 매우 낮다. 

현재 전세계 인구는 약 59억이며 앞으로 20년 이내에 다시 20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전 인구의 2/3는 상업용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 

가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80%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개발 

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수요증가로 향후 20년 이내에 세계 에너지 소비는 50% 정도 더 

늘어 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EC) 

한편 인간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대기 중에 CO.?등 온설가스를 증가시켜 이것이 지 

구문난화륜 일으킴으쿄써 앞으로 지구에 파멸적인 영향플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UN은 1992년 지 구가 후변화협 약 (Rio de Janeiro Convenlion)을 만단 

어 각국이 이에 가입하고 그 이후 매년 당사국회의륜 개최하여 지구온닌화 땅 71 륜 ?1 
헌하 :;1 위한 구체적인 t상안은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세깐 우리모두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잡 알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 

간의 활동에 의하여 지구 대기 상에 온실가스가 축적되고 이것이 지구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열을 흡수하여 저장하고 있음으로써 전체대기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으르 

서 온난화룹 일으키는 온실가스중 65%가 CO:.?이며 CH-l가 19%, 나머지는 CFC 10%, 

N:.?O 6%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CO:.?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할 때 발생함으로써 떤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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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가에 따라 대기 중에 C02 농도가 증가하여 왔고 CH-l의 배 출은 다양하나 역시 

인간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인 인간문명의 발전과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로 C0:2등 온실가스의 배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설하나 지구 온난화 방지 를 

위한 CO:z등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들 때문에 에너지 사용은 제한블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이루기 위한 조화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한의 과제이며 이는 한 국 

가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국가 

에 대한 CO :2 배 출억제 의무부과와 국가의 의무이행 약속이 합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일수는 없으며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비준 

까지 마친 상태로서， 작년 12월 Kyoto에서 있었던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공업국에 

대하여 부과된 2008년 2012년까지 CO:z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EU 
8%, 미국 7% , 일본 6%등) 낮추는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년 개최되 는 당사 

국회의에서 계속해서 한국이 제외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지구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그 조치로서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원자력 발전확대.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용확대， 천연가스 사용확대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성장과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CO:? 배출규제 

조치가 천연가스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천연가스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 

기로 한다. 

2 지구온난화방지와 천연가스의 역할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파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세기 후반 산 

업학명이후 지구상에서 에너지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고 또 이때부터 대기중 CO:2 의 양 

이 비례하여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상관관례를 연구한 

IPCC는 지구옹난화를 일으키는 것은 6개의 온실가스 농도가 대가 중에 증가하면서 이 

들이 태양에서 방사되는 열이 지구표면에서 반사하여 우주공간으로 방출될 때 대기중 

의 CO:2등 온실가스가 이 열을 흡수하여 간직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후 특히 194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대기 

중 CO:z의 증가현상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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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 에너지 소비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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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대기 중 CO? 농도증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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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옹실가스의 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CFCs 10.0% 

C0265.0%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CO~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요인이고 메탄도 27%가 연료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4> 메탄 발생원 

Domestic Sewage 
Biomass Burning 7.0% 

11 .0% 

Landfills 
10.0% 

Gas 
11 .0% 

Livestock 
29.0% 

CO:!배출에 대하여 IEA는 2010년까지의 추정에서 전세제적으로 1990년 21.4 Bn돈에 

서 현상태가 계속될 경우 31 .1 Bn톤으로 9.7 Bn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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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BAU Projected 
Fall from BAU 

projection in 201 0 
1990 projectlon Increase 

2010 1990-2010 
required to meet 

Kyoto Commitment 

OECD 

Europe 3659 4590 931 1224 27% 
Pacific 1355 1836 481 522 28% 
North America 5339 7022 1683 2057 29% 
T ransition Economies 4426 3769 657 
Annex 1 14779 17216 2437 3176 18% 
China 2411 5326 2915 

Row 3833 8027 4194 

World* 21401 31124 9723 

COι꾀H 출 에너지관련 〈표 1> 

* Includes C02 emissions from marine bunkers 
The share of gas in TPES rises relative to Oil & Coal use 

- New Nuclear Plants 
- Decling of energy intensity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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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기후변화협약 저113차회의 결과인 Kyoto 의정서에서는 2008년 →2012년까지 

1990년의 수준에서 5.2%를 삭감하도록 결정하였다. 

CO:?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 

지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이므로 이를 당장 줄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제 산업활동을 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첫째 에너지 이용효율을 대폭 늘리고， 

둘째 원자력， 수력， 선 · 재생에너지등 C02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 대치， 

섯째 화석연료중 CO:? 배출이 적은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1970년대 이후 그 동안 OECD국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평균 25% 이상 향상시켜 이 분 

야의 개선 기대 폭이 매우 낮고 원자력 문제는 C02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우 

리나라와 같이 98%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준국산에너지로써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조건이나 안전성 문제와 핵폐기물 재처리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계속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상 

당한 R&D와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전체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5%-7%를 넘 

기가 어려워， 위에 열거한 에너지만으로는 앞으로 10년내로 닥쳐온 CO:? 배출삭감 목표 

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천연가스는 C02 배출이 타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SO:2가 전 

연 없고 분진이 없으며 연소후 처리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매장량이 풍부하고 탐사 

와 생산， 수송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용에 대한 R&D가 활발하고 발전 등 

에 있어 효율이 높아 앞으로 국제적으로 요청되는 효율의 향상， 저 C02 배출 등으로 지 

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타연료의 대체에 가장 적절한 연료로 평가되고 있어 그 수요가 

타에너지 보다도 더욱 크게 늘어나서 21세기에는 천연가스가 에너지의 주역이 될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천연가스 현황 

이러한 관점에서 천연가스의 모든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천연가스의 확인때장량은 1997년 석유의 98% 정도이며 이는 1997년 수요기준 65년 

의 가채매장량이며 추가 개발가능량이 확인매장량의 약 2배 정도로 추정되어 이 를 합 

치변 향후 190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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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人-1 -"2-
-, " 

및 전언가스 확인매장량 변화추이 

150 

100 

o 
1970 1975 

자료 CEDIGAZ 

GASlOIL RATIO OF 
PROVED RESERVES 

1980 1985 

Natural gas ì 

1990 

〈표 2> 세계 원유 및 전연가스 확인매장량 

Geographic Zone 
Oil 

140.9 1000 Mt 

North America 8.3 

S.&Cent. America 7.6 

Europe 2.0 

Former Soviet Union 6 .4 

Middle East 65.2 

Africa 6.4 

Asia-Pacific 4.1 

World Total 100.0 

of which OECD 10.2 

OPEC 76.1 

R/P ratio 42.2 

자료 BP sta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97 

1995 1997 

단우% 

Natural Gas 
4.991. 1 Tcf 

6.1 

4.2 

3.9 

40 .4 

32.5 

6.5 

6.4 

100.0 

9.8 

62.2 

천연가스는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현재는 저공해， 고효율에 의한 경제성 등 

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1970년 1차에너지 중 비율이 17%에서 1997년에는 23.5%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역량도 크게 늘어나서 1997년의 교역량은 1970년 판매량의 4.4%인 45.7 

bcm에서 1997년에 는 판매량의 22.5%로 늘어났고 교역량도 520 bcm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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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제 천연가스 교역추이 

Wor ld Total 
World Total World Total Share of 

Pipeline LNG LNG in 

% of % of % of totalgas 

(109 m3 ) production (109 m3 ) production (109 m3 ) production trade 

(1) (1) (1) % 

1970 45.68 4.4 42.93 4.1 2.69 0.3 5.9 

1975 125.37 9.9 112.32 8.9 13.05 1. 0 10.4 

1980 200.98 13.2 169.64 11.1 31.34 2.1 15.6 

1985 228.85 13.1 177.97 10.2 50.88 2.9 22.2 

1990 307 .43 14.8 235.29 11. 3 72.14 3.5 23.5 

1995 39 1.69 17.8 298.45 13.6 93.24 4.2 23.8 

1997 519.96 22.5 409.41 17 .7 110.55 4.8 25.3 

자료 Cedigaz 1997 

천연가스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LNG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특 

정이다.<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계 천연가스의 교역량이 판매량 대비 크게 증가 

함과 동시에 전체 교역량중 LNG의 비중 또한 크게 늘어 1990년 전체 교역량의 5.9% 

에 불과했던 것이 1997년에는 25.3%로 늘어났다 

1997년 LNG 수입국은 8개국이었으나 1998년에는 그리스가 추가되었으며 21세기 초 

에는 태국，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LNG 도입국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필리핀， 파키스탄， 

푸에리토리코도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표 -4> LNG T rade in 1997 

1줬 
North 

Africa Middle East Asia/Oceania Total 
Amenca 

Imports 

United Algeria Libya TOTAL 
Abu Indo Malay by LNG 

States Dhabi Qatar TOTAL Austral|a Brune| i | TOTAL Tanker nesla sla 

North America 1.60 1.60 0.07 0 .07 0 .3 1 0 .31 1.98 

United States 1. 60 1.60 1.60 1. 60 0.31 0.31 1. 98 

Europe-OECD 22.60 1.10 23 .70 1 .20 0.16 1 .36 25.06 

Belgium 4.80 4.80 4.80 

France 9.20 9.20 9.20 

Italy 1.90 1. 90 1.90 

Spain 3.80 1. 10 4.90 1.20 0.16 1.36 6.26 

Turkey 2.90 2.90 2.90 

Asia - Oceania 1.65 6.25 2 .70 8 .95 9 .46 8 .25 35 .54 19.66 72.91 83.51 

Japan 1.65 6.25 2.70 8.95 9.46 7.23 24.25 12 .73 53.67 64.27 

Sourth Korea 1. 02 9.25 5.44 15.71 15 .71 

Taiwan 2.04 1.49 3.53 3.53 

Total Exports 
1.65 24 ‘ 20 1. 10 25.30 7.52 2.86 10.38 9.77 8.25 35.54 19.66 73.32 110.55 

By LNG Tanker 

1 m' liquid 0.45 ton 561 Nm' 593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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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개발은 

검토하고 동부시베리아로부터 파이프라인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을 

전체에 나 이는 2010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가스 

우 광범위함으로 LNG 개발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4 LNG 수요전망 

극동의 기존 LNG 수입국인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공통적으로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펼요에너지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석유의존도를 줍여야할 

명제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02 삭감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의 어려움플 

안고 있다. 따라서 3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장기에너지 기본계획상 석탄 

과 원자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3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예측보다 크게 증가할 요인이 매우 크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예측에 의하면 2010년 3국의 LNG 수요는 일본 58백만콘‘ 

한국 24백만톤， 대만 8백만톤이나 이것이 최소 일본은 70백만톤， 한국 28백만톤， 대만 

12백만톤으로 늘어날 가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늪어 1갈 수도 

있으므로 2010년 기존 3국의 LNG 수요는 대략 90백만톤 -110백만톤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1998년에도 경제성장이 8.4%에 이를 갓으로 보이며 계속적인 공업발전에 따 

라 2010년까지 전력이 많이 필요하나 전력부족은 심각하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 

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서 중국정부는 발전능력 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증국은 

석탄사용이 전체에너지의 77%에 이르고 있으나 석탄의 대부분이 내륙 중북부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전력수요는 주로 동남해안지역이므로 석탄수송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또한 석탄사용으로 인한 산성비 문제와 탄산가스문제로 석탄의 사용을 계속 늘리기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LNG를 도입하여 전력수요 집중지역에 가스받전소 건설 

을 계 획 하고 있으므로 2010년까지 는 10Mt/yr의 LNG 수요가 예측되 고 있다. 

인도 또한 부족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LNG 도입플 추진하고 있다. 인도가스당국 

Gas Authority of India Ltd.l와 미국기업인 Enron이 주축이 되어 인도 서 

남단지역 몇 군데에 LNG 인수기지와 가스발전소 건설을 구체작으로 추진하고 

GAIL이 추진하논 곳은 인도 서북부 Gujarat주의 Dahej항과 서님단 Kerala주의 

Cochin에 각각 연 2.5백만톤 규모의 LNG 인수가지를 건설하고 서남부 Karnataka주의 

Mangolore 및 동남의 Tamil Nadu주의 Ennore에 같은 규모의 LNG 수입 기 지 할 건 설 

하는 것으로， 일차로 GAIL이 추진하는 LNG 도입규모는 연간 1，000만톤에 이르며 2배 

확장이 계획되어있다. 

한편 미국기업인 Enron은 인도 서해안 

2，l 84l\ lw는 발전소용으로 연간 2백만톤의 LNG 

주의 Kannu발전 Project의 74%를 인수하여 

섣에도 함께 참여하여 Enron이 추진하는 

GAIL (The 

해안과 

있다. 

건섣하고 

3백 만돈， Kerala 

Ennore받전소 

인도사 구셔l 적 

。 1.'二
/0.入 L 

건 

Maharashtra주의 Dabhol에 

인수기지와 타지역에 

이 곳 과 Tamil Nadu주 의 

LNG양도 1 ，000만톤에 이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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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여 2002년 이후 도입하려는 LNG 물량은 2，000만톤으로 보며 이외에 Royal 

Dutch/Shell, Total, BG plc , Reliance lndustries 등이 발전사업과 함께 LNG 사업을 추 

진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성사된다변 인도가 도입하는 LNG 물량은 최대 5，000만톤까 

지도 이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태국은 2002년부터 LNG 도입을 계획하였다가 연기한 상태이나 2010년까지 도입하 

는 양은 10Mνyr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파키스탄이 LNG 도입을 검토하 

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 

1997년 유럽은 18.7Mt의 LNG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유럽에서 LNG를 도입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이태리， 그리스로서 2000년까지 계약물량은 

25.54Mt이다. 유럽의 LNG 수요예측은 2005년에 23Mt -27Mt, 2010년에 25Mt-42Mt로 

서 유럽은 오래 전부터 북해， 러시아， 알제리등에서 파이프라인이 부설되어 천연가스중 

LNG가 차지하는 비율은 7%-12%일 갓으로 보고있다. 

미 국은 1997년 1 .53Mt의 LNG를 수입 하였는데 1995년에 440천톤， 1996년에 912천톤 

을 도입하므로서 매년 LNG 수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가동을 시작하는 

Trinidad & Tobago의 60% (1.87Mt/yr)가 미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5 LNG 생산설비 및 선규 

5.1 현생산 설비현황 

" 2 };'II E三
--'- -. - 현황 

연간 공칭능력 현 샘산능력 샘산개시 

(Trai 수) (M tI 년) 
북미주 

미국. Kenai 1.3 (2) 1.3 1969 

아표리카 

알 저1 2.1. Arzew GL4Z 1.1 (3) 1. 1 1964 

GL1 Z 7.8 (6) 7.8 1978 
fI GL2Z 7.8 (6) 7.8 1981 
fI Skikda GL1K1 2.8 (3) 2.8 1972 
11 11 GL1K11 3.0 (3) 3.0 1981 

κL 겨| 22.5 22.5 

2.1 tJ l Of. Marsa EI Brega 2 ‘ 6 (4) 1. 3 1970 
g:Is; EC그E 

아부다비. Das Island 1 2.3 (3) 2.5 1977 
fI fI 2 2.5 3.0 1994 

카타르. Qatargas. Ras Laffan 6.8 (2) 6.8 1996-8 
-JLk- 겨| 22.5 12.3 

m 



연간 공칭능력 현 샘산능력 샘산개시 

(Trai 수) (Mt/년) 

아시아/오세아U 아 

Brunei , Lumut 5.3 (5) 6.6 1972 
인도네시아 ， Bontang I (A&B) 3.2 (2) 5.2 1977 

If If II (C&D) 3.2 (2) 5.2 1983 
If If m(티 2.3 (1) 2.6 1989 
If If (F) 2.3 (1) 2.7 1997 
If If (G) 2.3 ( 1 ) 2.6 1993 
If Arun I 4.5 (3) 6.0 1978 
If If n 3.0 (2) 4.0 1984 
If If m 1.5 (1) 2.0 1986 
인도네시아 -ι4κ- 겨| 22.3 30.3 

말레 지 Qf, Bintulu MLNG 6.0 (3) 7.5 1983 
If If If 2 7.8 (3) 8.4 1995 

말레지아 -/lk- 계 22.5 15.9 

호주， Burrup(NWS) 6.0 (3) 7.5 1989-92 

서| 겨l 드c흘:드， 겨| 85.8 97 .7 • 

Train 수 

5.2 확장 및 확정 Project(건설중) 

[> 확장 

연간 샘산능력， Mt/년 개 시 (년) 

인도네시아， Bontang H 3.0 1999말 

P 건설중(계약완료) 

UOI 저1 2. 1 Of , NLNG 5.8 (2) 1999 
카 타 근 , Ras Laffan 5.0 (2) 1999 
Oman , Oman LNG 6.6 (2) 2000 
Trinidad& Tobago , Atlantic LNG 3.0 (1) 1999 

ι-ι'- 겨| 20 .4 

1 
l 
4 

-’ 
4 



1) Nigeria LNG (Bonny Island) 

운 영 사 Nigerian LNG Co. (NLNG) 

건설시작 

위 치 

Train 수 
생산능력 
수입자 

생산개시 

확 장 

2) Oman LNG 

Nigeri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NNPC) 49.0% 

Shell 25.6% 

Cleag Bermuda (Elf) 15.0% 

Agip 

1996. 2 

Bonnv Island 
2 
5.78 Mt/vr 
Enagas(스폐 인) 

Gaz de France(프랑스) 

Botas(터 키) 

Enel( 이 태 리 ) 
1999. 10. 
고려중 

1.19 Mt/yr 

0.40 " 
0.67 " 

2.59 " 

10.4% 

운 영 사 Oman LNG (OLNG) 

가스공급 

건설시작 

위 

트레인수 

생산능력 

생산개시 

수입자 

확 장 

。만정부 

Shell Overseas Trading Ltd. 
TotaH프랑스) 

Korea LNG 
Mitsubish 상사 
Parter Corporation( 포르투칼) 
Itochu Corooration 

Petroleum Development Oman(PDO) 

오만정부 

Shell Overseas Trading Ltd 
Total 
Partex Corooration 

1996. 5. 

AI Ghalilah (Sur 북쪽 15 Krn) 

2 

3.3 Mt/ yr 

2000. l. (둘째 Train) 
4. ( 첫 째 Train) 

한국가스공사 

오사카가스 

4.06 Mt/yr (2000) 

660 천 톤/yr (2000) 

고려중 - 인도， 일본， 유럽 

1 Train 고 려 (2005) 

생산능력 10 l\1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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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30.0% 
5.54% 
5.0% 
2.7% 
2.0% 
0.92% 

60.0% 
34.0% 
4.0% 
2.0% 



3) Ras Laffan LNG(RasGas) - Qatar 

운 영 시 Ras Laffan LNG Co. Ltd(RasGas) 
Qatar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QGPC) 49.0% 
Mobil Corporation 25.6% 
Itochu 4.0% 
Nissho Iwai 3.0% 
KOGAS 5.0% 

건설시작 

위 치 

Train 수 

생산능력 

수입자 

생산개시 

확 장 

Ras Laffan, Qatar 

2 

5 Mt/yr 

한국가스공사 

1999. 중반 

6개 이 상 (총 10 Mt/yr) 

※ 판매 추진중 

CPC - 대만 (LOD 2.0 Mt/yr 

Wing Group • 중국 (LOl) 2.5 /1 (+2.5 option) 

Essa Gruop - 인 도 (MOU) 2.5 11 

PAT 태국 (MOU) 2.0 " 
BOTAS 터키 1.0 11 

4) Atlantic LNG (Trinidad & Tobago) 

운영사 Atlantic LNG 
Amoco Trinidad LNG BV 
British Gas Trinidad LNG Ltd 
Repsol( < 페 인 ) International Finance BV 
Cabot Trinidad Ltd 
NGC Trinidad & Tobago LNG Ltd 

건설시작 1996. 7. 

치 Point Fontin (서 남) 

Train 수 1 

생산능력 3 Mt/yr 

1999 

2005 

1999 

2001 

2000 

34.% 
26.% 
20.% 
10.% 
10.% 

수입자 Distrigas( 미 국) 60% , Enagas(스페 인) 40% - 20년간 

생산개시 1999. 중반 

확 장 2 Trains 

.-13-

25년간 

25년간 

25년간 

25년간 



5.3 추진중(가능성)인 Project 

국 가 Project 명 생산능력 침 여 자 생산개시 

카나다 PACRIM 4 Mt/yr 대우 25% 2000년 중반 

PacRim 20% 
Bechtel 10% 
KOGAS 10% 
Not decided 35% 

이 집 E 3 Mt/yr ENI/Snam 45% 2001 
Amoco 45% 
EGPC 10% 

인도네시아 Natuna 2 Trains Esso 50% 2004 
( • ) Mobil 26% 

(9-15 Trains) Pertamina 24% 

Tangguh 2-3 Trains Arco 2003 
Pertanina 

파푸아뉴기니아 4 Mt/yr Exxon 47.5% 2004 
Oil Search 52.5% 

카타르 R:6 IÆan (IID 5 Mt/yr QGPC 
Enron 

러시아 Sakhalin 6 Mt/yr Marathon Oil 30% 2004 ~ 2005 

Mitsui 20% 
Mitsubishi 10% 
McDomert 20% 
Shell 20% 

예 멘 Yemen LNG Total 36% 2001 
Yemen Gas Co. 20% 
Exxon y，얹-en 11이G Co. Ud 14.51% 
Yemen Hunt LNG Co. 15.1 1% 
Yukong Ltd. 8.38% 
Hvundai 6% 

호 = NWS 확장 7 Mt/yr Woodside Petroleum Ltd. 16.67% 2003 T 

BP Development Australia Ltd 
Chevron Asiatic Ltd 
B돼) Peσoleum(N\VS) Pt\. Ltd 
Shell Development 

Australia Pty Ltd 
]apan Australin 

LNG(MIMIl Ptv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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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Project 명 생산능력 ~그} 여 자 샘산개시 

Gorgon 4 Mt/yr Chevron Asiatic Ltd 28.57% 
(CTMS) ( 확장 2 Trains) Texaco α1 Development Co. 11 

Shell Development Australia 11 

pty Ltd. 
Mobil Exploration & Prcx:lucing 14.29 

Australia pty Ltd 

Scott Ree f/ Woodside 50% 
Brecknock field Shell 8.3% 
(gas 30 Tcf) BHP 8.3% 

Chevron 16.7% 
BP 16.7% 

Bavu/ Undan 
Undan (ZOCA 91 - 12) 

BHP(91 - 12) 42.417 
Santos(91 - 12) % 
Inpex Sahal Ltd 21 .426 
Petrol NZ % 

2l.209 
% 
14.948 
% 

Bavu (ZOCA 91 • 13) 
Phillips 60% 
Oryx(ZOC) Energy Pty Ltd 25% 
Hardy Timor gap Petroleum 15% 

Sunrise/Sunset 
7.5 Mt/yr W oodside Oil Ltd 50% 

Shell 50% 

말레지아 MLNG m 2 Trians Petronas 60% 2007 + 

Occidental 10% 2000 - 2001 

Nippon Oil 10% 

Shell 10% 
Sarawak 주정부 

미 국 알라스카 

North Slop LNG Arco 2/5 

BP 1/5 

Exxon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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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최상의 목표로 추진중이며 경제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따르게 되어있다. 

현 가용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이므로 에너지 소비증가는 필연적으로 C02, CH4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증가시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높임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IPCC는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여 각국은 여기에 동의하고 당사국회의에서의 결정사항 

을 이행하기를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각국의 노력과 CO:? 배출을 줄여야하는 

현황에서 에너지 이용기술향상 원자력 발전의 확대 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등의 바 

람직스러운 조치들은 주로 기술적으로 또 국민정서로 인하여 그 사용확대가 제약되고 

2012년까지 CO:?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줄여야하는 명제아래서 천연가스는 CO:? 

의 배출이 낮고 고효율 발전 NGV등 수송분야 기타 많은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에 따 

라 저공해 및 경제성 있는 연료로서 21세기 에너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LNG 생산을 위한 

Project와 LNG 도입을 위한 계획이 계속 추진되어 현재 건술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다. 

신규 LNG Project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LNG의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 

며 21세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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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천연가스 (Natural Gas)는 환경 친화적 무공해 

미래 에너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그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천연가스는 통상 

운송된다. LNG란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의 

린 천연가스 (주로 메탄)를 수송 및 저장을 위해 

로 줄인 무색 투명한 초저옹 액체를 일걷는다. 이를 다시 

Gas) 상태로 도시가스 및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PNG는 Pipeline Natural Gas 

약어로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송되는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1986년 첫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수입 초기보다 10배 이상의 천연가스를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원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LNG나 PNG 형태로 

약어로서 지하에서 

냉각하여 그 부피를 

기 화시 켜 천 연 가스 (Natural 

21세기 

매년 

변형되어 

뽑아 올 

1/ 600 - 162 0C 로 

우리 나라의 경우 

천연가스의 소비 

수입하여 소비하고 

말한다. 

이래 

의 

/-- 01 
T 닙 

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 천연가스 

논고에서는 

살펴봄으로써 

효￡ 
'---

전반적인 내용을 대하여 

수요가 꾸준히 

원으로 기대가 되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천연가스에 웰
 

앞
 

있으며 

통계자료 

매장량 

산업관련 

천연가스의 

1 천연가스 
1 

」

‘ ... 

동안 2배 가까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차지하는 지역적인 편향현상이 

확인매장량은 약 145조m'로 가채 

러시아로 약 48조m' 이며， 이란 

전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 

매장지역이며， 중동이 33.7%를 차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 

공급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인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지난 20년 

있으며，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 전체 매장량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천연가스의 

년수는 64년으로 평가되었다. 최대매장량 보유 국가는 

(23조 mJ ) 이 그 다음이다. 이들 양국의 매장량만으로도 

지역별로는 구소련 지역이 39.2%로 최대 

있다 특히 중동지역은 높은 매장량 

불과 5.7%에 불과해 매우 

72.9%를 

。

一
E 뽑

 

처
 
n 

三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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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하고 

산점유율은 

33.1%로 6.1%이지만 생산점유율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三크 
'--

북미지역은 매장량 점유율이 

가채년수가 불과 12년 정도로 2010년 이후 급격하게 

η
 

포함한 미국을 반띤 



긴l 여랴 
~ --, c> 1.2 천연가스의 

(257억 m‘) 순이 

1997년도 

대수입국이며， 우리 

($/ mm. 세계 

국제유가의 약세에도 

LNG 나라057억 m‘ )도 

차
 
「도

 
수입국 불구하고 

S2.3, LNG 가격 (cif)은 $3.9였다. 

btu)은 

생산량 DI 
:;>Ç 소비 1.3 천연가스의 

지난 

소비가 

감소세 

그쳤으나， 

개도권 

그러나 

(이후 

구소련지역의 

유럽지역도 

증가에 

중남미 등의 

기확하였다 

소비부진이라판 

m' ) 로 

0.4% 

입방미터 

기록하였다. 

기록하였으며， 

소비하여 

한편 아시아와 

소비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소비는 2조1，967억 

0.2%라는 감소세를 

돌아서 

세계 천연가스 

전년대비 

또다시 감소세로 

1997년도 천연가스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에서 

1975년 

6.4%틀 

기록하였다 OECD는 총 l조2 ，256억 m' 를 

회원국의 소비는 0.8%로 나타났다. 

소비는 6.9%라는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도 작년의 8.8% 보다는 크게 

천연가스의 총 교역량은 4.330억 m' 로 총 소비량의 19.7%만이 대외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통물량 가운데 약 2/37} 파이프라인가스 (PNG) 형태로 거래되었 

으며， 나머지 1/3은 액화천연가스 (LNG)로 거래되었다. PNG의 주공급국은 랴시아와 

카나다， 노르왜이， 네덜란드였으며， LNG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얄저l 리였다- 파이 

프라인 가스의 대수입국은 미국 (838억 m' )이며 거의 대부분이 카나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 (720억 m' ) ， 이태리 (373억 m' ) ， 프랑스 

었다. LNG는 일본이 총 교역 량의 약 58% (643억 m' )를 수입하는 

교역의 14.2%를 접유하였다. 천연가스 평균가격 

기준으로 PNG 가격 kif)은 $2.0 • 

지난해 

( -0.8%)를 

EU 157H 
조드프L 
드L (other EMEs) 

λd o:l 
i2. 0 

소비지역인 

에너지 

。L 。 •] 
:iτ -=-..:c... 

인한 

특히 

둔화로 

제외하띤 

드즈 。
I -LI_ 

낮은 증가율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와 세계 경기의 

그라나 이라한 예외 상황을 

이다. 이와 같은 천연가스의 낮은 소비증가율은 

북미와 서유럽지역에서의 예상보다 따뜻했던 

소비의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진적인 가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부진했던 천연가스 

도 

전년 역시 이어져서， 생산량 공급측면에까지 즈二 。 즈二 
I ..ll- '-一

( - 11.5%) , 루마니아 ( - 12.9%), 투르크멘스탄 ( -50.9%)에서의 큰 생산 

중남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 개도권에서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처1 작으로는 

줍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 생산은 대체로 기후와 관련한 영향 때문으로 

l.0% 준어뜰었다. 단지 북해의 영국 (2.7%)과 노르웨 이 ( 13.9%) , 덴마크 C22.4%)에서만 

생산량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소련지역의 생산은 약 6.8% 판어단었는더1， 

카자흐스탄에서만 37.0%의 증산음 기록하였을 뿐， 가타 국가에서늠 민-누 감산윤 :;1 꽉 

네텔란드 

인하여， 

고
 
。

( - 5.4%)와 

감소로 

러시아 기록하였다 2조2，230억 m' 를 줄어든 0.2% 비
 

l 대
 이 

m m 

급이 



나타났다. 생산국 가운데 큰 폭의 증산을 기록한 국가로는 알제리 (83억 m') 

m' ) 였으며， 카자흐스탄과 댄마크， 콜롬비아는 전년대비 20% 이상 높 

한 것으로 

와 노르웨이 (57억 

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Reserves!Production rati이는 연말에 남아있는 매장량을 그해의 생산량으로 

수치로서 그 결과는 생산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이 자원이 남아 있을 시간의 

의미한다. 천연가스의 R!P ratio는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일의 R!P 

ratio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 1960년대 중반이후 3배 

가까이 수직증가된 반면 확정 매장량은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R!P ratio가 증가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7년 R!P ratio의 값은 64으로 가채년수가 64년인 것을 

·m m P 

눈
 
을
 

% 

나
 
양
 

의미한다. 

현황 /κ 二그 -,- I=t 1.4 우리나라의 

도입한 이래 도입량은 해마다 

도입하였다. 전국 확대 공급에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도네시 

도입선을 다변화하였으며 '99년부터는 카 

인도네시아로부터 

'96년에는 960만 톤을 

적기 확보로 

LNG를 국내 최초로 

’95년 706만 톤에 

대비하여 

10월 1986년 

이어 

물량의 

급증하여 

수요증가에 따른 

수송하 

년
 
화
 

쩍
 재
 댄 

뺑
 현
-
배
핸
 

다
 

, 
4 

지
 
있
 

1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있는데 

처
 「

국
 

수송 

크게 기여하고 

운임으로 

아， 말레이지아 외에 브루나이， 호주 

타르에서도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등 해외 가스전 개발에도 

는 PNG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선의 건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호선이 처음으로 취항한 이래 현재 3호선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말 취항할 예정이다. 국적선으로 LNG를 수송함에 따라 

의 유출 방지는 물론 국내 해운 및 조선업계의 발전에도 

기울여 

뾰
 
관심을 

공학 〈그 까、 

L!:" = 01 
::;><; 생산 2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소비지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살펴본 후 가스의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설계시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공학적 

먼저 천연가스의 물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송유관내 거동 메카니즘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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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지하 가스층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제과정과 가스의 



도~kt 
<= c> 가스의 2.1 

오두 ~셔 
L 二ζI 。

。F 려 
tl -기 , 주어진 물질로써 기체상의 。").*서 

닙 -=<î 。천연가스는 

결정된다. 

혼합물인 

물성 이 

탄화수소 

성분에 의해 

있다 

부피를 

/-

←「구성성분은 중량%， 부피%， 몰% 등으로 나타낼 

온도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 기체 1볼은 똑같은 

52. 

""" 
혼합물의 

각드2.t l!1 
c> c> :;><ζ 

어떤 

가스의 

일반적으로 

2.1.1 

기 초 

따르면 

갖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에는 몰%와 부피%는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량블 

로 나타낸 분석블 볼을 기초로 한 분석으로 변환하는 경우도 많이 사용된다. 

법척에 아보가드로의 

공학에서 는 가 

혼합물의 

고려하여 

가스 

같이 

가스 개밥 

조건에서 

아래와 

O~ :;jÇ TI "、
l::j-=듀 ^I-. 

가스의 압축지 수는 가스의 

스의 상태를 예측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압축지수 (compressibility factor , Z)를 

이상기 치l 방정식을 보정한 식(1)과 같은 상태방정식을 사용한다 

나타내는 

다양한 온도， 압력 

계수로써 를
 

도
 

져
。
 

-
주
 

「아
 
닝
 

2.1.2 가스의 

(1) PV= ZnRT 

계수라 하며 용적 가스 를
 

피
 

님
 

f 
1 저류층 가스가 차지하는 

계수 

부피의 

같다. 

단위 

다음과 

요저 
〈二〉 • 1 

표준상태에서 

식으로 나타내면 

2.1.3 가스의 

(2) B - Vgr ----
g Vgsc 

부피 이 가스 상태에서의 표준 V 느 fISC L-부피 이며 가스 상태에서의 저류층 ~ - 으 gr L-여기서 

다 

계산된다. 

01 1:二
c크 • L 

밀도는 상태방정식 (1)에 의해 다음과 같이 

2.1.4 가스의 

가스의 

(1) 
ηM ηM MP 

pg= -V- ZηRT/P - ZRT 

3 

분자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1\ T븐 가스의 



정제 과정 2.2 가스 

탄화수소성분 이외의 수분과 황성분 등 미 

양이지만 가스의 열효율저하， 

시설물들의 부식과 연소시 대기오염 

적절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연가스는 

이와 같은 

저하 

매우 크므로 이를 

생산된 

있다. 

가스층으로부터 

포함하고 ;셔.Q. 
--, L • 으

 
L 물

 

i 
( 

τ
 

닝
 묻
 
주변 그리고 효율 

“ 
다
 

도
 뚫

 
브
 
E 

통한 

영향이 

이
넌」 인 

h1 

처
기
 

1r 

-[ 

아
。
 

:
。

프
 ; 

지
 
의
 

아
 부
 

깅
 

」
파
 드
。
 

(Dehydration Process) 단수피정 2.2.1 

정도이며 이 륜 제가해야 하는 

이외에도 파이프라인 부식， 슛라그 

유반시키므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윤 등해 

룹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황과정에서 

탈수과정은 탈황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탈황과정 전단계인 가스 생산정에서도 이루어 

二숭의 하나 

이유는 가스 

인한 가 

못한 불순물 

첫째 

。즈ë 。 ’ ìT 。 ←→-뇨二 

바람직하지 받견되는 가장 보편적이며 

400 ~ 500 lb/ MMscf 

막기 위함이다 

C날 랴 7 1- λ、
T~ 0 그-' 

천연가스에서 

그 양븐 

형성블 

서하， 

으
 」

닙
 
r 수

|
 디. 보꽁 

수화불의 

소
 
。

。

τ
 

일반 

/- 서 。u-, Ô ~i 

t:: 。
。2.

할 정우 수분플 6 ~ 8 1 b/lVIM scf 이하로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적이지만 부분적인 탈수과정은 

효율 
ι 。 1二

::....c Tr -o-

/‘ 。 1
T λ入

;;<.1 
>='-

다 

카
기
 

부
 

1 

(acid 

환경친화성이 중요한 장점으로 

공급하고자 탈황과정이 필요하다. 보동 

(sour) 에 비유되는 산성가스 

가스는 ‘단맛’ (sweet)에 비유된다. 

(Desu Ifu rizat ion Process)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보다 청정한 에너지플 

포함하고 있는 가스는 ‘신맛’ 

탈황과정을 거쳐 황성분이 제가된 

수요가 

위하여 

2.2.2 단횡과정 

천떤가스의 

되고 있다‘ 이륜 

현장에서 황성분을 

gas)이며 반대로 

심하 

。l

부식성이 

된다. 이라한 

꼽힌다. 

대한 

주범이 

금속재료에 

。 여 。1

주요 2대 과정으로 

유독하며， 

형성하여 공기 

가스 정재의 

매우 천연가스 안에 포함되 

면소시 이 산화황 (sulfur dioxide)룹 

유에서 탈황과정은 탈수과정과 더블어 

화서부。 
。 O~

。1 느二 
/λλ L 

고 

。5c.
TT c> 파이 프라인 2.3 가스의 

있고 운영비 

있다 여 

빠르게 운송할 수 가장 안전하고 장거리에서 전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은 

이용되고 

가스의 

검사기법 

수단으로 천띤가스의 

고려되야할 요소들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제 파이프라인의 

。~
τr 각5" 요

 
주
 
’ 세계적으로도 

설계시 

저가이므로 매우 c 
-'-

디 
-'-

간단 

도
 
。

지
 시
 

, 

r 。

그5"코순 

내에서 

여부 닝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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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델링할 수 있는 유동방정식 

히 알아보고자 한다. 

기서 논 



O~“ J.L --'-설계 ^-O 
-. J.L 2.3.1 

가
 니
 

고
 。파이프내의 

총괄하여 말하는 

운송물을 

전체를 

는
 

하
 

매질로 유체를 

운반하는 

t:t:즈二
.J- '-一

n 

론
 

소
 
。

。

τ
 

유체 이란 파이프라인 

것 시스템 운반 압력차에 의하여 통하여 양단의 
。

E즈 

부
 

L 등과 같이 

2) 파이프 길이 

태
n
 

스
 
경
 

시
 
직
 

시스템， 운송 시스템， 분배 

설계할 경우 1) 파이프 

결집 용도에 따라 천연가스 보통 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또한 있다. 까, 할
 

E 

π
 

마찰계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증기압 8) 7) 져 r 
p -'-가스의 

고려하여 파이프라인 

온도 6) 가스압축률 5) 

변수로 

밀도 4) 

요
 

주
 
’ 으

 
E 드

 
。

비중과 

넘버 

가스의 

9)레이놀즈 

3) 

o 5c. 
7T o 가스 2.3.2 파이프라인내 

하
 

E 도
 
。

。

π
 

따라 유체가 파이프라인을 ( multiphase) 의 다상 호으 
--, '-phase) (single 단상 

압력 관내 작용하며 중요한 변수로써 가장 설계시 파이프라인 으
 」

츠
 「

에
 
” 압력손실의 때， 

유체 。1 느二 
Àλ L一포함되어 압력구배 방정식에 그러나 있다. ι, 예측할 구배 방정식으로부터 

이론적으로만 결정하기는 

간접적 

때문에 비선형성 

액체 

그 
1-+1까‘= 。
'2，도-τr 의

 
드
 

<
]마찰계수 

유동형태 

속도 

어려우며 

밀도， 의 

‘-H /
긴T Oiquid holdup)등의 7.-LQ 。

r그 Tf돋F (flow pattern) , 매우 

예측할 수 있다. 。L 려소시으
님， L.己 E도입하여 = 。

。 c즈 와 실험식 

。1
M 

까, 할
 

도
 

유
 
” 방정식으로부터 평형 평형， 에너지 

있다 /
기-

물질평형，모멘템 

나타낼 

압력구배 방정식은 

으며 다음과 같은 식 (4)으로 

(4) 4요li 
2 gc d 

p sin8 + 
U4 

um + p v dv 
gc dL 

dP 
dL 

고도구배에 의한 압력 가속도에 의한 압력감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L려카λE二 
닝「디 

마찰에 의한 압력감소의 합으로 

전체적인 살펴보떤 

그리고 

。1 시으 
λ ，2. 

감소 

주변환경에 

공급하 

사용증 

대비해야 한 

님 

「

으E
 

죠
}
b
 

라
 
제
 

배
 

마
L
 

배
}
ι
 

-ct:조二 
J.• L • 

경제적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공급자는 

그리고 시공단계에서의 충격이나 

파이프라인의 파손에 대해서도 항상 

.5::/、1
L一 E프 

r-l 。
/0 까→ 되

 
E -

줄
 

」T 

검사 기볍 

가스나 원유등이 

문제를 야기할 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의해 발생할 수 

누출 2.3.3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에서 

대해서도 아주 

기전에 철저한 

식，외부요인에 

三쿄 
L. 

01 드으 ’ ""- L. 
검사가법들이며 

사용하는 것이 

'- 긍ζ 

T 걷드 파이프라인 

방법을 결합하여 

。l~二
λA'--一

사용되는 

가지 

로
 

z 
T 현장에서 

사용되기 

다 아래 각 방법은 

단일방법으로써의 일반적이 

% 
i 

oòl 
;’<보다는 

다. 



2:3. T 근T 원 리 비 교 = 

물 주임후 파이互라인 앙단에 설치된 암력 
검시시간: (24 시간) 

정수압 검사범 검사암력: (초| 대운영 암력 x 1.25) 
。로 암력감소 감지 

• API 규정 

초음파 기기법 
가암된 pipeline에서 새어나오는 유체의 소 조류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효율 

리 를 Hydrophone 。 로 착음 이 떨어짐 

형광물질 주임유체에 형광물질을 혼합하여 이를 감 해류가 혼탁한 지역에서는 효율이 

-zT- 。‘= j | t l二Hj 지함 떨어짐 

Pig 법 
암력 포텐설이 낮 E 곳。로 Pig 이동 파이 E 라인 내부의 

주입유랑。로부터 Leak까지의 거리계산 cleaning 작엄에도 사용됨 

Bubble 범 
검사기체를 소암。로 파이프안에 불어넣어 검사기체 

결 힘을 통하여 나오는 bubble 감지 (공기， 질소， 헬륨) 

잠고문헌 

l. The British Petroleum Corporation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98 

2. “석유생산 및 송유관 설계공학 서울대 지구환경 시스템공학부， 강주명， 1994 

3. “Gas Production Engineering" , Sanjay Kumar, Gulf Publishing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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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Reserves at 1997 

U$A .Ca.wa 
Former Scv앤 lJmon • Midd~e East 

1 .. 110 1>’‘00 cubcc mctres natural oas 

Euπ"'" 

L:\C 1 ton 약 :2 m l Ll\G = l\!atural Gas 약 l ‘ 000 m:l = 원유 약 8 bbl 

<Fig. 2> Major Trade Movements a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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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즈산엽의 경제 동향과 

투자환경 

법제를 중심 R로-

정치， 최 근 러시아의 

관련 

김 대형 

한국자원연구소 지구환경연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 돔 30 

부존국으로，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l위 (48조m3) ， 석 

부존량을 갖고 있음 (확인매장량 기준l. 

광물자원 

(500억 bbD의 

최대의 

3위 

서 론 

O 러시아는 세계 

유의 경우 세계 

O 특히 동 시베라아 및 극동랴시아지역의 경우 사하， 이르쿠츠크 등의 내륙 지역과 함 

께， 베링해， 오오츠크해， 사할린 연해의 해저에 위치한 유전 및 천연가스전의 대부분이 

미개발되어있으며， 시추 및 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처녀지로 남아 있어 미국 및 등 

아시아 국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정치 사회적 흔란과 법제 

석유， 천연가스산업에 투자는 

오L으
λ^ O. 

체제 전환이 후， 지속되는 

개편으로 서방측의 

80년대 말 자본주의로의 

불합리성과 제도의 

지속적으로 감소. 

7.è 프L ^ '--01 

^ 

정부의 대외신인도와 보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 

랴시아 

기업의 

취약해진 

외국 

더욱 

단기적으로 

선언으로 

。]7LQ.. 
1=1 -, '--

모라토리움 

각료로의 

1992년플 

0 득히 최근의 

공산세력의 정부 

로 예상됨. 

러시아 외화수입의 70%를 의존하고하고 있는 석유， 천띤가스산업에대한 외국 

투자 기피는 라시아의 재정파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걸친 투자 냉각기 

마시 아의 석유，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 

개선될 가능성도 높음 

O 하지만 

인의 

이후 

예상되 

。1 ..2- ,., 1 
A入 口 - ’ 
선언 

분석하여 향후 

하고 

여건 변화와 모바도리움 

여건을 

조Eχ;j 0 " --, • 1-•..J-

사회적 

대한 전망을 

경제적 

경제， 

변화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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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투자여건 

독럽 이후의 

급변하는 

산업에 대한 

라시아공화국 

근
 

최
 

。로 

이 렇듯 

석유， 천연가스 

위하여 우선 

O 본고는 
」

'-

르
 
근
 



l=I ,-천연가스의 지역별 

법제현황과 개정 

저l 안해 

의 원인 분석과 향후 사태 전개를 전망해 보았음 또한 석유 및 

현황과 부존잠재력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 에너지산업 

안등을 살펴본 후， 예상되는 향후 투자 여건 변화와 진출 보야으 
λλ n 

투자 관련 
r 。

굿)2 대책 

= { 

l • 

전망 

드드듭1 
c:> ‘=> 

O~ c> 
c> -.-

변화와 최근 

현황과 경제 

정치체제의 

정 ~I 2 러시아의 

러시아 2.1 

조건 러시아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펠수작 

목작에 수반되는 종속작 변수에 

브서으 
\..!..- - 1 '-있어 정치동향의 

공산처l 째에 있어 

O 러시아 사회에 
닝
 τ」

파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제제획플 입안， 생산요소의 투입과 자원배분을 션행. 

최근 라시아의 경제 정책 또한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영향은 받읍， 

경제란 정치적 소련시젤 구 

시 71 집권 세력 경제 정잭 방향 

구 소런 • 1985년 닙레 I 네 E 공산당 관료주에에 임각한 계획경제 실현 

고己마효프 
자유시장 제도의 도임 

1985넌 • 1992년 
- 생산수단의 사유화 시행 

가격자유화 단행 
1992년 1998년 옐친 

공기업 민영화 단행 

고정환율제 도입 

1998년 ? 좌우연힘내각 자본시장의 통제 

• 기간산업의 국유화 

S!- /.l~ 2 드 二~l 
II - I ’ , -,’ 결정사 정부와 띤간간의 0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의한 경제혼란과 정책 

등으로 러시아 선흉지본가와 정치세력 간의 제도적 만연 

O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산업의 경우 러시아 외환수입의 70%이상윤 조만 

하는 외환창구의 역할플 하고 있어， 정치세력과 강한 유착관계가 형성. 

199:2년 라 시 아 탄생 이 후 1998년 까지 6명 의 에 너 지 부 상관 강 섣 

애너지부 장관이었던 처l 르노미르딘， 키리엔코， 냄초프등이 총리 

유착이 호으 탄남l 끼1 
- 1 1_ 二조 l=J ~ l 

。 1
티 부총리로 

핵심 정치 세력으로 활몽 (현개 Yevgcm Adamo\'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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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의 주요 정치일지 

일 시 z" 0 
’ -'-'- 人1 건 

1985년 3월 |체르넨코 사망，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취임 

1991 년 8월 |보수쿠데 타 발생 

1991 년 12월 |구 소련 해체， 러시아 탄생 

1992년 12월 |가이다르 총리 퇴진， 체르노미르딘 총리 취임 

1993년 4월 |옐친 러시 아대통령 선출 

1993년 10월 |으|회 무력해산， 정개개펀단행 

1995년 12월 |러시아 연방의회 총선 실시， 공산당 승리 

1996년 6월 |대선 실시， 옐친 승리 

1998년 4월 |제르노미르딘 총리 퇴임， 키리엔코 총리 취임 

1998던 8월 |모라토리움 선언， 키리엔코 총리 실각 

1998년 9월 1프리마코프 총리 취임， 중도보수내각 구성 

O 향후전망 

• 옐친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와 통치력 누수로 인한 개혁파와 보수파， 그리고 민 

족주의 우파간의 차기 정권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이 예상 

1) 개혁파 

• 경제부총리였던 냄초프 츄바이스 등의 실각과 경제정책 실패로 당분간 세력 

위측이 예상 

하지만 국부의 50%와 에너지 산업 및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신흥자본가 세력 

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있어， 최근의 경제위기의 고비를 넘기떤 다시 주요 정 

치서l 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서방측 정부 및 국제금융기관의 후원 또한 이 뜰에 집중되어 있어 이틀 

세력의 재 집권을 위한 서방의 외교적 지원이 예상 

2) 보수파 

1995년 하윈 총선 승리로 의회 다수파를 형성 

엘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기회로， 총리 인선에 개입하는 등 정치력블 크 

게 회꽉 

하지만 극단적인 국민의 지지와 거부 심리로 인해，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서l 팩 

단뜩의 정권창출이 불가능함 (약 30%내외의 지지세력과 50%의 비토서l 꽉 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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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중도파적 정책 입안과 민족주의세력과의 결합을 통한 정권 회복 

전략이 예상 

3) 민족주의파 

레베드 (노보고르드 주지사) , 루츠코이 (모스크바시장) 등. 

• 국민의 정서적 지원을 받고있으나 정치세력을 조직화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며 국민의 여론에 따러 자 

신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2.2 러시아 경제현황과 최근 

1) 구 소런의 경제체제 

드드듭t 
c> c그 

0 과거 구 소련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맑스주의 이념에 따라 다음 세가지 요소를 바 

탕으로 경제체제를 운영하여 왔음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행정 명령 체계로서의 공산당 조직 운영 

0 이러한 <전시동원경 제체제>의 경제시스템은 혁명 초기， 국가의 인적， 불적 자원의 

동원에 있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룩. 

O 하지만 브레즈네프 정권 이후， 양적 성장에서 칠적 성장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이 불 

가능해지며 체제의 한계를 노출. 1970년대 이후 실질적 경제성장이 중단. 

비생산적 관료조직의 비대화 

국가기업의 운영 효율 저하 

중화학공업 및 군수산업 의 과잉 투자 

2)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학 (1 985- 1991 년) 

O 고르바효프는 소련 경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하여 @ 생산 수단의 사유화 @ 경쟁적 

시장원리를 도입 

하지만 <시장가격> 도입에 의한 가격자유화 시책의 지연으로， 사회주의체제플 

기초로한 제한적 자본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데 그침 • (수적사회주의 지향) 

- <계획가격> 과 <암시장가격>의 2중가격과 상품의 매점 매석으로 경제흔란파 산 

업 생산 저하 초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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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공산보수파와 급진개혁파 모두의 불만을 초래 

O 소련 사회주의 체제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경제이론 및 정책의 부재로 고르바효프의 

개혁은 실패하며 독립국가연합으로 소련 해체 

O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와 소련 계승국들의 시장경제체제 

의 도입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작용. 

3) 러시아의 경제개혁 

O 러시아의 독립과 함께 옐친은 가이다르 총리를 통해 자본주의체제로의 급진적 경제 

개헥 조치를 강구 

- 1992년 1월 가격 자유화 조치 시 행 

- 1992년 10월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 • 전 국민에 주식이양권 무상 배분 

1992년 긴축 재정정책 실시 (재정적자비율 1991 년 GDP의 20%, 1992년 1/4분기 

2%) 

O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보수세력의 저항으로 개혁파인 가 

이다르와 중도파인 체르노미르딘 이 1992년 12월 이후 퇴진과 취임을 반복하며 경제혼 

란이 야기. 

- 정부 재정정책 혼란 

- 물가의 급격한 상승 

- 산업생산기반의 와해 

o 1994년 1월 체르노미르딘 내각으로 정부 체제가 고착되며 러시아의 경제 지표 또한 

안정세로 전환 

구문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8월 

GDP 성장률 (%) - 18 .5 12.0 - 17.0 4 6 0.4 -8.2 
소비자 물가상s 율(%) 250 840 525 131.3 21.8 11.0 15 
산임생산(%) - 18.8 16.2 - 25.8 10 - 12 1.9 - 11 .4 

수출(억$) 381 380 480 598 802 880 
수입(억$) 350 250 282 319 550 660 
무역수지(억$) 31 130 198 279 252 220 

지 료 )pOC l< OMCTaT 

* 1998넌 8월치 는 1997넌 말 대 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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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의 경재 혼란의 원인과 전망 

가. 경채혼란의 원인 

o 1997년을 기점으로 성장세에 진입한 러시아 경제는 1997년 하반기 동아시아 금융위 
기의 영향으로 경제혼란에 돌입. 

O 러시아 경제위기의 발생원인 

-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서방 국제투자자본의 투자안정성 선호로 인한 러시아 금 

융시장 내의 자본 이탈의 가속화 

* 1997년 12월 - 1998년 2월 : 70억$의 외화 이탈 

* 단기국채 (GKO)수익율 , ‘97년 9월 19.7%-- --- 1998년 5월 90% 

-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수입 감소 

* 동아시아국가의 에너지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 

(97년 10월 : 21$/bbl. 98년 10월 : 13- 14$/bbD 

* 외환수입의 70%를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우 외화수 

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1998년 1 -6월 석유수출액 59억$로 전년대비 

26.7% 감소) 

• 취약한 재정구조와 국채원리금 및 단기채무상환부담의 가중 

* 재정수지적자율 5% ; 단기국채 (GKO) 발행을 통한 결손액 충당 

* 재정지출의 50%를 국채원리금 상환에 이용 

* 1998년 9월 대외채무총액 약 2000억 s 

러시아 세제구조의 불합리로 인한 불법 외화유출 (약 1500억 S내외) 

정치적 혼란에 따른 해외 실물투자의 감소와 소득분배불균형에 따른 사회불안의 

확산. 

*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에 따른 경재개혁 입법 지연 

* 에너지， 금융， 언론을 장악한 러시아 신흥 재벌 7인이 러시아 국부의 50%를 

장악한 반면 근로소득자의 임금체불이 만연 

나. 랴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0 이상의 경제사회적 이유로 러시아내 외환보유고가 격감하고 050억$이하) , 단기상업 

외채 및 단기국채상환이 다가오자 0998년 161 억$， 1999년 371 억 S) ， 러시아 정부는 

1998년 8월 17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한작 모라토리움 선언. 

단기국채 (GKO) 거래의 전면 중단 기존 GKO는 신규채권으로 99년말까지 전환 

* 신규채권의 지불조건 · 년리 30- 25% , 3 - 5년 만기 

* 통화증발 및 물가상승요인 고려시 기존투자자의 상당한 자산 손실 예상 
통화선물거래， 180일 이상의 채무의 상환을 90일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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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루불화 자산에 대한 투자 금지 

다
」
 

즈
 
。( 러시아 주민의 외환거래 

- 외국인의 127H 월 이내의 c 
。

노력이라 발 O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완전 채무불이행 (디폴트)을 막는 최선의 

표
 

다. 향후 경제 전망 

O 향후 집권세력의 경제적 해결과제 

φ 외환채무의 상환 (약 2000억$) 

@ 근로인력의 체납임금지불 (150억 -400억$) 

@ 국내산업생산기반의 재건 ;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가득 제고 

@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신인도 

확산 

대외 

섬화，체불임금의 

0 정치세력별 경제정책 대안 

(1) 개혁파 (IMF 등 서방측 제안과 유사) 

• 사유화 및 민영화를 통한 생산력 제고 및 신규고용 창출 

- 세제 및 법제 개편을 통한 해외 투자자본의 유치 

재정적자규모의 축소를 통한 루불화 가치 안정 : 러시아 경제의 

제고 

** 민영화 
등으로 

부패，빈부격차의 만연된 특혜 및 

선뢰 상설. 

추선시 

국민 

불가 인상 중단과 국내 유입 

(2) 보수파 (공산당 및 극우 민주세 력 ) 

- 외환통제 강화 (고정환율제， 외환거래규제 

- 상품의 가격통제 강화 

- 기간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국영화 

- 적자재정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 단가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금의 
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혼란 야기. 

드
 
ν
 

중심으로 한 보수중도내각에서 보수파들의 

시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적 

해외차입 

O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프리마코프 총리를 

통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위기극복대책을 

개헥정책 도입이 불가피할 것임 

(예) 98년 4/4분기 예산안 : 세출 1672억$， 세 입 701 억$ (부족분인 971 억$는 

을 통한 충당을 계획) 

폐
 



3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현황 

3.1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부존 현황 

1) 석유 부존현황 

O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확인매장량 (Proven Reserves)기준 500억 bbl ， 추정매장량 

(Resources Base) 기 준 1300억 bbl. 

O 러시아의 경제구역별 석유부존 비율 

경제구역 확인매장량 기준(%) 

(A+B+C1 +C2) 
74.6 

4.0 

12.5 

7.0 

0.8 

98.9 

1.1 

추정매장랑 기 준(%) 

서시베리아 지역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삐볼스키 및 우랄지역 

북부지역 

북카프카즈 지역 

육상 지역 소계 

해양 대룩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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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매장량 기준으로는 서시베리아 지역에 전체 매장량의 74.6%가 집중.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확인매장량은 전체의 4.0%이나， 추정 매장 

량의 경우 17.7%를 점유. 높은 부존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해양 대륙붕 지역의 경우 확인매장량의 경우 1. 1 %의 접유율플 보이나， 추정 

매장량 기준 19.3%를 나타내 현재까지 해양 지역의 유전이 활발히 조사되지 않았 
。

D. 

2) 천연가스 부존현황 

O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확인매장량 48조m3 추정매장량이 235.6조M3 으로 집 

계-

% 

ι
 



O 러시아의 경제구역별 천연가스 부존 비율 

경제구역 확인매장랑 기준(%) 추정매장량 기준(%) 

(A+B+C1 +C2) (P1 +P2) 
서시베리아 지역 75.3 41.5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4.4 18.7 
빠볼〈키 및 우랄지역 8.4 5.9 
묵부지역 1.3 1.0 
묵카E 카Z 지역 0.6 0.8 
육상 지역 소계 91.8 80.7 
해양 대 륙붕 지역 8.2 19.3 

합계 100 100 

자 료) CTpaTer씨~ pa3pa6oTKH ra30BOH npOM뻐neHOCTb B pOCCHH, 1997 

천연가스 부존 또한 서시베리아 지역에 편중 (확인 매장량 기준 75.3% 점유) 

-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확인매장량 기준 4.4%에 불과하나， 추정 

매장량 기준 18.7%로 향후 높은 신규 가스전 발견 잠재력을 보임. 

해양 대륙붕 지역의 경우 부존점유율이 확인매장량 기준 8.2%에서， 추정매장량 

기준 19.3%로 높은 부존 잠재력을 나타냄. 

- 특히 해상지역에 있어 유전 및 가스전 부존지역의 대부분이 베링해， 오오츠크해 

등 태평양 지역으로 이들지역을 포함할 경우 우리와 인근에 위치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 잠재력은 서시베리아에 버금가는 물량이 

될것으로 전망됨. 

3.2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 현황 

O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시추 활동 

본격적인 석유 -천연가스 시추활동은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시작 

시추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80년대로 년평균 490만m의 시추실적을 나 

타냄 

1990년대 이후 정부 지원금의 축소와 국내 제도적 미정비 (에너지원의 저가 판매 

와 시추， 개발 장비의 인상 등으로 석유사의 적자 확대)로 시추 활동이 급격히 위 

=
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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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사추연장 

(단위 . 백민 m) 

기 간 시 추 i τCx그: 언 JC아그 년 평균 

석유 및 전연가〈 전연가〈 거리 

1864- 1940 2.7 0.04 

1941 - 1950 4.5 0.4 0.45 
1951 - 1960 19.2 4.8 1.9 
1961 - 1970 33.1 10.0 3.3 

1971 - 1980 33.3 7.6 3.3 
1981 - 1990 49.2 6.6 4.9 

1991 - 1995 12.6 1.4 2.8 

힘계 154.5 30.8 

사 던 ) CTpaTerH꺼 pa3pa6oTK“ ra3oBo i1 npOM“llifleHOCTb B pOCCHH , 1997 

O 랴시아의 지역별 석유 가스의 시추 점유비 (%) 

지 역 1864-1940 1941-1950 1951-1960 1961 - 1970 1971-1980 1981-1990 1991 - 1995 

묵부지역 3.7 6.5 3.1 3.3 5.4 7.5 6.8 

삐몰스키 디?〈l 14.8 46.5 57.8 55.2 44.8 29.1 30.7 

우랄지역 

북 카프키즈 74.1 42.2 27.6 19.6 16.5 8.9 6.5 

서시베리이 0.3 4.7 14.2 23.5 45.7 50.2 

동시베리아 0.2 1.1 1.9 2.4 3.3 2.5 

극동러시아 3.7 4.3 4.7 4.8 6.0 4.1 2.9 

기타육싱지역 3.7 1.0 1.0 1.2 0.8 

해싱지역 0.2 0.6 0.4 

힘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入| 료 ) CTpaTerHR pa3pa6oTKH ra30BOμ npOM.μω刀eHOCTb B poccμH， 1997 

194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주요 석유 천연가스 탐사지역은 우펠 벚 북 

카프카즈 지역에 집중 (이들 지역의 시추점유비는 전체의 85% 차지) 

1970년대 이후 서시베리아 지역으로 탐사， 시추 활동이 집중 (1990년 이후 접유 

율은 50%의 이상) 

극-등러시아의 정우 사하 및 사할린 지역의 대규모 석유 찬연가스 부판으쿄 꾸준 

한 시추활동이 있어 왔음. 하지만 1991 년 ← 1995년 까지의 동시베리아 빚 극공라사 

아 지역의 시추 섬유비는 2.5%와 2.9%로 미미한 수준임. 

-34-



O 러시아의 지역별 천연가스 신규 확보 확인매장량 (A+B+Cl) 

(단위 : 십억m3 ) 

지 역 1961 - 1970 1971 - 1980 1981 - 1990 1991 - 1995 
단위시주거리(만m)당 

확보매 장량(백 만m 3 

묵부지역 401 492 105 8 93 

빠볼〈키 및 우랄 1.253 1,070 2.560 25 65 
묵카프카?〈 223 41 90 56 684 

서시베리아 8.814 18.334 14,648 2,317 3.663 

동시베리아 136 135 487 302 9.587 

극동러시아 288 434 325 156 4,269 

육상지역 소계 11 ,115 20 ,506 18.215 2,864 

해상지역 67 2.019 1.867 370.437 
합계 11.116 20.573 20.234 4,731 

자료) CTpaTer“~ pa3pa6oTKH ra30BOH npOM뻐neHOCTb B pOCCHH, 1997 

- 이상의 시추 활동으로 신규확보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상기 표와 같음. (1971 

1990년까지 년평균 2조m3 의 신규 확인매장량 확보) 

신규 확보 매장량의 대부분이 서시베리아 지역에 집중 (우랄， 북카프카즈， 북부 

지역의 경우 시추활동 점유율이 1960년대 78%, 1970년대 65% , 1980년대 45%였 

으나 신규 확보 매장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침 ; 유전 및 천연가스 자원의 고갈을 

반영) 

-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단위시추거리 (만m) 당 신규 확보매장량 

이 각 각 9587백만m3 , 4269백만m3 으로 육상 지역중 최고의 시추효율을 나타내 

고 있어 향후 탐사활동 여하에 따라 신규 매장량을 확보할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임 . 

해상지역의 경우 단위시추거리당 신규확보매장량이 370，437백만m3 으로 대륙붕 

지역의 높은 개발잠재력을 반영 . (총 5.2백만 Krn2 의 대륙붕 지역 중 77%인 4백 

만 Krn 2 에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4 러시아의 자원 관련 법제 현황 

4.1 지하자원 투자 관련 법큐 체제 

O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자원관련 법규와 투자 및 세제 

관련 법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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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관련법 투자 및 세제 관련법 

투자활동법 

지하자원법 외국인투자법 

광엄권 설정 및 허가지침 재산범 

생산물분배계약범 조세법 

러시아 연방 대 룩붕법 광업세제지침 

기업사유화 국가프로그램 

0 이들외에 

하원 심의를 

1993년 정부 

통과하고 

최고회의 결의로 입안되었던 석유가스법이 있으나 현재까지 

있지 못함. 

O 본고에서는 지하자원법과 생산물분배계약법을 중심으로 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최근 

의 개정 동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저 함. 

4.2 지하자원법 ( Law on Subsoil )의 드";;;0 
--. -LL 내용 

있어 가장 근본적인 모법의 여하 -, "프 O 러시아 자원개발 투자 관련 

1992년 5월 : 구소련의 

법규에 

<에너지 01 

^ 광물자원법 >을 토대로하여 <지하자원법> 제 

정 

1992년 7월 : 광업권 허가지침 

Mining Rights) 제 정 

01 

^ 
λd :A1 E 。

- 1995년 3월 <지하자원법> 개정 

(Provisions on Licensing and Granting 

- 1995년 9월 <광업권 설정 및 허가지침 > 개정안 하원 상정， 생산물분배계약법과 

의 법률 충돌로 통과 유보. 현재까지 하원 심의 중. 

0 자원개발주체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모든 법인 및 자연인 

- 방사능 원료의 개발 주체는 러시아 국영기업으로 제한 

0 연방과 지방정부의 관할권 

-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연방법과 지방법이 일치하지 。L 。→
1효딛?: 

명시) 

rl 。
' dT 연방법이 우 

선” 한다는 대 원칙 

하지만 <광업권 설정 

설정 (연방정부의 광업권 우위를 

및 허가지침 > 에서는 허가권의 발급과 관리， 지하자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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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이용， 지하자원 사용세의 조건 및 세율 결정， 자원정보 및 지질조사 자료 

의 관리 및 이용 등에 있어 연방과 지방의 공동관할 (Joint Juridiction)권한을 규 

정， 연방과 지방정부간의 갈등 및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0 지하자원 사용권의 종류 및 허가기간 

- 지질학적 탐사 (연구)권 :5년 

유용광물 채굴권 : 20년 (탐사 및 채굴 복합사용권 : 25년) 

지하시설 건설 및 운영권 : 무기한 

0 지하자원 사용권의 허가 절차 

모든 사용권은 입찰 또는 경매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발급 

러시아 연방공화국 천연자원부에서 정부의 광업전문지 및 신문등을 통해 광구 및 

관련사항을 공고 

소규모 프로젝트는 입찰일 3개월 전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는 6개월 전까지 공고 

- 천연자원부 (혹은 지방지부) 연방정부 관련부처 연방구성주체로 구성된 입찰 (경 

매) 자문위원회가 신청서를 평가， 평가보고서를 작성 천연자원부， 연료에너지부， 

대외경제관계부， 환경보호위원회 경제부 재무부 및 해당지방정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결정 

중요 유전 및 천연가스전의 경우 특별입참위원회 (천연자원부， 연료에너지부， 대 

외 경제관계부， 경제부， 해당지역의 국가사업정책위원회 지방정부대표로 구성) 결 

정에 따라 허가증 발급. 

0 사용권의 이전 및 양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권 이전 

허용 

사용권자의 기업 형태가 변경 

• 기업 인수 및 합병 

• 기업의 분할 

0 사용권의 취소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사용권 

자가 취소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나 경매조건을 크게 위반한 경우 

신청자가 사용권 허가에 따른 청구금의 납부를 거절한 경우 

• 다른 신청자들에 비해 특정 신청자가 불법적인 특혜를 받은 경우 

러시아 연방 반독점행위법의 요구 조건이나 지하자원에 대한 반 독점사항을 위반 

한 경우 

겸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가 조건을 완화했거나 지하자원 사용권료를 줄이 

기 위해 신청자들 사이에 단합한 경우 

• 러시아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타 조건이 발생한 경우 

0 사용권자의 권리 

허가증에 명기된 목적에 부합하는 자원개발 활동이나 가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 구역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허가 구역에 따라 채굴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처분 또는 소유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허가증에 탈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광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가물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자원 사용권 자는 채굴허가 구역의 자원 부존 지역에 대해 건축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지하자원 채굴권 자는 허가 구역에서 자체 비용으로 지질학적 연구 빚 조사활동 

을 수행할 수 있다.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특수작업은 끈로계약을 처l 결하여 고용한 자를 똥해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작업은 지하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호규정플 준수하여 

야 한다. 

- 지하자원 사용권의 허가증을 취득한 후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관에 허가 조건의 재겁을 요청할 수 있다 

0 사용권자의 의무 

지하자원 사용권 자는 광업 법규， 환경 법규와 허가증의 조건에 따바 자원 개발 

의 효율적 방법의 도입과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가 있음. 

특히 1995년에 개정된 지하자원 법에서는 φ 채굴한 지하자원의 열차차랴，(2) 지 

하자원의 합리작 처리，@ 폐석， 페수， 더스트 등의 이용 및 작절한 저장，@ 자원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실험 및 연구 등의 의무가 강조되었는 바， 그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사용권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소정 절차에 따 

라 지하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고용인 및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험이나 특수 상항이 발생하여 지하자원에 

대한 기술작 계획과 채굴 계획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계획서핀 지1 출해야 한 

다 

파 유용팡불 보유지， 부존 광물의 구성 및 품위 등의 탐사결파， 지원부준 ;-q 등에 

관한 지 칠학작 정보 및 자료와 유용광물의 채꼴과 관제없이 사용 된 지하자윈 

-38-



에 대한 정보를 천연자원부와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허가 구역의 지하수에 관한 자료 및 품위 등의 탐사결과 자원부존지 등에 관 

한 지질학적 정보 및 자료와 유용광물의 채굴과 관계없이 사용된 지하자원에 

대한 정보를 천연자원부와 지방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 지하자원의 개발작업은 고용인과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한 방법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 지하자원의 개발작업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하자원， 지하수， 

산림， 건물， 설비와 기타 특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기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하자원의 사용으로 황폐된 토지와 자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시추공과 채굴 갱도는 

소정 절차에 따라 폐쇄 해야 한다. 

@ 지하자원의 지질학적 연구 (탐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획득한 지질학 정보를 

보완하여 명확히 해야한다. 

@ 지하자원 사용권료， 수수료 등 소정의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기간 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 

@ 지하자원 사용권 자는 허가증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굴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의 무게와 양을 측정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사용권 자는 천연자원 부 

또는 지방지부에 보고하지 않고 측정기와 측정 방법을 바꿀 수 없다 

@ 지하자원 사용권 자는 지하자원의 개발활동， 탐사 및 채굴결과， 자원생산량 

및 잔존 부존량， 허가증에 명시된 지질정보 등을 1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 광업관련법규의 규정과 충돌되지 않은 사항으로， 허가증에서 사용권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타 의무들 이행하여야 한다. 

0 의무수행의 감독 

• 천연자원부와 지방 정부는 국가지질관계단체， 채광검사국， 환경보호단체등과 합동 

으로 허가증에 규정된 지하자원 사용권자의 의무조항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을 

수행함 

• 감독 기관은 지하자원 개발 조건에 대한 위반 사항 광업관련 세금의 미납 등의 

감독 결과를 서면으로 사용권자와 허가기관에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활동 

을 증단시키거나 지하자원 사용권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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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하자원법의 문제점 

0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분할의 불투명성 

- 지하자원 볍규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지하자원 사용권 발급， 지하자원 

기금관리， 지하자원 사용세의 징수 등의 사항에 대해 공동 관할사항으로 규정 

이들 문제는 각 정부의 제정 수입 및 권한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들임에도 불 

구하고 공동 관할이라는 불투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 

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갈등은 자원투자사업의 순연 및 불확실성을 

확대 

0 사용권 획득방법의 제한 

모든 자원사용권의 획득이 공개 입찰 및 경매를 거쳐야 함. 

입찰 및 경매시， 자원 보유국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 

나 입찰 및 경매의 경우 사전 공고 시일이 급박할 뿐 아니라 공고 발표 지변 또 

한 제한적이어서 투자자의 경우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 

。1 0] 2-’ λ^ D. 

- 또한 투자자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 대상지역이 있더라도 입찰 및 경매 

과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가 불가능. 

O 광권 이전 및 허가기간의 저}한 

- 지하자원 법규에 의하면 25년간의 광권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기간연장에 

대한 뚜렸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관련기관의 허가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만 명시. 

광권 이전의 경우 또한 사용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합병， 분할 및 기업 형태의 

변동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광권을 담보화 하여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제 

한. 

O 후속 법규의 입법 지연 

一 지하자원법은 에너지 귀금속 등 다양한 각각의 자원 투자에 대한 지칩을 제공하 

는 모법의 틀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입법. 

•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가스법등 후속 관련 법안의 입법을 실시하였으나 의회 

의 심의 지연 등으로 현재 지하자원 법을 유일한 기본 법규로 각 광종의 투자사 

업을 관장하고 있는바， 법 조항의 구체성 결핍으로 인해 법규의 임의작 해석 및 

적용 등의 문제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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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하자원법의 

O 법규 개정 배경 

법규 개정 뚱하 I二> c> 

- 1995년 1차 입법 개정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개정 요청과 행정부의 해외투자 유 

인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으로 법개정에 대한 논의 지속. 

특히 1995년 12월 발효된 생산물분배계약법과 지하자원법의 

되어 이들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대두. 

남1 근 X•1 
닙걷혼 「 원칙이 상치 

• 이에 천연자원부， 연료에너지부， 경제부， 재무부와 합동으로 지하자원법 개정안을 

말 본회의 심의 마련， 1998년 4윌 의회에 상정 소위원회의 검토작업 완료， 1998년 

예정 중. 

O 법규 개정 방향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정부의 

λ내 
" . 

자원 개발투자 마인드의 고취. 

관리 및 규제 권한의 강화라는 두가지 원칙에 

<랴시아 정부의 관랴 및 규제 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규 개정안 > 

맞추어 

지하자원 사용권자는 사용권 등록 1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작 

지하자원 사용권자는 사업 착수 5년 내에 정상적인 생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권 신청시 제출한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려시아 정부 

는 발급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 지하자원사용권 신청자는 사용권 신청 이전에 광상 시추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하자원사용권 신청자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정 및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확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자원사용권 관련 광구에 대한 지질조사작업을 수행한 기관은 지하자원 사용 

권 입찰시 우선권을 갖는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원 개발투자 마언드 고취를 위한 법규 개정안> 

지하자원 사용권의 제 3자 매각 양도 및 담보로의 활용을 허용. (기존의 지하자 

원법 17조에 따르면 지하자원사용권자는 제 3자에게 이 를 양도하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었으며， 단지 생산물분배계약법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권 전체 혹은 

부분적인 권한 및 의무의 제3자 양도를 허용) 

O 법률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 해외투자자금의 유입 . 해외투자자들은 광권의 양도 및 담보화가 가능한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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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계약법 대상광구의 확대를 기대하며 투자를 지연. 

기존 광권 허가 광구의 개발 유도 : 1998년 4월 현재 2230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권 발급 (석유매장량의 90% , 천연가스 매 

장량의 80%). 이 는 새 로운 광권 발급을 통 

한 개발 유도 보다 실제 투자자에게 기존광 

권의 이양을 가능케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 

유휴 및 폐유정의 재개발 유도 : 현재 러시아 석유사에 의해 소유된 38，000개의 

생산 중단된 유정의 광권이전을 통한 개발 유 

도 

4 .5 생산물분배계약법의 주요 내용 

O 생산물분배계약법의 입법배경 및 추진과정 

지하자원법， 세법， 외국인투자법 등 관련 법규와 세목 및 세율의 잦은 개정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1993년 이후 자원개발 투자의 급격한 위축. 

• 러시아 정부는 비체계적인 법제와 세제의 단순화 필요성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 

법의 입법활동을 시작. 

- 1993년 12월 : 지하자원의 생산물분배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 2285호) 공표 

1995년 12월 생산물분배계약법 하원 통과 

1997년 6월 생산물분배계약 대상광구목록 하원 통과 

O 계약의 정의 

러시아 연방정부는 투자자에게 특정 기간내에 생산물분배계약이 정한 자원부존지 

에 있는 자원의 탐사， 개발권 및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 

여하고，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 작업을 수행한 후， 생산물을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계약. 

생산물 분배계약에서는 지하자원의 사용 및 계약 당사자들간의 생산물을 분배하 

는 조건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규정 

0 계약당사자 

• 본 법률에 따른 계약 당사자는 러시아연방과 투자자임 

러시아연방이라 함은， 러시아 연방정부와 자원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원부존지를 

관할하는 연방 구성주체의 집행부 또는 그 구성 주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주 

” % 



체. 

투자자라 함은 광물의 탐사， 개발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투자하논 러시아 

연방의 시민， 외국시민， 법인， 법인연합 등 

0 계약절차 

생산물 분배계약은 국가와 연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 경쟁입찰과 경매의 

낙찰자 간에 체결되며， 경쟁입찰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1년내에 체결.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가의 특별한 전략적 이해 (Special State Strategic 

I nterests)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사용에 관한 계약과 경쟁입찰과 경매없이 체결 

된 계약은 연방법률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함. 

- 연방정부 및 관련 구성주처l 가 계약 초안의 작성을 통해 투자자와의 협상이 

발효 전에 시작된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함-

0 지하자원 사용권 

이버 
닙 닙 

생산물 분배계약에 명기된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조건은 러시아 연방의 지하자원 

법의 규정을 따르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지하 자원 사용권은 동법에 따라- 처l 

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투자자에게 부여. 

지하자원 사용권은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발급되며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장， 

재발급될수있음. 

O 생산물 분배방식 

생산물은 계약에따라 국가와 투자자가 분배한다. 이러한 분배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 생산물의 총량과 그 가치 

ø 비용생산물 (cost recovery)의 결정 : 생산물의 일정량은 계약상 작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물량으 

로 산정된다 단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생산물의 산정에 있어 비용 항목 

이나 산정방식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른다. 

@ 지하자원 사용료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과 비용생산물을 제외한 이익생산불 

(Profit Production)의 러 시 아 정 부와 투자자간 분배 비 율. 

0 연방정부와 연방 구성주체간의 분배방법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의 몫인 생산불 또는 그 화폐상당액에 대해 러시아의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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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원부존지 또는 대륙붕에서의 자원사용지를 관할하는 연방구성주체간의 

분배는 계약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연방집행기관과 구성주체 집행기관이 체결 

한 협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O 생산물， 자산， 지질정보 및 수송에 대한 투자자 권리 

비용생산물과 이익생산물 중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양은 투자자의 소유물이 되며，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생산물은 수출량에 대한 제약 없이 계약에 정해진 절차 

와 조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세관을 통해 수출될 수 있음. 

투자자가 구입하고 작업수행을 위해 투자자가 사용하는 자산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자산으로 취급되나， 계약자들이 합의 할 경우 언제라도 

국가에 양도 할수 있음. 

계약상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투자자가 획득하는 모든 주요한 지질， 지구물리， 지 

구화학 및 여타의 정보， 그 해석 자료와 시추 표본 등은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된 

다. 투자자는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 자료와 표본을 자유 

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정보， 자료와 견본의 사용 절차와 연방 밖으 

로의 반출 절차는 계약에서 정해져야 한다. 

一 투자자는 계약에 의해 파이프라인 수송시설에 접근할 권리 및 여타의 수송설비， 

광물의 원료저장， 가공시설을 차별적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생산자원의 저장 가공 및 수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0 권리의 양도 

투자자는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수 있음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특별증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행하며 이 증서 

는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이전 계약이 서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자원 사용면허를 재발급. 

0 세금 및 의무 납부금 

• 이윤세 (Profit Tax)와 지하자원 사용료 및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방법 

에 규정된 여타 세금 및 의무납부금은 생산물의 분배를 통해 납부 의무가 면제-

- 또한 연방 구성주체에서 생산물분배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생산물 분배에 의해 귀속되는 국가 몫에서 차감-

O 투자자 권리보장 

- 연방정부와 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체의 규범이 계약에 따라 획득된 투자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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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제한을 가한다면， 그러한 규범은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단， 작업안전， 지하자원보호， 자연보호， 공중보건을 보장하고 공공과 국민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연방 입법에 따라 관련 감독기관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0 계약자 의무 

또한 계약당사자는 러시아연방의 민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의무. 

불이행과 부적절한 이행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에 있어 러시아 연방과 구성주체간의 비용분배 조건과 절차 및 투자자가 국가에 

제기하는 권리 청구시 연방정부와 관련구성주체 정부간의 상호관계는 동법의 규 

정에 따름. 

0 분쟁해결 및 국가면책 

- 계약의 이행， 종료와 효력 여부에 관한 국가와 투자자의 분쟁은 계약조건에 따라 

법원， 중재법원 또는 항소법원 (국제 중재기관포함)에서 해결-

- 외국시민 및 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사법적 면제와 연방법률에 따른 권리청구 

의 사전보장과 사법적 또는 중재적 결정의 집행에 따라 국가의 권한 포기를 명시 

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이 동법이 정하는 규칙과 다른 규칙을 포함한다떤 국제조 

약의 규칙이 우선된다 

4.6 생산물분배계 약법의 문제 점 

O 생산물분배계약 주체의 문제점 

- 러시아 측의 계약안 준비 작업은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자치체와의 합의에 의해 

설치한 특정 위원회를 통하여 추진케 되며， 이때 연방과 연방주체간의 관계는 연 

방주체를 계약상의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참여시키기 보다는 러시아 연방의 이익 

을 위하여 그들에게 공동 서명자로서의 권리를 주고 생산물의 정부 몫에 대한 일 

정 비율의 공여 등과 같은 권리와 이익을 제공-

- 해당 자치지역은 생산물분배계약상의 러시아연방의 의무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없 

을 뿐 아니라， 자치지역의 행정기관이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할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해결할 아무런 수단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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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물분배계약의 권한 이전의 문제점 

• 생산물분배계약법에 있어 지하자원 사용권 부여의 모법이 되는 것이 지하자원법. 

생산물분배계약법에서 명시된 정부 허가 하의 광권 이전의 권리는 모법인 지하자 

원법과의 충돌로 인해 여전히 투자자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O 계약조건 변경의 문제점 

생산물분배계약법에 따르면 사업환경의 변동에 따라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 

에 의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명문화 

외국 투자자들은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시 상기 조건이 러시아 정부측의 계약조 

건의 변경 끈거로의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 

특히 생산물분배계약이 입찰 없이 체결된 경우 생산물분배계약법은 당사자들 상 

호 동의에 의한 계약의 수정시에도 의회의 법적 숭인을 받도록 규정 (현재 의회 

의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공산당 등 좌파 세력들의 입법 관행을 고려할 경우， 생 

산물분배계약 변경시 의회 승인의 의무는 생산물분배계약조건에 따른 사업 추진 

의 또다른 불확실성 요인) 

0 수출 및 수송조건의 문제점 

수출권의 경우 “해외 무역 활동 규제법 (Law on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과 일치하도록 수출을 제약하는 규정을 삽입， 수정. (이 법은 국 

가의 이익에 근거하여 수출의 제약과 금지 규정을 허용했는데， 이때 국가의 이 

익이란; 

CD 환경보호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필요성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 

이 국내 생산과 소비의 제약을 위하여 채택될 경우 

3 국제적인 재무상태의 보호와 러시아 연방 예산 지출의 보조 등 
러시아는 매년 에너지 생산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수요 부족 현상 

이 발생될 경우 상기 법률에 의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조치가 취 

해질 가능성 또한 상존-

- 수송문제에 있어， 최근 러시아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항 

만 및 철도，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등이 포화상태 

0 세금제도와 회계처리 문제점 

- 생산물분배계약법에서 규정한 이상의 세금 납부 의무의 법적 유효성 여부다. 러 

시아 연방 협법에 따르띤 현행 세법의 수정은 특별세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 (생산분배계약이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대금지불과 이윤세를 제외하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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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연방， 지방세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세금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세법이 아님) 

O 국내장비 활용의 문제점 

생산물분배계약법 7장 2절에 따르면 생산물분배계약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 

상의 러시아 내에서 생산된 자원생산 및 가공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 

(70% 이상을 러시아 생산품으로 충당) 

- 생산물분배계약법 수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 장비 및 시설 구입의 강제 규정 

이외에도 일정 부분 이상의 러시아 근로인력의 고용의무 조항 또한 첨가 

0 분쟁해결 

러시아 연방 행정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거나， 자치지역 및 시 당 

국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나 규정은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경 및 안전성에 관한 표준이 법적 안전장치를 벗어나거나， 그러한 표준 

이 계약 기간동안 변화하는지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 . 

생산물분배계약법은 당사자들에게 생산물분배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러 

시아 법정이나 국제 분쟁 중재소에 상정할 수 있게끔 허용. 그러나 지하자원의 

사용에 있어 지하자원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러시아 법정의 배타적인 법 적용을 받음. 생산물분배계약에 있어 지하자원법 

적용에 관한 불확실성과， 생산물분배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민법 및 행정 

법간의 해석 차이는 생산물분배계약상의 모든 분쟁의 실재적 중재 가능성이 불투 

명함.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권리와 의무는 중재의 대상이 되고， 행정적인 분쟁은 

러시아 법정에서만 해결된다는 점을 유의) 

4.7 생산물분배계 약법의 법개 정 드三듭t 
<:> <그 

O 법규 개정의 배경 

一 러시아 행정부와 의회의 경우 생산물분배계약법이 타 법규와의 법률적 부조 

화와 규정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

-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생산물분배계약법 자체의 개정과 본 법과 관련된 타 법규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 

1998년 6월 현재 러시아 하원 천연자원 및 지하자원 사용위원화의 검토 작업을 

완료하여 관련 법규 개정안을 하원 본회의 상정 

냉
 



O 법 개정의 주요 방향 

차기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목록의 작성 

- 생산물분배계약법과 타 법규와의 법률 조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생산물분배계약볍 자체의 개정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목록의 추가 작성> 

현재 대상 상구로 지정된 곳은 프리라즐롬노에 (Prirazlomnoyel 대륙붕 유잔과 

사하공화국 쿠라나흐 (Kuranakh) 금광산 단 두 곳 뿐임. 

** 신규 입법 예정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재 굴가능 매장량 
굉구멍 

(백만톤) 
광권자 해외참여투자기업 위치 

Federovskoye 267.2 Su rgutneftegaz N/A Khanty-Mansiysk 

Kharampurskoye 122.7 Pu rneftegaz N/A Yamalo- Nenetsk 

Lugenetskoye 0.8 Tomskneft N/A Tomsk 

Salym Group 137.1 Evikhon Royal Dutch Shell Khanty-Mansiysk 

Udmurt Project 46.1 None N/ A Udmurt 

Usinskoye 78.4 Komineft Glencore Komi 

Uvat Project 245.4 None N/A Tyumen 

Block 15 17.5 Parmaneft Occidental Komi 

Komsomolskoye 120.7 Purneftegaz Royal Dutch Shell Yamalo-Nenetsk 

지 료) State Duma (RPI. J 미V ‘ 1998‘ pp.19에 서 재 인 용 ) 

<생산불분배계약법과 타 법규와의 법률 조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러시아 정부에 의하면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12 개 

관린법규의 조항 개정이 필요. ( :J)지하자원법 @대륙붕법 @해외무역규세법 @ 

외국인투자법 1:5)관세법 @납세금 충당 기본법 @도로기금볍 @재산세법 @부가가 

지세법 때이윤세법 @물품세법 @부가가치세법) 

각각의 법규마다 생산물분배계약법에 상충되는 조항의 수정 및 삽입안이 마런되 

어 1998년 가을 의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이미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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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배계약법 자채의 개정> 

초안은 97년 6윌 의회에 제출， 공산당 등 좌파연합의 반대에 의하여 1년 이상의 

논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 시안들이 예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심의 예정. 

@ 생산물분배계약법에 의해 취득된 지하자원 사용권은 생산물분배계약법과 지 

하지원법에 기초하여 법률기관의 취소 결정 에 의해서만 취득된 사용권의 권리 

를 취소할 수 있음 

@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목록의 신청은， 기존 법규에 의하면 연방구성주제 

의 동의 하에 연방정부만이 대상 광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동 

령， 연방정부， 연방구성주체， 입법 발의 구성기관 모두 대상 광구 목록의 신칭 

가능-

@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목록의 발표시에는 기존 의결된 팡구목록 이외에 향 

후 입법 예정된 예상 광구 목록을 발표하여 랴시아 정부 빚 투자자듭이 생산 

물분배계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함. 

@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팡구 의 선정시에는 그 선정 사유를 공시 

@ 매장 t강 1000만톤 이상의 유전 및 매장량 100억 입방미터 이상의 가스전의 경 

우 생산물분배제약 대상광구로의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물분배계약 처l 

짐이 가능 

@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 대표와 투자자가 침여하는 관리위 

윈회륜 구성 협상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 

@ 생산불분배계약법에 따라 자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총 고용 인력 

승 80% 이상을 러시아인으로 충당해야하며， 투입 장비의 70% 이상을 러시아 

내 생산 제품으로 충당 

이상의 개정안뜰은 기존의 생산물분배계약법과 비교할 때 투자자의 권의 보호와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법률적 진전이 이루어 

진 갓으로 해석. 

또한 생산물분배계약시 상위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세법의 개정이 예 정 대 

로 이누어진다띤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한 자원개발 투자사업의 투자 안전성음 확 

보하는데 상당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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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로 
c=' ‘-전략 및 5 진출 

;;<,-크게 

예상. 

O 러시아 경제상황은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경제혼란의 심화와 대외신인도가 

락하였하며， 단기적으로 시급한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보수적 경제정책의 시행이 

- 외환통제， 과실송금 제한， 투자 자산 환전 및 회수 제한 등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등 세율 인상 등 

및 보수 등 각 정치세력의 

돌파구인 해외투자 유인을 

수습되면， 개혁 

충당의 유일한 

최큰의 경제혼란이 잠정적이나마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내 외환수요의 

법률체제 및 세제개편이 수반될 것임. 

O 하지만 
지피 

t=l , •-

위한 

고립을 극단적 외교적 

예상 

러시아의 

시도할 것으로 

또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통한 시장경제로의 유인책을 

및 국제금융기구 

위해，금융지원을 

O 미국 

피하기 

충분 조 

같이 개정 

투자가 재 

실현시킬 

시안과 

외국인 

현재까지 해외 투자 유인을 

및 생산물분배계약법이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0 석유-천연가스 투자관련 법률의 경우， 

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지하자원관련법규 

되고 경제위기가 수습된다면 2000년을 고비로 

개의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을 것임. 

금융조 

E三,-

0 한국의 경우 IMF 금융위기에 따라 향후 수년간 대규모 해외투자프로젝트의 

달에 큰 어려움으로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개발사업의 주도적 참여에 한계-

- 서방국가의 경우 또한 러시아 투자리스크의 증가로 최근 투자회피 

(1998년 10월 12일 ROSNETIGAZ의 3차 매 각 입 찰이 유찬) 

국가의 대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사업의 투자선점에 의한 우리의 

러시아 경제안정이 실현될 때 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임. 

서방 

λLλ1 드L 
。근 L 

따라서 

자기회 

O 최근들어서야 러시아 투자환경에 대한 

에서， 양국의 경제위기는 관련 자원 정보 

간적 여유를 제공.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전에 대한 정보 수집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의 

러시아의 경제， 사회 

화에 따른 투자대안의 

우리의 여건 

심화시킬 시 

정보와 인식이 성숙되기 시작한 

수집 및 투자여건 분석을 보다 

투자 능력에 및 분석을 통한 우리의 

l켠 꾸준한 분석과 상황 세제의 ul 

^ 법제 

발굴 

투자 관련 

고1 。
E즈 -'-'-

동향과 

마련이 

추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도
 
。고

 
。투자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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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기반 구축-

- <동북아 자원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한 투자사업의 재정 분담 및 위험공유 등 

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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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EISMIC INTERPRET ATION 

Byeonggoo Choi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 , 1588- 4 Kwanyang • dong , 
Dongan - gu , Anyang, Kyungki - do , Korea 

Three- dimensional (3- D) seismic is an exploration tool world widely accepted 

not only in mature basin but also on the frontier area. 3- D seismic data sets 

combined with the use of interactive seismic interpretation workstations, generally 

provide a superior image of the subsurface compared with conventional 

two- dimensional seismic. With high performance of hardware and sophisticated 

software, the 3- D seismic interpretation method has been developed rapidly and 

improved technology has reduced the 3- D survey cost. Since 3- D seismic mapping 

could decrease the petroleum exploration risk , it thus has economic attraction 

compared with 2- D seismic. Various possible 3- D seismic interpretation methods 

beyond the conventional seismic can be suggested as structural , stratigraphical and 

reservoir evaluation tools and has been of great value in hydrocarbon exploration. 

1 New dimension provides new interpretation 

3- D seismic provides interactive visualization of three- dimensional geologic 

features with time slices , horizon slices and fault slices. 

"Time slices can provide a bird's - eye view of ancient stratigraphy , analogous to 

the view of modern stratigraphy obtained out of an airplane window" (Brown , 

1991). Subtle stratigraphic features , which are difficult to observe on vertical 

seismic section , may be visible by time slices. If a ref1ection is picked up on a time 

slice, it is a contour at the time that the time slice gives it two- way - time value. 

Therefore , direct contouring is possible with a serious of time slices 

Recent advances in 3- D interactive interpretation workstation provide horizon 

slices that cover every CMP in the survey by automatic tracking programs. 

Horizon slices can be used for two- way time, amplitude, re f1ec tÎon strength , 

instantaneous frequency. etc. mapping based on complex trace analysis. Also these 

provide additional horizon attributes , dip, azimuth and shaded reli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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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ult slice is defined as " a section sliced from a 3- D data volume parallel to 

the interpreted position of a fault plane" (Brown et a1., 1986). A fault slice is a 

seismic amplitude extraction from a fault plan and is displayed onto a vertical 

surface. Fault slices provide continuous strike sections not exactly of a fault plane 

but of a surface parallel and adjacent to a fault plane. 

The fault slices are useful methods for calculating fault throw , deriving 

juxtaposition of sandstones and shales along a fault plane and mapping spillpoints. 

Therefore the fault slices can be used as a method for solving the several 

fault - related subsurface problems such as fault sealing evaluation. Bouvier et a l. 

(1989) investigated fault sealing along the fault plane by reservoir- to- seal 

juxtaposition from fault slices combined with c1 ay • smear seal analysis and derived 

a complete analysis of fault sealing. 

2 New structural interpretation possibility 

French (974) demonstrated the value of 3- D migration c1early in a model 

containing two anticlines and a fault scarp. Compared with 2- D migration, the 3 D 

migration has precisely imaged the fault scarp and flat plan without the effect of 

the nearby anticline. A horizon slice can provide a continuous surface as a form of 

two- way • time, amplitude or any kinds of seismic attributes with detailed fault 

location . It is convenien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horizon therefore structural 

evolution of a basin can be understood in detail (Eggink et al., 1996) 

Usually 3- D seismic provides a more detailed and accurate fault map compared 

with 2- D seismic. Hoetz and Watters (1992) insisted faults with vertical throw 

down to 10 m could be made visible using the combination of a dip map with a 

shaded relief map of 3- D seismic. Small - scale faults which are not resolved by 

seismic can act as barriers for fluid flow and can also increase the permeability of 

a reservoir. Faults that are too small to be seen on seismic can be predicted by 

core and well data but they are extremely localized in space. Therefore, prediction 

of small - scale faults from seismic data is important for reservoir modeling and field 

developmen t. 

A high resolution fault map can be derived, making use of horizon slice and 

various horizon attribute maps. Dip map usually provides sensitive fault location 

detecting when it is inspected with other attribute maps. Basic procedurcs fo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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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fau1t mapping with 3- D seismic data are as follows: 

1) Horizon picking at the same phase of the wavelet. 

2) Use an automatic tracking method. 

3) Interpret faults as part of the horizon. 

4) Attribute ca1culation. 

5) Select suitable color scale for display. 

Compare with well data, seisrnic has a lirnited resolution for small faults and 

thin beds. Probabilistic fault mapping provides distribution of fa비ts below the limit 

of seismic which is less than 10 m vertical throw in theory. 

Faults which can compartmentalize a reservoir and which are too small to be 

seen on seismic can be predicted using a self- similar model of faulting at various 

scales (Gauthier and Lake, 1993). This technique is a computerized method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f a fault pattern interpreted from 3- D seisrnic. 

A schematic flowchart of the fault analysis program is as follows: At first , 

seisrnic resolution faults are derived from the dip and azimuth anomalies of horizon 

slice. Then small - scale faults below seismic resolution are predicted by stalistic 

simulation based on the scale invariance properties of fault sets. Length - frequency 

and throw- frequency relationships are calculated over the straight portion of the 

raw curves and the resolution limit of 3- D seismic fault mapping (10 m - 12 m) is 

used for the small cutoff and the limit of statistical homogeneity for the large 

cutoff. The straight line is extrapolated for calculating fault density. This method is 

based on the fractal theory which assumes relationships between detected large 

faults and unresolved small faults 

Probabilistic maps showing distribution of faults down to 3 m of throw and not 

resolved by 3- D seismic were made (Gauthier and Lake , 1993). 

3 New reservoir evaluation possibility 

3- D seisrnic is opening a door by which one may enter a new world of the 

complexity and heterogeneity of reservoir. Horizon and time slice provide a 

continuous record of lateral facies variations which can be used for the 

heterogeneous reservoir characterization 

In general , primary Iithofacies are the main determinant of seismic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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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an vary laterally over short distance by primary lithofélC ies and geological 

processes. Brown (991) mentioned that amplitude of reservoir reflcclions is a main 

independent parameter for reservoir evaluation and derived attributcs , such äS 

lIlversion velocity , instantäneous amplitude , etc ’‘ may aid interpretation but do not 

add new information. Porosity , net pélV thickness , élnd lithologic detail are controllcd 

b、 lhe geological seUing of the reservoir, therefore an intcgrated stud\ of rcscr\ 'oir 

charélcLcrilation and depositional environlllent is necessar\ for rescrvoir c\,ctluation 

frOlll scismlc éllllplitude. RccenLl\' (;regcrsen (1998) provide an cxalllplc of thc 

dctäiled stratigraphy , lllorpholog\ and fäCics of depositional systellls using J D 

SC1SllllC lIl tcrprctatJon 

A rcasonélble simpli f\ ' ing of assumplions ‘ élpproprialc geological units , and él 

conccptual modcl of sandslonc bodies bélscd on dcpositional environmcnl ,‘ ancl 

geolllorpholog\' can servc as rcservoir cvaluation too l::;‘ Thus integration of scqucncc 

stratigraphv , depositional geolllelr\ and facics delineation on rcservoir roc‘ l、 with 

:1 D seismic is not on1\' useful for predicting reservoir parallleters but also ror 

undcrstanding gcological processes and primar\ lithofacics which controll rcscrvoir 

pélréllllctcrs ‘ 

Thc arcal rcsolution of :-3 D selsmic is clearlv higher than that of ~ 0 scis ll1 ic 

thcrdorc Lhe amplitudcs of thc rcservoir can be bctter calibraLcd at thc \\'cll and 

uncertainties bet wecn the well locations can be reduced bv the continuous rccorcls 

of thc calibrated reservoir amplitudc ‘ 

lf thc rcscrvoir geology is simple and constant ‘ porosity can be calculatcd rrolll 

scismic amplitude. However ‘ the presence of interfcrence and the variation of 

litholog:.: make it difficult to use seismic amplilude lo dircctl\ map thc porosiμ 

distribution in lhc rcscrvoi r. Therefore several integrated interpretations havc bccn 

approachcd for the heterogcneous rescrvoir cvalllation. Blldn\ (993) dcfinccl él 

rcléltionship bct wccn rccordcd éllllplitudes and reservoir properties using s\ nth이 lC 

s(‘ iS ll1ograllls , élnd Hartung et al (199:1) proposcd a lllcthod of evalllating gas 

initiall\' in plélce in a sandsLOnc v\'hich is based on lalcral prediction of thc rcscr\'01 1' 

para ll1ctcr (porosilr '" Lhickness) derived fro ll1 :-j D seisllllc él ll1plitudcs élnd on thc、

“sso 

-55 



porosity of the reservoir can be obtained. 

4 Conclusions 

3- D seismic provides new interpretation possibilities which can reduce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risk , and thus increase the exploration potential. 

2- D seisrnic interpretation usually oversimplifies geology but 3- D seismic can 

more closely interpret heterogeneous reservoir and complex structures according to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tectonic settings. 3- D seismic data give a 

continuous record of lateral facies variations which can not be obtained from 

well - data correlation alone. 

The structural definition and the reservoir description can be improved by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3- D seismic with well data and they contribute to the 

field development planning anψor reservoi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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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하이드레이드의 중요성과 형성 및 부존 조건 

류 병재 

한국자원연구소 석유 • 해저연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1 서론 

현대 산업발전에 있어 에너지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며， 향후 인구의 증가와 개받 

도상국에서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세계 에너지 소비 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세계 에너지 수요의 87%룹 차지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경우 이 갈의 

연소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조치 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윈으로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 나 화석에너지를 대제할 만한 획기적인 대체 

어네지원의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윈자력과 수펙 

애너지의 비 증 역시 환경문제로 인하여 그리 크게 증가되지는 않육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양열과 조략 에너지 등도 지역적으로만 사용 되고있으며， 핵융합과 같은 

획기적인 선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해서 는 많은 연구가 펼요한 실정이다. 

화석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가 연소시 가장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사용 

후 처리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환경 변화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 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에서 전띤가스가 차지하는 

비율븐 23.5%에 불과하나 향후 천연가스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1996년 

맏 기준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은 141조 3300억 n]3으로 R/ P ralio (rcservc/ 

production ratio 가채년수)는 62.2에 불과하다 (BP , 1997). 따라서 새로운 가스선의 

탐사와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한다 

끈래 21 서1 기에 재래형 천연가스플 대처l 할 선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in - situ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 

하이브레이트의 한 종류이다 메탄 하이 드레이트논 저온·고압 하에서 수소겸합윤 

하는 고처1 상 격자 (hydrogen - bonded solid lattice) 내에 하이 브레 이트 형성자 (hydrate 

former)인 메탄가스가 포획되어 형성된 결합체이다 메탄 하이 드러l 이 프의 존 재 는 

1888년 프랑스의 Villard의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며. 1 기압 상태에서 

평형온도는 1902년 프랑스의 de Forcrand에 의하여 구해졌다 (in Sloan , 1990 étnd 

1\1akogon. 1997) 순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불분자 46개에 8개의 떼단분자가 

포획되어 있는 결합체이며， 분자식은 CH1 • 5.75 H~O로 표시된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천떤가스 pipeline에서 반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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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점 이 메 탄 하이 드레 이 트에 의 한 plugging에 의 한 것 이 라는 Hammerschmidt 

(1934)의 연구 이후였다. 육상의 퇴적층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는 

1967년대 서시베리아에 위치한 Messoyakhia Field와 야쿠티아 (Yakutiya)의 

U st- Viliuisk Field 및 Sredne- Viliuisk Field에 서 의 탐사시 추 시 밝혀 졌 다 (Makogon, 

1972). 해양 퇴적물 내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거의 대부분 DSDP 

(Deep Sea Drilling Program) 및 ODP (Ocean Drilling Program)을 통하여 확인되 었다. 

심해저 퇴적층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최초 발견은 1979년 멕시코 

남쪽 Middle America Trench에서 수행된 DSDP Leg 66의 Site 490, 491 및 492에서 

이 루어 졌다 (Shipley and Didyk, 1982).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태로 존재하는 메탄의 양은 

약 104 Gt로 천연가스전 컨벤세이트전 및 유전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양 (약 4 X 102 

Gt)의 25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며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거의 대부분 해저 퇴적층에 

부존 되어 있다 (Makogon , 1997). 메탄은 휘발유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탄화수소 가스 

및 알콜 (alcohoD 보다도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방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Max et al. , 1997). 현재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해리 시켜 상업적인 생산을 하는 

국가는 러시아 정도이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천연가스의 개발비 보다 약 20% 

정도 높다 (Makogon , 1997). 심해 퇴적층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탐사와 이로부터 메탄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project가 일본， 인도 및 우크라이나에서 

착수되 었다 (Okuda, 1996; Smimov and Chumak, 1996; Makogon et al., 1997). 이 들 

project를 포함 각국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통하여 해저 퇴적층으로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미래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는 지구환경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근래에 들어 지구의 

옹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안정하게 존재하는 메탄을 해리 시키고 대기로 

방출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는 더욱 상승될 것이며， 더욱 더 많은 양의 

메탄이 대기권으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대기 중에 1 ppm 메탄의 증가가 옹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가 50 

ppm 증가할 때 미 치 는 영 향과 비 슷한 것 이 다 (Max et al. , 1997). 카나다의 Engelozos 

(1996)는 대기권에 포함된 가스 양의 증가는 지구 온도를 연간 0.006 oC 내지 0.08 oC 

정도 상승시키며， 이 결과 100년 내에 영구 동토지대 역시 녹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는 시설물의 파괴， 지반 침하 및 slumping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셋째 유체 투과율이 낮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층은 기존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방출을 막는 seal 역할을 하며 심해에서의 경우 심부에 위치한 

저류층으로부터 seepmg된 천연가스가 천부 퇴적층에서 물과 결합하여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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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로 상변화를 하기 때문에 석유자원 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target이 

된다. 이밖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는 물의 담수화 (desalination)와 가스의 

저 장 (storage) 기 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 고갈과 기후협약에 대비한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 극지방과 

심해저에서 천연가스 개발과 수송시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 및 가스에 의한 대기의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2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기원 및 

2 .1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드~^i ---. c그 

현재까지 밝혀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결정구조 (crystal structure) 에 는 구조 1, 

구조-II 및 구조 H가 있으며 (Table 1) 일반적으로 구조 II와 구조 H 하이드레이트가 

구조 I 하이드레이트에 비해 안정하다 (Kvenvolden, 1996). 

T able 1. Geometry of gas hydrate structures (Ripmeester et a/. , 1987; Sloan , 1990) 

Hydrate Structure 11 H 

Cavity small large small large small small large 

Description 51ι 51ι6ι 51ζ 51ι6~ 51ι 4J 506J 5“6Ö 

No. of Cavities 2 6 16 8 3 2 

Average Cavity Radius (Á) 3.91 4.33 3.092 4.683 3.91 느 3.91 ::;4.5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I는 1965년 McMullen과 ]effrey의 XRD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일반적으로 가스분자의 직경이 5.8 Å 미만인 메탄， 에탄， 칠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이 구조 I을 형성한다 (Macleod, 1982). 1965년 Mark와 McMullen의 

XRD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II에 는 가스분자의 직경이 5.9 Å 

~ 6.9 Å 인 프로판과 옥탄 등이 포획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포획된 가스가 

100% 메탄이거나， 메탄에 에탄이 소량 (10% 미만) 함유된 경우에는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1이 형성되나， 프로판 혹은 부탄이 1% 이상 함유될 경우 구조 II가 형성된다 

(Yousif, 1994) 현새까지 퇴적층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거의 

대부분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1을 형성하고 있다. 행면에 Gulf of Mexico의 

ODP Leg 96와 Caspian Sea에서 확인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는 에탄파 프로판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 II를 형성하고 있다 (Kvenvoldcn , 1996). 1987년 

전까지 는 n - butane 보다 큰 가스 분자들은 하이드레이드뜰 형성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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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pentane과 methy lcyclopentane 등은 구조 II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87\켠 NMR spectrum 및 power diffraction 측정에 의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H가 밝혀졌다 (Ripmeester et al. , 1987). 자연상태 하에서의 구조-H 하이드 

레이트는 Gulf of Mexico에서 확인되었다 (Sasson and MacDonald, 1994) 

2.2 메탄 하이드레이드의 기원 

퇴적물 또는 퇴적암 내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부분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탄은 화성작용， 변성작용 및 화산작용 과정에서도 메탄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미생물분해 (microbial degradation)와 열분해 (thermal 

degradation)에 의하여 생성된다. 생물분해 기원 (biogenic) 의 메탄은 비교적 천부에 

분포된 퇴적물 내에서 박테리아 (bacteria)에 의한 유기물의 미생물 분해에 의하여 

생성된다. 열분해 기원 ( thermogenid의 메탄은 압력과 온도가 높은 깊은 곳에서 

세립질 근원암 (fine grained source rock) 에 포함된 유기물이 오랜 기간동안 열적 

분해작용을 받으면서 생성된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포획된 메탄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ú13C1 값이 - 60%0 (> - 55%0 in Makogon , 1997) 보다 가벼운 경우는 

생불분해 기원에 해당하며， - 60%0 (< - 55%0 in Makogon , 1997) 보다 무거울 때는 

열분해 기원에 해당한다 (松木 外， 1994; Kvenvolden , 1996) 이밖에 탄화수소 가스비 

(hydrocarbon gas ratio R=C1/[C2+C3])와 Ú13C 1을 대 비 함으로서 메 탄의 기 원을 

열분해 기원， 생물분해 기원 및 혼합 기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Bemard et al. , 1976). 

즉 R 값이 100 보다 큰 경우에는 생물분해 기원이며， R 값이 80 보다 적은 경우에는 

열분해 기원에 해당된다 (Makogon , 1997). 퇴적층에 부존된 거의 대부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생물분해 기원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구 통토지역과 Gulf of 

Mexico 및 Caspian Sea에서 회수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는 열분해 가원의 메탄이 

포획 되 어 있다 (Brooks et al. , 1983, 1986, 1991; Claypool, 1985; Collett et al. , 1990; 

Ginsburg et al. , 1990, 1992, 1993; Harrison and Curiale, 1982; Kastner et al. , 1993; 

Kvenvolden et al. , 1984; Kvenvolden and Barnard, 1983; Kvenvolden and Kastner, 

1990; Kvenvolden and MacDonald, 1985; Shipboard Scientific Party, 1990, 1991; 

Shipley and Didyk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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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탄 하이드레이든의 특성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와 개발은 물론 재래형 석유자원의 개발과 pipeline의 

운영 (operation)을 위해서는 이수의 제어， casmg을 setting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해리 시키는 물질 (또는 용매) 및 방법의 개발， 다양한 자연 상태 

하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평형조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물의 경우 특정한 옹도와 압력 하에서 형성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변화하여도 쉽게 용해되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얼음의 경우는 온도가 벙점 

보다 높아지면 바로 녹기 시작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역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벗어나면 쉽게 해리 된다. 이러한 특성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개발과 탐사에 활용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특정한 조건 (고압 저온) 하에서 메탄을 고채 상태로 저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포획되는 떼탄의 양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Sharma et al. , 1987) 표준 조건 

(standard condition)에 서 1 m:1의 메 탄 하이 드레 이 트에 는 164.6 m :1 064 m~ after 

Davison et al. , 1983; 172 m3 after Okuda , 1996) 의 메 탄가스가 포획 되 어 었다 

(Makogon et al. , 1997) . 그러나 자연상태의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cavity를 메탄이 점유 (occupy)하지 않기 때문에 포획되는 메탄의 양은 이론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hardness는 얼음에 비하여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kogon, 1988)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불에 

용해되는 메탄의 용해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Makogon , 1971 , 1974; Makogon et al. , 1997) 메탄 하이 드레 이트의 흡착력 

(a버1esion)에 대한 규명은 pipeline에서 하이드레이트 plug를 제거하고， 토대가 되는 

파일 (foundation pile) 주위에서의 stress를 예측하는데 있어 증요하다 설험연구 결파 

철 (stee])과 RTFE (polytetrafluoroethylene) 에 대한 메탄 하이 드레이트의 흡착력은 

얼음의 흡착력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밝혀 졌다 (Bondarev et al., 1996). 하이드레이트 

의 열역학적인 parameter들에 대한 규명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고 해리될 때 발생하는 열 (H heat of 

methane hydrate formation/di ssociation) 의 절 대 양 (absolute magnitude)은 같으며 , 273 

OK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H는 60 KJ/ mol (54 KJ/ mol after Sloan ‘ 1990) (S loan , 

1990; l\Iakogon et al. , 1997)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때는 물의 격자찰 느슨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때 물의 부피는 약 26%에서 32% 정도 증가하며， 

가스의 부피는 감소한다 (Makogon et al. , 1997 ),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열용량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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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미래의 정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극지방과 

심해저의 퇴적층에 광역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 지구상에 부존되어 있는 메탄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며 메탄 하이드레 이트에 포획된 메탄의 양은 

재래형 석유자원에 포함된 메탄 양의 최소 25배 이상으로 막대하다 (Table 2). 또한 

Makogon (1997)은 21세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에너지 원으로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Fig. n 현재 보고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내에 
포획된 메탄의 매장량의 연구자에 따른 차이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산상과 포화도 등 

매장량 계산에 필요한 지질학적인 parameter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Potential resources of methane in the earth (Makogon , 1997) . 

in a hydrate state 

in a dissolved state in layer water 

in collectors with low permeability 

in gas, gas condensate and crude oil fields 

in coal fields 

in earth atmosphere 

annually generated in a bi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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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ld po \Ver balance dynamics (Makogon,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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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 만이 육상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다 (Sloan , 1990)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는데 비용은 재래형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보다 약 

20% 정도 많다 (Makogon , 1997).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리속도의 

제어， 지반침하로 인한 생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숨 등 많은 기술적인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아직 해저 퇴적층에 부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대상으로한 

상업적인 개발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인도 및 우크라이나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project를 이미 착수하였으며， 그 외 미국， 카나다 및 

EC 국가에서도 활발한 연구룰 수행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시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 우 1989년 ODP Leg 127 Site 796 (Okushiri Ridge, western offshore of 

Hokkaido)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Shipboard 

scientific party , 1990) , 1990년 에 는 ODP Leg 131 Site 808 (Nankai Trough , offshore 

Shikoku)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 (Shipboard scientific party, 1991). 

이 밖에 Nansei - Syoto Trench , Nankai Trough , Boso • Peninsula, Chishima Trench 및 

훗카이도 서쪽 해역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BSR을 확인하였다 (松木

외， 1994; Okuda, 1996; Satoh et al. , 1996). 일본 주변 해역에 부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내에 포획된 메탄의 원시 매장량은 4.65 X 1012 m:1이며， 하위의 free gas 

원시 매장량은 2.7 x 101:: m:1이다 (Satoh et al. , 1996). 이는 1996년 일본에서 소비한 

천연가스의 양은 66.1 X 109 m3 (BP , 1997)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약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카나다는 지구물리학적 자료해석을 통하여 Arctic Island , MacKenzie/Beaufort, 

Yukon!NWT (Northwest Territories) 및 East Coast에 위치한 661 개 시추공으로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메탄의 양은 3,570 Gt - 7,140 Gt (32.5 x 

lO L? m:~ - 64.9 x 1012 m3)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Smith and ]udge, 1994). 또한 1992년 

Vancouver Island의 대 륙사면 kontinental slope) 에 위 치 한 ODP Leg 146 Site 

889/890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이 곳에 부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포획된 메탄의 양은 1013 m3 (= 350 Tcf)이다 (unpublished 

presentation material of Hyndman and Spence, 1997). 따라서 상기 한 4개 지 역 에 서 

확인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내에 포획된 메탄의 양은 약 42.5 X 1012 m3 - 74.9 x 1OJ:! 

m3이며， 이는 1996년 카나다에서 소비한 천연가스 양 (73.7 X 10') m:' after BP, 1997) 의 

수백배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미국 지 질조사소는 1995년 알라스카를 포함 자국 내 5개 지 역 (province) 11 개 

짚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Collett, 1996). 평가 결과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퇴적층에 부존 되어 있으며， 포획된 가스의 원시 매장량 (resource in -place)은 9,066 x 

101:2 m 3 (= 320,222 X 1012 ft3)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996년 미국의 천연가스 연간 

소비 량 632.4 X 109 m3 (BP. 1997)의 약 l.4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러시아에 부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내에 포획된 메탄의 양에 대한 최근 

없어 현재 정확한 매장량의 알 수 없으나， 1982년 Judge의 논문에는 

육상에 분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내에 포획된 메탄의 양이 약 10 x 

나타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 소련은 1974년부터 서 시베리아의 

Field에 부존 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을 해리 시켜 생산을 하고 있다. 

기준으로 구 쏘련의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2%를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 획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 생산되는 

가스의 양이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5%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Field 이외에 북동 시베리아와 캄차카 (Kamchatka)에서도 메탄 하이 드레이 트의 

확인되었으며 (Cherskiy et al. , 185) , 우리가 1995년 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를 수행한 동 시베리아 야쿠티아의 

등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이 확인되었다 

인도의 경우 Bay of Bengal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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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ree gas 또는 물로 포화된 퇴적층 사이에서 탄성파 속도 및 밀도 차이에서 기인 

한 상하 acoustic impedance의 차가 커서 생기는 위상반전을 동반한 강진폭으로， 하부 

에 free gas가 존재할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강함 반사면이 모두 메 

탄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위를 기우려야 한다 Slumping에 의한 

반사면 volcanic ash로 구성된 퇴적층의 하부 그리고 opal- A/ opal- CT 혹은 

opal-CT/quartz의 경계변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층 하한에 나타나는 BSR과 비슷한 

강한 반사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BSR이 나타나는 심도가 메탄 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내에 위치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심해 퇴적층 혹은 동토지역에서 재래형 천연가스를 개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으 

로는 gas kick, 지반침하， 생산 시설의 손상 및 pipeline의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유체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이수가 잘 침투되지 않으며 공벽에 두꺼운 

점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추공 근처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층의 온도를 상승시켜 하 

이드레이트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분해된 메탄가스는 gas complex로 유입되며， 이 결 

과 이수 칼럼 (colume)의 압력이 감소하여 시추공 부근에 분포된 하이드레이트의 분해 

를 더욱 촉진한다. 이와 같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분해는 gas kick의 원인이 된다. 또 

한 시추시 이수에 의하여 동토 혹은 해저의 경우 천부 퇴적층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융해되고 시추공이 확대되어서 casmg 설치를 어럽게 라는 문제가 자주 발생될 수 있 

다. 특히 해양에서의 경우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는 시 

설물과 pipeline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동토지역과 심해저에서의 석유 

자원 개발시에는 계획 초기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와 이에 의하여 야기되 

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3 환경 측면에서 의 중요성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양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높으며， 대기 중에 

포함된 메탄의 양은 1900년대 이래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Fig. 2)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존재하는 메탄의 양은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 양의 최소 2，000배 

(3 ，000배 after Kvenvolden , 1988)가 넘으며， 대기 중의 메탄 중 상당한 양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에 기인한다 (Makogon , 1997; Table 3). 메탄은 이산화탄소 

보다도 대기의 온실 효과 증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Rodhe, 1990; Lashof and Ahuja, 1990). 근래에 틀어 지구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안정하게 존재하는 메탄을 해리 시키고 대기로 방출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는 더욱 상승될 것이며 더욱 더 많은 양의 메탄이 대기권으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싶효과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대기 중에 1 ppm 메탄의 증가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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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in atmospheric content of CH.J, N02 and C02 (Loriu s, 1991 ) 

1900 

Year 
1800 1700 

Table 3. Source of methane in atmosphere (Raynaud et a/., 1988). 

Source Mass, 1 O~ (tons/ year) Fraction (%) 

Forest and swamps 11 5 20 

Animals 80 14 

Termites 40 7 

Oceans 10 2 

Fresh water reservoirs 5 

Soils 40 7 

Rice field s 110 19 

Ori 11 ing, production and transport 
45 7 

of oil and gas 

Waste landfills 40 7 

Coal m i ne gas 35 6 

Burning biomass 55 9 

Natural methane hydrate 50- 500' 8- 48 

* during tectonic activity in hydrate formation zones 

비 슷한 영향과 미치는 때 증가할 ppm 50 이산화탄소가 。;1 .8:]: .Q.. 
。 o '--미치는 섣효과에 

양의 

내에 

가스 

이 결과 100\서 

포함된 대기권에 

상승시키며， 

(1996 ) 는 

정도 

Engelozos 

0.0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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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동토지대 역시 녹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온도와 압력 조건의 변화에 기인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는 지반 침하 및 

slumping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대서양 대륙 연변부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약 5 ‘ 

이하의 경사를 가진 해저사면은 안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lumping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거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대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의 저변에서 발생되는 slumping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메탄으로 포화된 퇴적층 강도의 감소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해되는 주된 원인은 해수면 하강에 기인한 압력의 감소이다. 

4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및 부존 조건 

퇴적층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고 안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압 · 저온 

의 환경은 물론 높은 퇴적률， 0.5% 이상의 TOC 및 10 ml/l 이상의 메탄 농축이 요구 

된다 (松木 外， 1994). 이밖에 생성된 메탄이 삼투 (percolation)될 수 있는 공극률과 투 

수율이 요구된다 (Max et al. , 1997).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러한 물리적 조건 

을 충족하는 심해 퇴적층과 영구 동토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Fig. 3). 

일반적인 열역학적 조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은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 

는다 (Katz et al. , 1959). 이밖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평형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는 용액 및 가스의 성 분을 들 수 있다 (Kobayashi et al. , 1951; Sloan, 1990; 松木

外， 1994; Maekawa , 1995; Engelozos, 1996). 예 를 들자면 3 wt%의 NaCl이 함유된 용 

액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평형조건은 1 oC에서 29.2 기압， 9.8 oC에서 76.48 기압으 

로 (한국자원연구소 1998년 5월 실험 결과) , 순수한 물에서의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 

의 평형조건은 1.25 oC에서 24 .1 기압， 11.05 oC에서 83.5 기압으로 측정되었다 (류 병재 

외， 1998). 이 실험결과 동일한 온도하에서는 용액의 염도가 증가하면 평형압력도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판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비하여 상당 

히 낮은 형성된다 (류 병재 외， 1998). 메탄에 분자량 (molecular weight)이 큰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이 혼합된 경우에는 보다 낮은 저압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된다 (Brown 

1962; 감 ι 外. 1994)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해리 되지 않고 안정하게 부존될 수 있는 영 

역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methane hydrate stability zone)이라 불린다 (Fig. 

4). 일반적으로 수심이 약 300 m 이상인 심해에서의 경우 안정영역의 상한은 해저변 

또는 해저면에서 그리 갚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안정영역의 하한과 메탄 하이드레이 

트층의 두께는 압력 및 지열구배 (geotherrnal gradient)에 영향을 받는다. 지열구배가 

일정한 경우 압력 ( =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층의 두께도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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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orldwide locations of methane hydrate (Kvenvolden,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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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thane hydrate stability zone in the upper sediment (류 병 재 외 , 1998) , 

methane hydrate phase boundary, geothermal gradienl, 
hydrothermal gradient (measured during KIGAM Survey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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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된 퇴적층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하게 

있으며 수심 약 1,000 m 지점에서 안정영역의 하한은 

위치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밖에 동해에 

내에 TOC 함량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메탄이 

boundary) phase hydrate 

심도 약 450 m에 

퇴적층 

있다 

300 m 이하에 

충족하고 

도가 빠르고 

건을 가지고 

(methane 

건을 

견로 
C=:: L-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인 메탄은 하이드레이트의 상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며， 영구 

동토지대와 심해저의 퇴적물 또는 퇴적암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초보단계에 있는 개발기술，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인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막대한 매장량， 

재래형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의 한계， 연소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천연가스의 수요 급격한 증가 등으로 미루어 21세기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일본， 인도 및 우쿠라이나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project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은 물론 경제성 있는 개발에 필요한 많은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메탄은 열량이 우수하며 연소시 다른 탄화수소 가스는 물론 알콜 보다도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인 반면， 지구 온난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 1 ppm이 혼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50 ppm가 미치는 효과 만큼 

막대한 것이며， 1900년대 들어 대기에 포함된 메탄의 양은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해리를 야기하고， 해리된 메탄이 대기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실효과를 

더욱 더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기인된 

심해저 또는 영구 동토지대에 가설된 천연가스 pipeline 내에서 생기는 plugging 현상， 

문제점으로는 

5 

방출을 억제하는 좋은 덮개 

seepmg된 가스가 해저면에 가까운 천부 

변화를 하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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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 를 관련 연구를 통하여 천연가스의 저장과 수송 담수화 기술 등이 

개발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경우 메탄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와 지구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8%에 달하는 우리의 경우 청정 에너지원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메탄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가 

절실하다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위하여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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