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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의 

독창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친 

값싼 천연가스의 반가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혁명은 파우스트의 거래를 증명

해야만 한다. 어떻게 신속하게 가져갈 것인

지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은 도입되었으나 

환경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 

격언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

- FINANCIAL TIMES(2.21),

"Prepare for a golden age of gas" -



쟁점과 대안

세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및 셰일오일) 개발 붐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돌파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셰일가스는 지하 100~2,600m에 

걸친 퇴적암(셰일층)에 있는 천연가스로서 잠재매장량(635조㎥)은 200년간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채굴기술의 혁신으로 채산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과연 셰일가스가 새로운 대안에너지로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재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 셰일가스 개발 붐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고용창출이 ‘15년 87만 명, ’35년 160만 명이 되고, GDP는 ‘10년 769억

달러에서 ’15년 1,18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송, 발전,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석유의 천연가스로의 대체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할 

전망이다. 이에 고무되어 중국, 일본 등은 셰일가스 개발 및 자산 투자에 적극적

이다. 한편, 셰일가스 개발이 일으킬 수 있다는 환경문제는 극복되는 추세이고,

셰일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수입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현재 단위(MMBtu)당 약 17달러 수준

에서 8달러 이하(1/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가적 대응방안은 단순히 

셰일가스 도입 개발 중심에서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셰일가스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별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셰일가스 관련 발전 분야와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에너지 믹스의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천연가스의

비중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조정과 함께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부진했던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일가스(Shale Gas),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이슈 &  진단

1

Ⅰ.�셰일가스(Shale Gas)가 주목받는 이유 

 세계는 최근 북미 중심의 셰일가스 개발을 에너지혁명 차원에서 인식

 셰일가스는 지하 100~2,600m에 걸친 퇴적암(‘셰일층’)에 있는 천연가스

○ 셰일가스란 비전통가스로서 일반 천연가스(전통가스)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나,

성분(메탄 80%, 에탄 5%, 프로판 및 부탄 10%)과 용도는 전통가스와 동일

- 셰일오일(오일셰일)은 비전통석유로서 가스와 다르나 함께 섞여있기도 함

구 분 특   징

전통
자원

- 배사구조 집중 형태로 저장
- 개발용이, 개발비용 낮음

비전통
자원

- 넓은 지역에 분포
- 수준 높은 채굴 기술 필요

및 개발비용이 높아 주로
매장량만 확인

- 고유가 지속, 채굴생산 기술
발달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

자료 : IEA(2011), 삼성경제연구소(2012), NIPA(2012).

 셰일가스가 전 세계 석유중심 에너지 구성에 일으킬 변화와 미래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력에 세상이 주목 

○ 세계가 원자력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안 셰일가스가  

신에너지원으로 急부상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 

- 영국 이코노미스트
“셰일가스의 발견은 전세계 에너지구성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셰일가스 최대 매장지역인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는 에너지공급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판도를 뒤엎을 것”

- IEA(국제에너지기구)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시장에 천연가스 시장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가 도래하여 향후에너지
공급 증가분이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로 구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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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원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부터 석탄을 제치고 

석유에 이어 2위로 부상할 전망 [IEA, 2011]

○ 셰일가스의 급부상은 미국에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 활용 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것이 세계경제 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셰일가스 공급량이 

풍부하고, 향후 셰일가스 산업을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my administration will take every possible
action to safely develop this energy. Experts believe this will
support more than 600,000 jobs by the end of the decade”

“미국은 북미지역에 거의 100년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미행
정부는 셰일가스를 안전하게 개발한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전문가
들은 셰일가스 수출이 약 10년간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오바마 연두교서(2012.1.25)

- EIA에 의하면,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2022년부터 천연가스 純수출국 

으로 전환될 전망 [美 천연가스 순수입(백만 톤)：('11) 43 → ('22) △6]

- 미국은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할 전망     

[‘35년 신규발전설비 비중：가스 60%, 신재생 29%, 석탄 7%, 원전 4%]

□ 셰일가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도 새롭게 주목

○ 셰일가스로 발전할 경우 이에 의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석탄대비 

약 절반 수준(55%)이며, 석유대비 2/3 수준(70%)에 불과 [지경부, 2012.9.7]

-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전기 1GWh 생산시 발전을 포함한 전과정(Life

Cycle Process)에 걸쳐 천연가스는 623CO2톤, 석탄은 924CO2톤, 석유는 

749CO2톤 발생 [한국가스공사, 1999]

- 발전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가 석탄을 100% 대체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20,230천 톤에 해당 [KE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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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개발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 확보로 현실화 

 셰일가스 개발 붐의 배경에는 최근 석유가격 급등이 자리 잡음 

구 분 특   징

에너지 
가격 

안정기 

‣ 석유중심의 문명이 20세기말까지 지속
→ 에너지 소비인구 10억인 시대

‣ 유가는 US$20/bbl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자원가격 시대

‣ 과거 수차례의 oil shock들은 전쟁,
카르텔 등의 공급 충격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곤 함

에너지 
가격 

급등기 

‣ 21세기의 새로운 국면은 자원가격의
폭등과 불안정한 추세로 변화
→ 에너지 소비인구 20억인 시대 돌입

‣ 유가는 US$100 선에서 급등, 불안정
‣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점증에 기인하므로 수요초과 현상은 
지속될 전망

자료 : Yang-Hoon Son(2012). “Shale Gas Impacts”, 2012. 6, 에너지경제연구회 발표자료.

○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에너지 가격 안정기인데 반해 2004년 이후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들어감

○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대안을 찾는 노력이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

-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신기술(IT 등) 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생태적 

삶의 방식 등이 거론되고 모색되어 옴 

- 대안에너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양, 비용 경쟁력 확보, 안전,

필요시 확보가능 등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의 대안들은 한계 노정

 셰일가스는 최근 대안에너지로 부상

○ 셰일가스는 매장량(잠재매장량 635조㎥ 추정, 200년간 사용가능)이 대규모로 

풍부하게 존재하며,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 [ARI, 2011；SERI, 2011]

- 전통가스의 매장량(404조m3)보다 비전통가스 매장량(426조m3)이 더 많으며,

이 중에서도 셰일가스 매장량(204조m3)이 가장 높음 [IE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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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는 확인매장량(187.4조m3)만으로도 전세계가 59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는 석유나 기존 천연가스와 비슷한 수준

<전통가스 및 셰일가스 매장량 전세계 분포> <국가별 셰일가스 부존규모>

(단위 : trillion cubic meter)
(단위 : 조m3)

순위 국가 셰일가스 가채자원량 
1 중국 36.10

2 미국 24.41

3 아르헨티나 21.92

4 멕시코 19.28

5 남아프리카공화국 13.73

6 호주 11.21

7 캐나다 10.99

8 리비아 8.21

9 알제리 6.54

10 브라질 6.40

11 폴란드 5.30

12 프랑스 5.10

자료 : IEA(2011). World Energy Outlook 2011；
EIA(2011). World Shale Gas Resource : An Assessment of 14 Reg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 셰일가스는 최근 수평시추⋅수압파쇄(horizontal drilling & hydraulic fracturing)

라는 기술발전에 의해 보다 효율적 회수가 가능해지면서 본격 개발

- 수평시추기술과 수압파쇄공법의 결합은 셰일가스 개발⋅생산비를 전통가스 

수준에 접근시켜 셰일가스 개발을 빠르게 확대하는데 기여1)

<수평시추⋅수압파쇄법>

‣수평시추기술 : 지표에서 수직 방향으로 시추해 들어가
특정 깊이부터 진입 각도를 꺾어 가스 저장층에 
진입한 후 저장층과 수평을 유지하며 파이프를 연장해
시추하는 것

‣수압파쇄기법 : 시추 파이프 주위의 열린 구멍을 
통해 높은 수압으로 물, 모래, 일부 화학물질을 혼합한
유체를 주위 암석에 분사해 1시간 정도에 걸쳐 균
열을 생성하여 이러한 균열에 침투한 모래와 화학
물질이 가스 저장층의 균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천연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자료 : 이권형 외(2012).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1；LG경제연구원(2010). “LG Business Insight”.

1) 수평시추기술과 수압파쇄공법의 결합은 시추파이프의 대폭 연장과 파쇄구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어 과거      

12% 정도였던 회수율이 10여 년간 50%까지 상승할 수 있었음[윤여중,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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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2010년 기준 MMBtu2)당 평균 6달러 이하로 평가 되며,

원유환산 시 배렬 당 약 35불에 해당 [Sonn, 2012]

<천연가스 개발⋅생산비 비교> <수평시추⋅수압분쇄에 의한 개발비용 절감>

구분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

미국 3-7 3-7 3-7

유럽 5-9 5-10 5-9

중국 4-8 4-8 3-8

러시아 0-2/3-7* - 3-5

카타르 0-2 - -

(단위 : 2010-US$/MMBtu)

＊낮은 비용은 서시베리아 및 볼가-우랄지역, 높은 비용은 동시베리아, 해상가스전, 북극해 등 해당

자료 : IEA(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김기중(2012). “셰일가스 개발현황과 파급효과 전망”；
Yang-Hoon Sonn(2012). “Shale Gas Impacts”.

 셰일가스 개발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

○ 미국, 중국, 유럽 등 에너지 주요 소비국들은 중동, 러시아에 의존적인 전통가스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셰일가스(비전통가스) 개발에 적극적 

- 전통가스는 러시아(23.9%), 이란(15.8%), 카타르(13.5%) 등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셰일 가스는 전세계에 고르게 분포

<전통가스와 셰일가스의 매장량 분포 비중>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공급 중단사례>

국가명 전통가스 비중(%) 셰일가스 비중(%)

미국/캐나다 5 19

중국 2 19

유럽 10 9

러시아 24 -

중동 41 -

세계 100 1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요금 분쟁으로
2006년과 2009년에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

•2011년 러시아의 이례적 한파로 유럽 가스
공급량이 30% 감소하여 서유럽에 가스대란
발생

자료 : BP(2011). Static Review of World Energy 2011；
EIA(2011). World Shale Gas Resourc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2). SERI 경영 노트 

제143호, p.4.

2) MMBtu :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영국 열량단위로 1MMBtu=약 250.0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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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선도하여 점차 전세계로 확산 

 셰일가스 개발은 미국의 몇몇 셰일가스 플레이가 중심이 되어 붐을 형성

○ 미국에는 Barnett, Fayetteville, Haynesville, Marcellus, Woodford 등 다섯 

곳의 대형 플레이(광구)를 중심으로 약 20개 셰일가스 플레이가 전국에 분포

- Barnett3), Fayetteville 지역의 셰일사업 호조로 천연가스 생산업체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셰일 플레이(예：Marcellus) 개발 확산

- 이는 북미 지역 셰일가스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00년 대비 ’10년 

약 15배 증가) 터전으로 작용 [U.S. DOE⋅NETL, 2011；정유경, 2012.3, SERI]

<미국의 셰일 개발 현황> <주요 셰일층의 셰일가스 부존량 및 참여업체>

Onshore
Lower-48

Gas Supply
Submodule

region

Shale Play
Shale Gas
Resources

(조 입방미터)
주요 업체

Northeast

Marcellus 410

Cheapeake
Applachia, Talisman
Energy USA, Range

Resources

Haynesville 75

Anadarko, Exco
Resources,
Petrohawk,

Cheapeake, EOG
Resources

Mid-Continent
Faytteville 32 Southwestern

Woodford 22 Newfield

Southwest

Barnett 43
Devon, Cheapeake,
XTO Energy, EOG

Resources

Barnett-
Woodford

32

자료 : EIA(2011). Review of Emerging Resources :

U.S Shale Gas and Shale Oil Plays.

자료 : EIA, 외교통상부(2012). “글로벌 셰일가스 개발동향”.

3) 바넷 셰일광구의 경우 1997년 이후  2009년 현재 13,500개 이상의 셰일가스정 개발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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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소업체들이 개발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Shell 등 메이저 업체의 진입,

기술혁신의 가속화,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셰일가스 생산량 급증 및 향후 지속 

증가 전망

- 미국은 2009년부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등극

- 2011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은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사상 최대 

증가치인 전년 대비 4.8bcf/d(7.9%)

수준을 기록  

- 2011년 5월 미국 에너지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LNG 수출을

허가
자료 : EIA(2012). Annual Energy Outlook 2012 with

Projections to 2035.

○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셰일가스 자원 개발 관련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등 제도와 여건 상 두드러진 장점을 지님

<셰일가스 개발 관련 미국의 장점>

가스개발
관련제도

- 관습법상 석유/가스 등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 개발업체와 토지 소유자간의 사적 계약으로 개발이 진행
- 석유/가스 개발 관련 규제 감독권한을 주 정부가 소유하며 적극적

M&A 시장 발달
- 과거 중소규모의 전문기업들이 주도해 왔으나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 M&A에 참여
- ExxonMobil은 XTO Energy를 41억 달러에 매수(2009)

- Shell은 East Resources를 47억 달러에 매수(2010) 등

인프라 

- 전국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등 가스 개발관련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채굴,

생산 이후 수송에 따른 추가 투자비 부담이 적음
- 정부에서 추가 인프라 확충에 적극(오클라호마에서 텍사스를 잇는 KeyStone 송유관

확장 건설사업 추진)

자료 : Yang-Hoon Sonn(2012). Shale Gas Impacts.

<주요 국가의 자원소유권 비교>

국   가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중국 한국

자원소유권
(광업법)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국왕 국가, 주정부 국가 국가

자료 : JOGMEC,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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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 지역은 중국 등 몇몇 국가가 적극적이나 여건이 불비

 중국은 셰일가스의 자체 개발과 해외 자산 확보를 동시 추진에 적극적

○ IEA(2012)에 의하면 중국은 셰일가스 등의 비전통가스 개발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 2035년에 중국의 가스수입의존도가 약 35%에 이를 전망

○ 반면, 36.1조㎥의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 

- 중국은 2012.3월 셰일가스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35년 중국내 

가스생산량의 62%를 셰일가스로부터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연평균 목표 

생산량 65억m3 달성 추진)

-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SINOPEC(중국 석화) 등 국영에너지 기업에 

셰일가스 생산량 목표량을 부과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소비, 수입의존도 전망>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지역>

자료 : BP(2012).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CNPC(2012. "Changes of world oil and gas market & china
strategy," KEEI-CNPC 공동세미나；EIA(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 중국 국영기업들은 Shell, BP, Chevron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공동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 습득에 적극적

- PetoChina(CNPC 자회사)가 Shell과 공동으로 쓰촨 지역 셰일가스 탐사를 

위해 연간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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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opec은 2011년 7월 ExxonMobil과 쓰촨성 셰일가스 광구에 대한 공동 

연구에 합의, 2012년 3월 Total과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협력 체결

○ 더 나아가 중국은 3대 국영석유기업의 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 관련 미국기업 인수 및 자산매입에 공격적 투자 감행

<중국의 주요 국외 셰일가스 자산 및 기업 M&A 추진현황>

기   업 거래연도 매각기업 자산 거래가

CNOOC 2010 Chesapeake 셰일자산 Eagle Ford 보유지분의 1/3 $10.8억

CNOOC 2011 Chesapeake 셰일자산 Niobra 보유지분의 1/3 $5.7억

Singapec 2011 Daylight Energy 캐나다 셰일자산 등을 보유한 
Daylight Energy 인수 $30.3억

Sinopec 2012 Devon 5개 셰일플레이 보유지분의 1/3 $25억

CNOOC 2012.8 추진 Nexen 캐나다 셰일자산 등을 보유한 캐나다 
석유개발기업인 Nexen 인수 $151억 예상

자료 : CNPC(2012). "Changes of world oil and gas market & china strategy," KEEI-CNPC 공동세미나.

- 이밖에 셰일가스 이외의 비전통자원(오일샌드, CBM)에 대한 자산 매입도 

시도

<중국 비전통자원(오일샌드, CBM) 관련 최근 투자 실적>

기업 거래연도 매각기업 자산 거래가

CNOOC
2011.3월 Exoma Energy Exoma Energy 지분 50% $0.5억

2011.7월 Opti Canada 캐나다 오일샌드 $20.4억

Singapec
2011.11월 Origin/Conoco Phillips APLNG 지분 25% $26억

2010.4월 Conoco Phillips Syncrude oil sands 지분 9% $46.5억

Petrochina
2012.1월 Athabasca Oil Sands

Corporation
Mackay River 오일샌드 

프로젝트 지분 $22.5억

2010.3월 Arrow Energy 호주 CBM 지분 $15.8억

자료 : Nomura, China Oil & Gas(2012). LG경제연구원 재인용.

○ 단, 중국은 전반적으로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 셰일가스 개발 기술과 인프라가 

미흡한데다 용수 부족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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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셰일가스 생산에 필요한 해결과제>

구  분 해결과제 대     응
지질
구조

- 셰일가스 매장층 지하 4～6km로 깊고 지질
구조 유형도 다양(미국, 2～6km)

- 중국 지질여건에 적합한 기술표준 및 규범  
마련 필요(지질구소 모니터링, 탐사개발 등)

기술 - 현재 셰일가스 생산 기술은 미국 지질 환경에
특화

-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연구 제휴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활용 추진

인프라 - 파이프라인, 설비 등 가스생산 및 운송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중국 서북(중앙아시아), 동북(러시아) 파이프  
라인 확충 중

환경
- 셰일가스 생산(수평시추 및 수입파쇄공법)

시행시 대량의 물이 소비되고 화학첨가물 
활용에 따른 수자원 및 토양 오염 가능성 문제

- 셰일가스 생산 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

자료 : NIPA(2012). “주요국 셰일가스 산업 정책,” 정책분석 제32호.

 일본, 한국 등은 셰일가스 도입 및 해외 자산 투자에 주력 

○ 일본은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원전을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며 가스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셰일가스를 포함한 해외 가스자산 확보에 주력

- 일본 내각은 2012년 자국 기업들의 해외 탐사광구, 가스자산 인수 지원을 

위해 8.81억 달러(676억 엔)의 예산안을 승인(전년대비 8배 증가한 규모)

<일본기업들의 셰일가스 해외자산 확보 노력>
‣ JOGMEC은 Mitsubishi가 자회사(Shale Gas Investment B.V.)를 통해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소재 코르도바 지역에서 추진하는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직접출자 및 2012년 8월에는 
Mitsubishi의 캐나다 Montney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는 대출보증 제공

‣ Inpex는 2011년 11월 캐나다 Nexen으로부터 세 개(Horn River, Liard, Cordova 광구)의 셰일자산 
지분 40%를 7억 달러에 매입

‣ JOGMEC은 IGBC(Inpex Gas British Columbia) 주식을 최대 45% 인수할 계획(2012. 9월)
‣ Marubeni는 2012년 1월 초에 미국 Hunt Oil로부터 Eagle Ford 셰일자산 지분 35%를 13억 달러에 

인수하여 일본 기업 중 미국 셰일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로 등극
‣ Mitsubishi는 일본 기업 중 최초로 호주 셰일가스 탐사개발권 획득한 이후 2012년 초에는 캐나다 셰일가스

자산 지분 취득
자료 : 성동원(2012).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영기업 INPEX와 민간종합상사들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기업인수 및 

자산매입, 수출용 LNG 액화플랜트 설비 사용권 확보에 적극 나섬

<셰일가스 관련 일본기업 동향>

생산기술
IHI 정제․액화설비의 설계․건설사업 참여

소지츠 희소금속 백라이트 권리 취득
스미토모 백라이트 채굴용 소재 페놀수지 30% 증산

수   송 후루카와스카이 LNG운반선용 알루미늄 후반생산을 15년까지 3배 증산

조   달
이토츄상사 미 석유가스 대기업 매수 (투자액 5,400억엔)

미쓰비시상사 캐나다의 북미 최대 가스유전 개발사업 참여
마루베니 미 텍사스주의 괸리 30% 취득 (투자액 1,000억엔)

자료 : 일본경제신문(2012.7.13일자 1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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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LNG 구매자(2011년, 약 27조원 상당의 3,669만t 수입)로서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 선도로 셰일가스를 포함한 비전통자원 해외 

개발사업에 진출

- 석유공사는 ①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비전통 자원개발(캐나다 오일샌드 

사업)에 참여하여 지분 100%를 보유, ② 2011년 3월에는 미국의 셰일자산 

(셰일오일과 셰일가스가 있는 미국 Eagle Ford 사업) 지분 23.7%인수

- 가스공사는 ① 캐나다 Horn River, Jack Pine, Noel 셰일가스 광구 지분 

50% 인수, ② Cordova 셰일가스 광구 지분 10% 확보, ③ 호주 Santos가 

운영하는 Gladstone LNG 프로젝트 지분 15% 매입 

<국내기업의 비전통가스 개발 및 도입 현황>

기   업 프로젝트 지역 운영사 지분 자원량 자산유형 비고

석유공사

BlackGold(캐) KNOC자회사 100% 2.16억 bbl 오일샌드
2007 미국 

Newmont로 
부터 인수

Eagle Ford(미) Anadarko 23.7% 1.12억 boe 셰일오일/
셰일가스 2011.3월 인수

동해(한) KNOC 100% 6.2억 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공사

Horn River
Kiwigana광구(캐) Encana 50%

1.63조 
입방피트 셰일가스 2012 생산

Jackpine &
Noel(캐)

Encana 50%
0.79조 

입방피트 셰일가스 2010 시험생산

Cordova(캐) PennWest 10%
4.5조

입방피트 셰일가스

Gladstone(호) Santos 15%
4.2조 

입방피트
LNG

(CBM액화)

2015부터 연간 
350만톤 LNG

도입

Kitimatt(캐) Shell 20%
연간 

1,200만톤
LNG

(셰일가스액화)

Sabine Pass LNG(미) Cheniere - 연간 350만톤 LNG
(셰일가스액화)

2017년부터 
연간 350만톤 

LNG 도입 

자료 : LG경제연구원；각종 보도자료；성동원(2012).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우리나라는 최근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메이저 기업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기업 대비 자금, 기술, 인력 모든 면에서 열세

-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20~30%에 불과하며(약 3~8년의 기술격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도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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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폴란드 중심으로 개발에 적극적

○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높은 유럽(특히, 폴란드)도 개발 움직임이 있으나, 수자원 

및 기술력 부족, 환경규제 등으로 2020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

- 유럽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16조m3로 Exxon Mobil 등 글로벌 에너지업체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착수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찾지 못함

- JP Morgan에 의하면, 유럽은 셰일가스 개발의 환경관련 이슈가 해결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2015년 300억m3, 2020년에는 1,200억m3이상 

생산할 것으로 전망

 환경문제 등 논란 불구,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이 가속화될 전망

 탐사 및 채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로 계속 확대될 전망  

○ 셰일가스와 환경관련 이슈들에는

수압파쇄 화학물질, 식수원 가스 

침투, 수자원 고갈, 환경 파괴,

가스누출, 온실가스 등이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약한 경우도 있어 

아직 논란 중

<Shale Gas와 환경문제>

자료 : 손양훈(2012). “Shale Gas Impacts".

○ 환경문제 논란 보다는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을 통한 고용창출, 투자확대, 세수 

증가 등 경제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제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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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셰일가스 붐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셰일가스 붐은 천연가스 상대가격 및 시장의 질서 변화에 큰 영향 

 셰일가스 개발 및 투자는 대량 공급을 가능케 해 천연가스 가격 하락

○ 미국시장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화 추세를 보임

- Herny Hub 평균가격은 2011년 $2.45/MMBtu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38~49% 하락해 지난 10년 

기간 중 최저가격에 근접

- EIA의 셰일가스 가격 전망이 2012년 이후 선물가격보다 낮고, 2013년 

$3.17/MMBtu로 예상

○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천연가스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저가격 가스 시대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와 같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자 좋은 기회 

<Hernry Hub 천연가스 가격> <현물가격 변화 : ’11년 대비 ’12년 상반기 >

(단위 : $/mmbtu)

자료 : EIA(2012). “Average spot natural gas prices declined the first half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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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천연가스 시장의 기존 질서 변동

○ 셰일가스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국제 

시장에서의 기존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

- 국제 천연가스시장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대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

<국제 천연가스 시장 내 역학관계 변화상>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과거 중동과 러시아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 수요경합이 대폭 경감

‣공급측면에서 기존 LNG공급, 신규 비전통가스 LNG, 러시아의 PNG 삼자간 경합하는 구도 형성

‣에너지자원 무기화 현상 약화(가스 수출국 포럼(GECF)의 영향력 약화)

‣경직적 장기계약 위주의 upstream 주도의 시장이 현물시장 중심의 downstream 수요국 주도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

○ 국가차원의 천연가스 이용 관련 정책에서도 변화 발생

- LNG 수입을 검토하거나 수입량 증대를 계획했던 국가들 중 셰일가스 

자원의 잠재력이 큰 나라들은 장기계획 수정 

- 한국이나 일본같이 셰일가스 자원의 잠재력이 적은 나라들은 해외 

셰일가스 개발사업 참여에 뒤이은 LNG 생산, 이에 대한 자국 및 해외로의 

수출 모색,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개발사업 수익성 악화 극복 과제 발생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을 이점으로 삼아 LNG 생산 및 동북아 

시장으로의 수출에서 개발사업의 활로 모색

○ 미국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 발생

- 카타르와 호주 등이 아시아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지역인데 

북미지역에서의 거리가 이들보다 멀지않기 때문에 시장개척의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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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등의 LNG 수입가격은 약 17달러/mmbtu로 미국보다 약 7배나 

높은 상황에서 수송하는데 따른 비용(대략 4~5달러/mmbtu)을 감안해도 

수출 가격이 동북아 시장가격의 1/2수준으로 수출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

○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 원전사태 이후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장기계약보다 높게 상승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리미엄 완화 및 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미국 LNG 도입을 추진 중 

<천연가스 가격의 국가간 비교>

자료 : Bloomberg, 동양증권 리서치 센터. 자료 : 김기중(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 미국은 과거 에너지 수출을 법률로 금지하였으나, 지금은 총 13개 LNG 수출 

프로젝트를 논의 중

-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1억 2,000만 톤 LNG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될 전망

- 첫 LNG 수출이 2016년에 연간 4,320만 톤(2010년 세계 LNG 수입량의 

15% 수준 규모)으로 예상

- 과거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2020년 세계 4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L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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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수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소비, 순수입 전망>

(단위 : Trillion cubic feet)

자료 : EIA(2012).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은 셰일가스만이 아닌 셰일오일을 겸한 개발 유도 

○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사업에서 셰일오일 개발사업으로 관심이 전환 중

- 셰일오일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WTI(서부텍사스유가) 하락 기대 

형성($100 → $92)

- 가스가격과 더불어 오일 가격의   

하락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

<WTI 선물 곡선>

자료 : Bloomberg,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 최근 순수 셰일가스 시추(663개)는 줄고 셰일오일 시추(1,317개)가 급증하여 

셰일오일 시추가 2년 만에 6배나 급증하는 현상 발생

○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유지(셰일오일의 70% 존재) 개발 

허용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세계 에너지 시장 및 경제의 급변 초래 가능

- 셰일가스 혁명이 셰일오일 혁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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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개발 붐이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선도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개발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미국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음 

○ HIS의 추정에 의하면, 셰일가스 생산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엄청남

- 셰일가스 붐과 천연가스가격 하락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침체 현상 극복에 기여 가능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미국경제의 영향 전망>

영    향 분석 내용 
고용창출 ‣ 셰일가스 산업 관련 고용 창출 (2015년-87만 명, 2035년 160만 명)

투자확대 ‣ 2010～2035년 총 1.9조 달러 규모 투자 발생
세수증대 ‣ 2010～2023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조세수입 9,330억 달러 증가

가처분소득 증가 ‣ 가처분 소득이 2012～2015년 926달러, 2035년에는 연간 2,000달러 증가 
산업경쟁력 향상 ‣ 원가절감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산업생산이 2017년까지 2.9%, 2035년까지 4.7% 증대 

GDP 증가 ‣ GDP는 2010년 769억 달러, 2015년 1,182억 달러, 2023년 2,311억 달러 증가  
자료 : HIS Global Insight(2011). “The Economic and Employment Contributions of Shale Ga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붐을 타고 쇠락했던 도시들이 살아나는 일이 발생

- 마르셀루스 셰일가스 광구에 속한 피츠버그와 웨스트버지니아 주 마샬 

카운티는 셰일가스 개발로 지역경제가 살아난 대표적인 경우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미국 지역경제 활성 사례>
피츠버그에서 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2시간가량 달리면 웨스트버지니아 주 마샬 카운티가 모습을 보인다. 수년 전만 
해도 한적했던 이 산골 동네에 최근 셰일가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텍사스를 주 무대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몰려와 경쟁적으로 시추공을 뚫고 있다. 맥도날드⋅웬디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도 없는 게 없을 정도다.

톰 로완 개스타익스플로레이션 엔지니어는 “이 지역에선 요즘 경기 붐으로 1~2주 전에 예약해야 호텔 방을 잡을 수
있다”며 “피츠버그보다 호텔 잡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호황을 누리는 것은 호텔뿐만이 아니다. 레스토랑도 연일
북적이고 외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와 집값도 뛰었다. 마샬 카운티가 오일·가스 분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2007년 
15만 달러에서 2010년 10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마르셀루스 셰일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토마스 머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마르셀
루스센터 소장은 “20개 이상의 톱 에너지 기업이 마르셀루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틀라스에너지를

인수해 이 지역에 70만 에이커의 땅을 확보한 세브론을 비롯해 엑슨모빌⋅쉘⋅아나다코⋅체사피크에너지⋅캐봇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토털과 노르웨이 스타트오일, 그리고 중국⋅일본⋅호주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마르셀루스 셰일이 각광 받으면서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피츠버그도 한물간 철강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제2의 휴스턴’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자료 : [미국 셰일가스 혁명 현장을 가다] “다시 부활한 ‘아메리칸 드림’…값싼 에너지, 세계를 바꾼다”, 한국경제매거진,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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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붐은 우리나라 조선, 발전, 철강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 및 수급 안정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에너지를 

천연 가스로 대체하려는 시장 움직임 및 유관 산업상의 변화가 발생 예상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부정이 혼재하나 대체로 긍정적 요인이 작용

- 셰일가스 도입선 다변화로 도입협상력 증대, LNG 도입 유연성 제고 및 

저가 LNG도입 가능, 국내 기업의 천연가스 개발⋅도입 사업 확대 가능

- 조선, 발전, 철강산업 등에서 국내 전후방산업(금융 포함)의 사업기회 증가

- 석유화학은 북미의 원료비⋅연료비 하락으로 국내기업 경쟁력 하락 가능

[자동차 및 조선 분야 변화]

• 자동차의 연료전환 
- 버스,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이 CNG 차량으로 교체
- 석유차량과 전기자동차에 대해 가스차가 경쟁력 확보 
• 해상bunkering과 선박용 에너지의 천연가스 전환

- 예) 핀란드 선박엔진 전문기업인 Wartsila는 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개발

[발전 분야 변화]

• 석탄, 신재생에너지, 석유, 원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 전기요금을 하락시켜 제조업 경쟁력 상승
- 석탄가스화발전(IGCC) 보다 복합가스발전(NGCC)이

더 선호(비용 저렴 및 환경친화적)

[석유화학 분야 변화] 1)

• 석유화학 분야 에틸렌 생산의 원료는 석유(나프타)가 아닌 천연가스(에탄)가 주가 됨
- 천연가스 원료 중심의 북미지역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ExxonMobil Chemical, Nova Chemical, Shell Chemicals,

LyondellBasell 등의 실적 개선)
- Shell을 비롯한 기업들은 2018년까지 미국 내 신규 에틸렌 설비를 증설하여 총 1,254만 톤 에틴렌 설비투자계획 발표 

(우리나라 설비규모 828만 톤의 약 1.5배 수준)
- 한국 등 석유 중심의 나프타를 이용한 에틸렌 생산시설 구조가 고착화된 경우 원가 경쟁력 약화

<에틸렌 생산원가 추이> <에틸렌 마진 추이>

[유관 산업 분야 변화] 2)

• 철강⋅기계⋅조선 등 관련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시추용 파이프 및 LNG 플랜트(철강산업), 가스압축기, 산업용 감속기, 굴착기 등(기계산업),

LNG 수송선(조선산업) 등의 생산 증대                    

자료 : 1) KBC(2011). Global Energy Perspectives：Lyond3llBasell(각 년도). IR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2). “셰일가스가 
가져올 3대 변화”, SERI 경영노트 제143호 재인용.

2) Yang-Hoon Sonn(2012). Shale Gas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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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셰일가스 도입⋅개발 관련 대책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서 낮은 

에너지 비용을 활용한 산업경제 전체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셰일가스 개발 도입 및 활용전략(2012.9.7)”에 담김 

- 지식경제부는 셰일가스 확대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해 “셰일가스 개발⋅

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하고 여기에 5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 주요 추진과제>

① 북미산 셰일가스 개발⋅도입확대 
② 공기업⋅민간 협력형 수직일관 개발⋅도입체제 구축
③ 셰일가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충
④ 셰일가스 활용확대를 위한 기반강화 
⑤ 셰일가스 개발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육성

○ 이는 저에너지 비용을 적극 활용한 산업 활성화 전략까지는 연결되지 못함

- 미국 LNG 도입이 국내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1/2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부진을 탈피시킬 수 있는 기회  

 경기도는 셰일가스 도입을 계기로 삼아 경기도 내 전⋅후방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 경주

○ 경기도는 셰일가스 개발 플랜트 산업에 주목할 필요

- 조선, 제철, 석유화학 산업 등은 경기도의 주력산업이 아닌 반면, 저렴한 

천연가스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플랜트 분야는 활성화 기대 

- 셰일가스 시추용 파이프(철강산업), 가습압축기, 산업용 감속기, 굴착기 

(기계산업), LNG 액화 플랜트 사업 관련 경기도 내 실태 파악 

○ 향후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내 관련 기업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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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을 통한 기술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며 나설 필요

- 경기도 내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 필요

 경기도 에너지 믹스 조정 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정책방향 전환 필요

○ 향후 우리나라는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 확대에 따른 변화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 의하면 에너지원별 1차 수요  

비중은 천연가스가 2006년 13.7%에서 2030년 12.0%로 감소 전망

○ 지역 차원의 에너지 계획들은 국가차원의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천연가스 비중의 증가에 대한 경기도 에너지 믹스 역시 

변화가 예상 

- 이에 수반하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공급목표(1차 에너지 기준 

공급비중 7% 달성)도 수정할 필요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경기도는 지리적 이격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부족한 가평군 

등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 

- 셰일가스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 도시가스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기존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보다 확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경기도는 그동안 도시가스의 공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 보조금 

지원에 의한 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옴

- 셰일가스 도입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취약지역으로 확장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계획도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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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천연가스 시장(건성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셰일가스  

가채매장량생산 소비 수입(수출)

유럽

프랑스 0.03 1.73 98% 0.2 180

독일 0.51 3.27 84% 6.2 8

네덜란드 2.79 1.72 (62%) 49.0 17

노르웨이 3.65 0.16 (2,156%) 72.0 83

영국 2.09 3.11 33% 9.0 20

덴마크 0.30 0.16 (91%) 2.1 23

스웨덴 - 0.04 100% - 41

폴란드 0.21 0.58 64% 5.8 187

터키 0.03 1.24 98% 0.2 15

우크라이나 0.72 1.56 54% 39.0 42

리투아니아 - 0.10 100% - 4

루마니아․헝가리․
불가리아 0.48 0.95 50% 2.71 19

북미

미국 20.6 22.8 10% 272.5 862

캐나다 5.63 3.01 (87%) 62.0 388

멕시코 1.77 2.15 18% 12.0 681

아시아

중국 2.93 3.08 5% 107.0 1,275

인도 1.43 1.87 24% 37.9 63

파키스탄 1.36 1.36 - 29.7 51

호주 1.67 1.09 (52%) 110.0 396

아프리카

남아공 0.07 0.19 63% - 485

리비아 0.56 0.21 (165%) 54.7 290

튀니지 0.13 0.17 26% 2.3 18

알제리 2.88 1.02 (183%) 159.0 231

모로코 0.00 0.02 90% 0.1 11

서사하라 - - - - 7

모리타니 - - - 1.0 0

남미

베네수엘라 0.65 0.71 9% 178.9 11

콜롬비아 0.37 0.31 (21%) 4.0 19

아르헨티나 1.46 1.52 4% 13.4 774

브라질 0.36 0.66 45% 12.9 226

칠레 0.05 0.10 52% - 64

우루과이 - 0.00 100% - 21

파라과이 - - - - 62

볼리비아 0.45 0.10 (346%) 26.5 48

지역별 합계 53.1 55.0 (3%) 1,274 6,622

세계 합계 106.5 106.7 0% 6,609 -

【 셰일가스 가채매장량 】

(단위 : trillion cubic feet)

자료 : EIA(2011).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EIA(2010). "Oil and Gas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