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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국 앙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2011년 – 2015년)에 형 에 지 국유 기

업들을 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해 왔

다. 이를 해 셰일가스 개발 시범구와 시범 기지를 지정하고 개발 참여 기업들에 

한 보조  지원을 실시하 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시노펙이 충칭시 푸링에서 셰일

가스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서 가시 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 국의 기 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응을 한 석탄 체 연료로서의 수요, 가스의 안정  공 을 한 

국 국내 가스 생산량 증 의 필요성은 국 셰일가스 개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 앙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에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

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국의 셰일가스 매장층이 깊기 때문에 채굴, 개발에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국의 셰일가스는 물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규모 수로 공사나 수자원 공  설비에 한 공사를 

병행하지 않으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물을 충분하게 공 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하락한 국제 유가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국 셰일가스 개발 참여가 어

려우며 국 앙정부는 셰일가스 개발 보조 을 진 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2,3년 이내에 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로벌 천연가스 시장과 원유 시장에 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망이다. 국 앙정부와 에 지 국유 기업들은 해외로부터의 이 라인과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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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통해 자국에 천연가스를 안정 으로 공 하면서 셰일가스 개발

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국, 셰일가스 개발, 앙정부, 국유 에 지 기업, 정책, 동인, 장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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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천연가스는 셰일층에서 만들어진 후 암석의 가스 투과에 따라 유 이나 가스 에 농

축되어 지표면으로 올라온 통  가스(conventional gas)와 지층의 미세한 층에 넓게 

분포된 상태인 비 통 가스(unconventional gas)1)로 구분될 수 있다. 1990년 까지만 

해도 통  가스만이 개발, 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부터 미국의 미첼 에 지 

개발(Mitchell Energy & Development)을 심으로 비 통 가스 의 하나이며 지하의 

퇴 암층인 셰일층에 매장된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수압 쇄가 개발된 이후 셰일

가스의 탐사와 개발 단가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통 가스보다 렴한 셰일가스의 생산

을 바탕으로 하는 에 지 기술 명이 발생하 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셰일 명을 주도한 미국은 셰일가스의 생산국,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

하 다. 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천연가스의 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천연가

스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

서 기존의 주요 화석 연료인 원유도 수요 감소에 따른 공  과잉 상태에 이르면서 원

유 가격도 내려가게 되었다. 원유, 가스 가격의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

롯한 기존의 화석 연료 수출국들에게 가격 인하로 인한 국가 재정과 국가 경제에 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  에 지 소비국인 국이 셰일가스

를 개발하면서 에 지 기술 명이 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국

의 셰일가스 개발을 주목하게 되는 원인은 국의 막 한 셰일가스 매장량에 있다. 미

국 에 지 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 따르면 국의 채굴 가

능한 셰일가스 매장량은 36조 1,000억 ㎥로 미국의 매장량 (24조 4,000억 ㎥)의 약 

1.5배에 달하며 세계 최 의 규모로 추정된다.2)이와 같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셰

일가스를 개발하기 해 국의 형 국유 에 지 기업들을 심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5년 12월 시노펙이 충칭시 푸링에서 셰일가스 상업 생산의 성과를 내기 시작

했다. 그러나 여 히 국에는 개발되지 않은 셰일가스가 많이 남아 있다. 개발되지 않

1) “비 통가스는 치 가스(tight gas), 석탄층 메탄가스(CBM), 셰일가스(shale gas)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가지 비 통가스의 매장량 분포를 보면 치 가스가 약 200 tcm, CBM이 약 250 tcm, 
그리고 셰일가스가 450 tcm의 순으로 많다.”
김연규, “ 국의 셰일 명과 동북아 에 지 력 패러다임의 환,” working paper 2호 (2012), p.1.
Susan, Sakmar, “The Global Shale Gas Initiative: Will the US Be the Rol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Around the World?,”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No. 2 (2011), 
p. 389.

2) Aizhu Chen, “SPECIAL REPORT: CHINA SET TO UNEARTH SHALE POWER,” REUTERS 
(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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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셰일가스의 물량이 상업 생산에 성공하여 시장에 나오게 되면 로벌 천연가스 시

장의 공 량이 늘어나면서 이미 하락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의 상승을 어렵게 만드는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 앙정부와 국의 국유 에 지 기업

들이 앞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생산량을 어떻게 늘려 나갈 지를 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향후 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량의 변화 여부는 

국제 원유, LNG 시장과 동북아 에 지 력의 구도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국

의 셰일가스 개발, 생산과 이를 늘려 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2014년까지의 국의 에 지 환과 지속가능발  추진 과정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정책 수단에 하여 연구하고3) 국 셰일가스 개발의 황, 

국석유, 시노펙 (中国石化) 등의 형 국유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과의 력을 심으

로 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분석했으며4) 2014년까지의 국 셰일가스 개발 정책 황

과 문제 에 하여 연구하 다.5) 그러나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

지의 국 셰일가스 개발 련 정책과 최근까지 진 된 국 내 셰일가스 생산 황을 

반 하지 않았다. 한 국의 셰일가스 개발 정책 수립, 실행에 참여하는 앙정부 부

처들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결정 체계에 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본고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국 앙정부의 련 부처들이 내놓은 정책 문건, 련 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국의 셰일가스 정책과 결정 체계, 주요 행 자들과 최근까지의 개발 황을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 앞으로 국의 셰일가스 개발, 생산을 늘리는 데 정 으로 작용

하는 요인들과 장애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국의 셰일가스 매장 황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 정책과 정책 결정에 여하는 주요 행 자들과 그들의 구체 인 역할, 주요 행

자들 간의 동학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국 기업들의 셰일가스 개발, 

탐사 황, 재까지의 상업 생산 성과와 상업 생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하여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국의 셰일가스 개발의 동인, 5장에서는 국에서의 셰일가

3) J, Ren⋅S, Tan⋅ME, Goodsite⋅K,Sovacool⋅L, Dong, “Sustainability, shale gas, and energy 
transition in China: Assessing barriers and prioritizing strategic measures,” Energy, Vol.84 (2015), 
pp.551-562.

4) 이홍종, “셰일가스와 국제개발 력 – 국의 사례를 심으로,”  국학 제54집 (2016), pp.385-404.

5) 이채 ⋅윤 일⋅이홍⋅이 수⋅신창훈, “ 국 셰일가스 개발 문제 과 지원정책 분석,” 한국가스

학회지 19권 2호 (2015), pp.54-65.



조정원⋅김연규⋅임유정 ∥ 11

스 개발의 장애 요소들에 하여 분석한다. 6장에서는 본고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

으로 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향후 2,3년 이내에 국의 해외 천연가스 수입과 국내 

천연가스 수 에 미칠 향에 하여 측해 보고자 한다.

Ⅱ. 국의 셰일가스 매장 황, 개발 정책, 주요 행 자들과 

정책 결정 과정 

1. 국의 셰일가스 매장 황

국에서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

는 곳은 서부의 쓰촨 

성의 쓰촨 분지이다. 추

정 매장량은 27조 5천 

억 ㎥로 국의 체 추

정 매장량의 21.5%를 차

지하고 있다.6) 그 다음으

로 매장량이 많은 곳은 

서부의 신장 구르자치구

의 타림 분지이다. 쓰촨 

분지와 타림 분지에 매

장된 셰일가스 규모는 

36조 ㎥로 세계 확인 

매장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7) 그 외에 

보하이만 분지와 베이징, 

헤이룽장성 등에도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쓰촨성과 타림 분지

보다 경제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

6) Zhao Xin-gang & Yang Ya-hui,  “The current situation of shale gas in Sichuan, Chin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50 (2015), p.655.

7) EIA, “EIA/ARI World Shale Gas and Shale Oil Resource Assessment,” (2013), pp. XX-1-XX-6.

자료: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

idxno=1882 (검색일: 2015.12.27)

<그림 1> 국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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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셰일가스 개발 정책

국 앙정부는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셰일가스 개발 련 정책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우선 12차 5개년 규획 기간(2011년 – 2015년)에 국토자원부와 국가에 지

국은 셰일가스 개발 시범구와 시범 기지 설립 목표를 제정하면서 상업 생산의 가능성

이 있는 곳들에 한 셰일가스 개발을 지원하 다. 

설립부처 명칭 설립시기
면

(㎢)

 “12차 5개년” 목표

지질매장량(108㎥)
생산가능/생산량

(108㎥)

국토자원부

(자원종합이용

시범기지)

산시 창

2011-11

4,000 2,500∼3,000 5

구이 우 

황핑
452.6 >500 1.5

에 지국

(시범구)

쓰촨 

창닝-

웨이 엔
2012-04

6,543 >3,000 >50

운남 짜오퉁 15,078 >1,000 >5

안(육성층) 2012-09 4,000 >1,500 >5

충칭 푸링 2013-09 7,300 ⋅ >50

자료:

许坤⋅李丰⋅姚超⋅吕雷, “我国页岩气 发示范区进展与启示,” 石油科技论坛 第1期 (2016), p.44.

刘一丁⋅路晓宇, “延长石油规划建10亿立方页岩气产能,” 中国能源报, 7月22日 (2013), 第 14 版.

http://www.sinopecnews.com.cn/news/content/2011-11/25/content_1112997.shtml(검색일: 2016.11.5)

<표 1> 국에 지국과 국토자원부 셰일가스 개발 시범구 / 시범 기지 설립 목표

이를 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하고 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시추 장비의 수

입 세를 면제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과의 력을 통한 지질 조사나 셰일가스 개발도 

허용하고 있으며 앙정부 차원에서의 셰일가스 채굴, 개발 업체들에 한 보조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국 앙정부 재정부와 국가에 지국은 2012년 11월 1일 셰일가스 

개발 이용 보조  정책 시행에 한 통지 (关于出台页岩气 发利用补贴政策的通知 이

하 보조  정책 시행 통지)를 내놓으면서 2015년까지 셰일가스 채굴,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입방미터 당 0.4 안의 보조 을 지 하면서 타당성 조사, 개발 과정에서 

8) 조재희, “매장량 세계최 ... 국 셰일가스 개발 바람 분다,” ‘비즈조선’ (2012), 12월 5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4/2012120402525.html(검색일: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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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막 한 비용을 지원해 왔다.9) 보조  정책 시행 통지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기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해 보조  지원이 가능한 셰일가스 

채굴, 개발 범 를 이미 개발 사용되고 있는 셰일가스, 탄화수소가 많은 근원암 내에 

묻  있는 유기질 함량이 높으며 가스 함량이 20% 이상, 단층의 두꺼움이 1미터를 

과하지 않는 셰일가스로 제한하 다.10)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 이용에 필요한 측정 설

비를 보유한 기업에게만 보조 을 지 하기로 하 다.11)

그리고 2013년 10월 22일에는 국 국가에 지국이 셰일가스 산업정책을 공표하고, 

셰일가스의 개발을 국의 략  신흥 산업에 편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4년 6월 7일에는 국 앙정부의 국무원 공청이 에 지 발  

략 행동 계획(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 2014-2020年, 이하 행동 계획)을 내놓으면서 셰

일가스 증산 계획을 공개하 다. 행동 계획에서는 충칭시(重庆 )의 푸링(涪陵)을 비롯

하여 쓰촨성 창닝 – 웨이 엔(四川长宁- 远), 난성 자오퉁(云南昭通), 샨시성 안(陕
西延安), 후베이성과 후난성, 난성과 궤이 우성, 장수성과 안후이성 등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을 개발하여 2020년까지 셰일가스 생산량 300억 입방미터를 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12)

한 2015년 4월 20일에는 앙정부 재정부에서 셰일가스 개발 이용 재정 보조  

정책에 한 통지(关于页岩气 发利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를 내놓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입방미터 당 0.3 안,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입방미터 당 0.2 안의 

보조 을 셰일가스 개발, 채굴 기업들에게 지 하기로 하 다.13) 보조 은 우선 업체들

에 먼  지 한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산 과정에서 업체들은 매년 3월 말 

이 에 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역 지방정부의 에 지 부문과 재정 부문에 당해 년도 

셰일가스 개발 계획과 이용 수량을 제출하고 년 자  정산 보고서와 가스정, 암심 

분석 데이터와 채굴 련 자료를 제출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에 지 부문은 제출한 서

류들을 심사한 후 앙정부 재정부와 국가에 지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후 검증을 진

9) 中华人民共和国 财政部, “页岩气补贴: 政策撬动能源结构 整,” (2015), 6月23日.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1506/t20150623_1259490.html
(검색일:2015.12.27)

10) 财政部⋅国家能源局, “关于出台页岩气 发利用补贴政策的通知,” (2012), p.1.

11) 财政部⋅国家能源局 (2012), p.1.

12) 国务院办公厅, “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2014),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19/content_9222.htm (검색일: 2015. 10. 27)

13) 财政部⋅国家能源局(2015). “关于页岩气 发利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7_1223392.html(검색일: 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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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14) 보조 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 하던 수 에서 축소하는 것은 국 

내부에서 개발하는 시추 장비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장비 수입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의 국유 기업과 지방정부가 서부의 직할시 충칭과 서남부의 

궤이 우성 이에서의 셰일가스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원 개발을 

한 조사와 채굴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진행하기에는 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국 각지의 셰일가스 개발을 한 국 앙정부의 지원 기조는 2016년 9월에 내

놓은 국가에 지국의 셰일가스 발  규획에 한 통지 (国家能源局关于印发页岩气发展

规2016-2020年的通知, 이하 셰일가스 발  규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셰일가스 발  

규획에서는 국 각지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들을  건설 생산 지역,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으로 분류하고 향후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량 증 로 연결하기 한 의

지를 표명하 다. 서부의 유일한 직할시 충칭에는 국 최 로 상업 생산을 하고 있

는 푸링 가스 이  건설 생산 지역, 쉬엔한-무시가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으로 지

정되었다. 충칭 외에는 쓰촨 성이  건설 생산 지역과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의 

다수인 8개를 차지하고 있고 어얼둬스 분지에는 안이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14) 田阿萌, “财政部: 2016-2020年 对页岩气 采 业给予补贴,” 中国日报网, 4月29日 (2015).
http://m.chinadaily.com.cn/cn/caijing/2015-04/29/content_20578842.htm (검색일: 2016. 5. 23)

구분 지역 특성

 건설 생산 지역

푸링 (涪陵)

충칭 동부에 치

연간 50억 입방미터 생산 가능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 

심도: 4,000m

매장되어있는 셰일가스 

면 : 600㎢ 
지질 자원 보유량: 4,767억 ㎥

창닝 (长宁)

쓰촨 분지와 궤이 고원 결합부에 치

매장 심도: 4,000m 미만

매장 면 : 4,450㎢
지질 자원 보유량:

1조 9,000억 입방미터

<표 2> 국 셰일가스  건설 생산 지역과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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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엔 ( 远)

쓰촨성과 충칭시 경계선에 치 

매장 심도: 4,000m 미만

매장 면 : 8,500㎢
지질 자원 보유량:

3조 9,000억 입방미터

샤오퉁 (昭通)

쓰촨 성과 난 성 경계에 치　
매장 면 : 1,430㎢
지질 자원 보유량: 

4,965억 입방미터 

푸순 – 융촨 (富顺-永川)

쓰촨성에 치

매장 면 : 1,000㎡
지질 자원 보유량:

5,000억 입방미터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

쉬엔한 – 무시 (宣汉-巫溪)

충칭시 북부에 치

매장 심도: 3,500m 미만

지질 자원 보유량: 2,000억 입방미터

싱먼 (荆门)

후베이성 서부에 치

매장 면 : 550㎢
지질 자원 매장량:

3.240억 입방미터

촨난 (川南)

쓰촨 분지 남부에 치

매장 심도: 4,500m 미만

매장 면 : 270㎢
지질 자원 매장량:

2,386억 입방미터

촨둥난 (川东南)

쓰촨 분지 동남부에 치

매장 심도: 4,500m 미만

지질 자원 보유량: 9,485억 입방미터

메이구-우즈산 (美姑-五指山)

쓰촨 분지 서남부

매장 심도: 4,500m

면 : 1,923㎡
지질 자원 매장량:

1조 3,500억 입방미터

안 (延安)

어얼둬스 분지 부에 치

지질 자원 매장량:

5,630억 입방미터

자료: 国家能源局, “国家能源局关于印发页岩气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9月 14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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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구이 우성(贵州省) 정안(正安)과 링 (岑巩), 후베이성(湖北省) 라이펑 – 
웨이펑(来凤-咸丰), 후난성(湖南省) 바오칭(保靖)과 룽산(龙山), 충칭시(重庆 ) 청커우

(城口), 충시엔-펑두(忠县-丰都)는 잠재력 연구 지역으로 분류하고 향후 셰일가스 상업 

생산을 하기 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기로 하 다.15) 한 셰일가스 발  규획에서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창닝-웨이 안, 푸링, 샤오퉁과 안의 국가  셰일가스 시

범 지역 건설을 강화하고 시범 지역에서의 시연을 통해 효과 인 셰일가스 개발 기술

과 효율 인 경  방식, 용 체제 보 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 다.16)

아울러 2016년 10월 27일 국 앙정부 국무원이 내놓은 국무원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 통제 업무 방안에 한 통지(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控制温室气

体排放工作方案的通知, 이하 온실가스 배출 통제 업무 방안)에서는 2장 탄소로 에

지 명을 이끌어 낸다(低碳引领能源革命)의 4  화석연료의 이용 패턴 업그 이드에서 

석탄 소비를 여 나가는 안으로서 2020년까지 셰일가스를 극 으로 개발하여 셰

일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의 국 체 에 지에서의 사용 비 을 10%로 끌어 올릴 

것임을 밝혔다.17)

3. 주요 행 자들과 정책 결정 과정

국의 셰일가스 개발 정책에 여하는 주요 행 자들은 앙정부의 국무원 국가발

개 원회와 산하 국가에 지국, 국토자원부, 재정부와 국유 기업들, 셰일가스  소

재지의 각  지방정부이다. 이들은 앙정부 국무원 국가발 개 원회의 통제 하에 

셰일가스의 개발과 채굴, 상업 생산과 매를 한 력을 하고 있다.

1) 국무원 국가발 개 원회와 국가에 지국

국무원 국가발   개 원회(이하 발개 )는 1952년에 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건설을 해 만들어진 국가 계획 원회가 신인 앙정부 부처이다. 개 개방 이후에 

발개 는 국의 진 인 시장경제로의 환을 한 5개년 경제 계획을 설계하고 국

가 차원의 거시경제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 1998년 국가발 개 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3년에는 국무원 체제개 공실과 국가경제무역 원회의 일부 

15) 国家能源局, “国家能源局关于印发页岩气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2016), 9月 14日, p.1. 

16) 国家能源局 (2016), p.1.

17) 国务院, “国务院关于印发 “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的通知,” (2016), 10月 27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1/04/content_5128619.htm (검색일: 201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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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합쳐서 재의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   개 원회로 체제가 바 면서 국

의 경제 낙후 지역인 동북 지역과 서부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정

책, 생태도시 건설, 배출권 거래, 화석연료 의존을 이기 한 새로운 에 지원 보

을 한 셰일가스 개발 등 국의 기후변화 에 지 련 주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2008년에는 행정 개  과정에서 발개  산하에 국가에

지국을 설립하여 에 지 련 정책 수립과 실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 다. 아울러 향

후 5개년 경제 규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개  주임을 심으로 수행하는 지 조사

를 병행하여 실질 인 정책 수립을 돕고 있다.18) 

발개 의 셰일가스 개발 정책 여가 강화된 것은 2013년 발개  산하의 국가에

지국이 국가 력감독 원회와 합쳐지면서 재의 국가에 지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서부터이다. 

     자료: 김연규, “ 국 셰일 명에 한 10가지 질문들,” 이슈 리핑 12월호 (2014), p.14.

<그림 2> 새롭게 구성된 국가에 지국

재의 국가에 지국은 석탄, 석유 분야와 력 기업의 발  계획에 한 심사를 하

지 않고 기 공  매 구역 획정과 변경에 한 허가 기능을 하  기 에 이양하

다. 반면에 에 지 발 략 계획 정책의 수립과 집행, 에 지자원의 측과 비의 강

화, 국가에 지자원의 안 보장 능력 향상, 에 지자원체계의 개 과 법 제도 수립, 에

지자원에 한 감독체계의 구축과 같은 거시 인 기능을 강화하 다. 

18) 재의 발개  주임인 쉬샤오스(徐绍史)는 앙정부의 5개년 경제 규획과 기후변화 에 지 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총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경진,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608> 국 경제 5개년 계획 탄생기,”  앙일보, 1월 

4일 (2016), 경제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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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발개  산하 국가에 지국의 기능 변화는 개 개방 이후 연평균 9%의 높

은 경제 성장률을 가능하게 한 고비용 에 지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에 지의 략  

확보와 효율  이용이라는 경제  에서 근하기 한 것이다.19) 그리고 에 지의 

확보와 이용에 있어서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국 국내 에 지 생산과 공 을 늘리고, 

국에 에 지 련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에 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20) 국의 국내 셰일가스 개발은 이러한 국가에 지국의 기능 변화의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 국 앙정부와 앙정부 산하의 형 에 지 국유 기업들은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해외의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후 기술과 설비의 국산화를 

진 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을 통해 국의 국내 가스 생

산과 공 을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의 국내 셰일가스 개발이 상업 생산으로 

연결되어 국내 가스 생산과 공 이 늘어나면 국이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

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국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도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셰일가스는 사용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이 없기 

때문에 발개 가 시하는 지속가능 발 과 기후변화 응, 생태 환경 건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 기 때문에 발개 는 국내 셰일가스 개발 련 정책에도 국가에 지국

을 통해 극 으로 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셰일가스 개발 정책인 셰일가스 

개발 규획 (2016 – 2020)도 발개  산하 국가에 지국의 명의로 배포되어 국 각지의 

셰일가스 개발에 반 되고 있다. 한 재정부와 함께 국내 산업 발 과 셰일가스 련 

기술 진보, 개발 련 비용의 변화를 감안하여 앙정부 재정의 셰일가스 개발 보조  

지원 액수를 책정하고 있으며 앙정부의 재정부의 보조  지원을 받은 셰일가스 개발 

기업들의 년도 연차 보고와 당해 연도 셰일가스 개발 계획을 셰일가스 개발 로젝

트가 진행되는 지 지방정부 에 지 부문의 보고를 받으면서 각지의 셰일가스 개발 

황을 악하는 업무도 계속하고 있다.21)

2) 국토자원부, 재정부

국토자원부는 셰일가스 매장 여부와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의 지질 조건을 사

에 검하는 국 지질조사국을 산하 기 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 지질조사국의 사

19) 백계화⋅김윤권, “2013년 국 大部制 행정개 의 분석과 함의,”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4호 

(2014), p.466.

20) 백계화⋅김윤권 (2014), p.466.

21) 财政部⋅国家能源局, “财政部 国家能源局 关于页岩气 发利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4月17日 (2015),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wg2015/wg201505/201510/t20151016_15
07429.html (검색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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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셰일가스 개발과 채굴, 상업 생산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수 이고 

요한 부분이다. 그 기 때문에 국토자원부는 산하 기 인 국 지질조사국을 통해서 

국의 국내 셰일가스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앙정부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국토자원부 산하에 산 자원 매장량 평가 심의 센터(矿产资源储量评审中心)를 운 하

여 각지에서 측정한 셰일가스 매장량에 한 정보를 종합하고 연간 생산량을 측하여 

국 국내 셰일가스 공  계획에 반 하고 있다. 

재 국토자원부 부장(장 )인 장다 (姜大明)은 국공산당의 청년 조직인 공청단

(共青团)과 셰일가스의 상업 생산 가능성이 없는 산둥성(山东省)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국 체의 셰일가스 개발에 한 문성과 실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22)

이러한 어려움은 국 지질조사국 국장과 국토자원부 부부장 (차 )을 겸직하고 있는 

즈란(钟自然)이 해결해 주고 있다. 즈란은 허페이 공업 학 지질과에서 학사, 국 

지질과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받은 후 지질 산부와 국 산자원 원회에서 지질 조

사와 산 개발 련 업무를 수행했다.23) 국토자원부에서는 지질조사 사장, 수석 엔지

니어, 지질조사국 부국장을 역임한 후 차 과 지질조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24) 즈

란의 지질 조사, 산 자원 개발에 한 연구 역량과 실무 능력은 국토자원부가 국 

앙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련 실무 부처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재정부는 국의 국가 재정과 산을 담당하는 앙정부 부처로서 셰일가스 채굴과 

개발에 필요한 보조 을 지 하고 보조  사용 후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의 셰

일가스 개발 자  지원은 먼  셰일가스 개발 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보조

을 지 하고 기업들이 보조 을 사용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매년 3

월 말이 되기 에 셰일가스 개발 로젝트 보조 을 받은 기업들이 셰일가스 로젝

트 소재지 지방정부의 재정 부처과 에 지 주  부처에 당해 연도의 셰일가스 개발 계

획과 이용 수량, 년 보조 의 정산 보고, 가스정, 암심 분석 통계와 압열 시공 데이

터, 압열 시공 후 측정 데이터, 시범 채굴 데이터를 제출하는데 이 자료들은 로젝트 

소재지 재정 부처와 에 지 부처의 심사를 받은 후 로젝트 소재지의 재정 부처가 재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재정부의 자  지원 련 행정이 마무리된다.25)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 재정부 장 으로 근무했던 러우지웨이(楼继

22) 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姜大明 国土资源部部长、党组书记, 国家土地总督察,” (2013), 
http://www.mlr.gov.cn/zwgk/ldzc/jdm/ (검색일: 2016.10.29)

23) 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钟自然 国土资源部党组成员, 中国地质 查局局长、党组书记,” (2014),
http://www.mlr.gov.cn/zwgk/ldzc/zhongziran/ (검색일: 2016. 10. 29)

24) 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2014), (검색일: 2016. 10. 29)

25) 中华人民共和国国土资源部 (2014), (검색일: 201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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伟)는 국 사회과학원에서 기술경제와 수량경제을 공하여 석사 학 를 받고 국무원

과 사회과학원에서 거시경제와 시장 가격, 상하이 시에서 경제체제 개  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 러우지웨이는 국 앙정부의 융 투자 련 공기업인 국투

자유한책임공사와 후이진의 이사장,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국 서남부의 궤이 우

성 부성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국의 셰일가스 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  지원

과 각 지역의 셰일가스 개발 지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26) 동년 11월 7일

부터 재정부 장 으로 근무하는 샤오지에(肖捷)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부 차

으로 근무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세무국장으로 근무한 세무와 재정 행정 

문가로서 셰일가스 개발 보조 의 진  축소를 지속 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27)

3) 국유 기업들

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양  에 지 기업인 국석유와 시노펙(中国石化)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국유기업 주도로 셰일가스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민  기업들 

에서 자원 채굴, 개발에 필요한 막 한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고 자원 

개발이 실패했을 경우 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석유와 시

노펙은 충칭 푸링, 쓰촨성 창닝 등지의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지의 지방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여 각지의 셰일가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28) 이러한 국유 기업 

심의 셰일가스 개발은 2015년 12월 시노펙의 충칭 푸링 가스 의 셰일가스 개발, 생산

으로 가시 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시노펙과 국석유는 자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 이 충분하고 필요할 경우 앙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재정부와 정책 은행인 국가

개발은행의 규모 자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국유 기업들의 

강 은 국의 셰일가스 개발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6) 러우지웨이는 1995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구이 우성 부성장을 역임하 다. 1998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재정부 차 과 당조 부서기로 근무하 고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무원 사무차장과 

국가외환투자공사 비조 조장을 역임하 다. 그가 비조 조장을 맡은 국 투자유한책임공사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사장과 당 서기를 역임하 고 2008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앙 후이진 투자유한책임공사의 당 원회 서기와 이사장을 역임하 다. 

27) 재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셰일가스 개발 보조 은 ㎥당 0.3 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당 0.2 안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15). “页岩气补贴: 政策撬动能源结构 整”, 中华人民共和国 财政部, 6月23日.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1506/t20150623_1259490.html(검색

일:2015.12.27)

28) 国家能源局, “国家能源局关于印发页岩气发展规划(2016-2020年)的通知,” (2016), 9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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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셰일가스  소재지 지방정부

셰일가스  소재지의 지방정부는 셰일가스 개발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맡고 있다. 우선 련 정책을 총 하는 앙정부 발개 , 앙정부 차원에서 셰일가스 

탐사와 개발 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자원부와 행정 인 조를 통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면서 앙정부와 함께 셰일가스 개발 련 정책을 추진한다. 한 국 서남부에 

치한 장시성(江西省) 정부처럼 지방정부 단독으로 할 행정 구역의 셰일가스 개발 

탐사, 개발, 이용에 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도 한다.29) 

둘째, 소재지의 자원 개발에 직  참여하는 국유 기업들과 력 련 의서를 체결

하여 기업들이 련 업무를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들과의 

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 에 필요한 산업 발 을 도모한다. 컨  충칭시는 2016년 

5월 19일에 시노펙, 동월 20일에 국석유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2016 – 2020) 동

안 략  력 의서를 체결하면서 셰일가스 개발, 생산에만 만족하지 않고 셰일가스

를 활용한 천연가스 가공, 화학공학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충칭시의 지역 경제 발

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30) 

Ⅲ. 국의 셰일가스 개발, 생산 성과와 가능성

1. 국 기업들의 셰일가스 상업 생산 성과와 상업 생산의 가능성

국 기업들은 셰일가스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쓰촨 분지와 타림 분지에서는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충칭에서는 2015년 12월 셰일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궤이 우성 이에서도 셰일가스 생산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1) 충칭 푸링 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 개시

2012년 국 시노펙은 충칭 푸링 자오스빠(焦石坝)에서 높은 생산량을 지닌 셰일가

스 자오 (焦页)1HF를 발견하 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4월 9일에 충칭시 정부

는 자오  1HF를 셰일가스 개발에 공헌한 가스정으로 선정하 고 국 최 의 1,000

29) 장시성 정부는 장시성 셰일가스 탐사, 개발, 이용 계획(江西省页岩气勘探、 发、利用规划 2011-2020
年)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실행하고 있다.
http://news.cnpc.com.cn/system/2016/05/18/001593069.shtml (검색일: 2016.9.23)

30) “ 政府与中石油中石化签署 “十三五”时期战略合作协议,” 重庆 政府网 (2016), 5月 21日.
http://www.cq.gov.cn/today/news/2016/5/21/1437006.shtml (검색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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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 규모의 셰일가스 (충칭 자오스빠 셰일가스 )을 확인하 다.31) 2015년 말까지 

집계한 자오스빠  주변지역의 셰일가스 지질 매장량의  합계는 3,805.98x108㎥
에 달한다.32) 2015년 12월 시노펙은 국 서부의 직할시인 충칭의 푸링 가스  개발

에 성공하여 상업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33) 푸링 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의 성공

은 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셰일 가스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

히 푸링 가스 은 시노펙이 자체 개발한 설비를 이용해 셰일가스 채굴과 생산에 성공

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34) 2015년 완성된 가스정 120구, 생산

에 들어가는 가스정 91구, 신축생산능력 25x108㎥에 달한다. 한 1기 건설시기 생산

건설  시추 가스정은 290구에 달하며, 생산에 들어가는 가스정 180구, 생산능력 

50x108㎥/a에 육박하며, 재 일일 가스 생산량은 1,550 x 104㎥이며, 2020년에는 계획

생산량 100x108㎥을 달성하고자 한다.35)

2) 구이 우성 이 안  가스정, 샨시성 안

2016년 국의 신규 상업용 셰일가스 개발 생산의 가능성은 국 서남부에 치한 

구이 우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년 7월 7일 앙정부 국토개발부 산하의 국 지질

조사국은 베이징에서 구이 우성 셰일가스, 석유 가스 조사에 한 토론회를 개최하면

서 구이 우성(贵州省) 이시(遵义 )의 우링산(武陵山) 지구에 치한 안 (安页) 1 

가스 에서 1,000억 ㎥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을 공개하 다.36)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난 8월 18일에는 안  1 가스정의 소재지 지방정부인 구이 우성 이시 

정안  정부와 구이 우성 치엔넝 셰일가스 개발유한공사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빠르면 

2016년 10월에 안  1정의 셰일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망한 바 있다.37) 비록 

재까지 구이 우성 이의 안  가스정에서 셰일가스의 상업 생산에 들어가지는 못

31) 重庆 人民政府, “重庆 人民政府关于命名涪陵页岩气田中石化焦页1HF井 “页岩气 发功勋井”的
决定”, (2014), 4月 9日.
http://www.cq.gov.cn/publicinfo/web/views/Show!detail.action?sid=3848592(검색일: 2016.5.21)

32) 许坤⋅李丰⋅姚超⋅吕雷, “我国页岩气 发示范区进展与启示,” 石油科技论坛 第1期 (2016), p.45.

33) “重庆涪陵页岩气田50亿立方米产能是如何炼成的,” 新华网 (2015), 12月28日.
http://www.cq.xinhuanet.com/2016-01/06/c_1117680824.htm (검색일: 2015.12.21)

34) 新华网 (2015), 12月28日. (검색일: 2015.12.21)

35) 许坤⋅李丰⋅姚超⋅吕雷 (2016), p.45.

36) 常钦, “贵州发现大型页岩气油气田 估算储量千亿立方米,” 人民日报 (2016), 7月12日. 
http://news.xinhuanet.com/energy/2016-07/12/c_129139208.htm (검색일: 2016.8.12) 

37) “贵州正安页岩气首井10月有望投产,” 中國能源网 (2016), http://www.cnenergy.org/yq/fcg/201608/
t20160822_360182.html (검색일: 2016.8.18) 



조정원⋅김연규⋅임유정 ∥ 23

했고 국 앙정부 국가에 지국의 타당성 평가 통과 지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국 서남 지역의 복잡한 지질 구조에서의 셰일가스 개발, 생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 앙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자원부는 

2016년 11월 16일 략 산 개발에 한 기자회견에서 안  가스정 사례를 최근의 

국 국내 셰일가스 개발 가능성을 드러낸 최신 사례로 소개하기도 하 다.38)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안  가스정에서 셰일가스 상업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국의 지방정부

와 지방정부 산하 기업으로서 최 로 셰일가스 개발, 생산에 성공하는 사례가 될 것이

다. 한 이를 심으로 구이 우성 내 1천만 명의 가정용, 공업용, 농업용 가스 수요

를 충당하게 되면서 구이 우성의 경제 발 과 이시 내 빈민 거주 지역의 빈곤 탈출

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다. 구이 우성의 2015년 기  1인당 국내총생산은 

29,847 안 (약 499만 7,581 원) 으로 국 남방의 제조업 심이자 각 성별 1인당 국

내 총생산 1 인 둥성 (67,500 안, 약 1,130만 2,200 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

며 셰일가스가 먼  생산되기 시작한 충칭의 52,549 안 (약 879만 8,804 원)보다도 

낮은 수 이다. 이와 같이 국 내에서 상 으로 경제가 낙후된 구이 우성에서 셰일

가스가 생산, 매되면 경제발 에 필요한 에 지의 보다 안정 인 공 을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안  1정의 소재지인 구이 우성 이시의 우링산 지구는 이시 내에서

도 경제 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아울러 안  1정에서 계획 로 2016년 10월부터 셰일

가스 생산과 매가 가능해지면 우링산 지역 주민들이 경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실제로 우링산 지역을 할하는 정안  지방 정부에서는 2억 

안의 셰일가스 빈곤 탈출 기 을 조성하여 경제 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생

활 수  향상을 돕고 셰일가스 련 산업의 발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효과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성 서기로 근무하던 시기에 시진핑을 

보좌했던 천민얼(陈敏 )이 2012년 구이 우성 공산당 서기로 취임한 이래 추진하고 있

는 지역 경제성장 드라이 가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샨시성(陕西省) 안(延安)은 샨시 창 석유(陕西延长石油)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콘티넨탈 셰일 가스를 발견하 고 한 개 홀에서 쇄 테스트를 한 결과 

셰일가스가 하루 2,000㎥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측되었다.39) 2011년 국 앙정부

가 안을 셰일가스 고효율 시범개발 기지로 지정하면서부터 샨시 창 석유는 4,000

38) 国土资源部, “国土资源部: 金、铅、 等6种矿产提前完成10年找矿目标,” 新华网 (2016), 11月16日.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6-11/16/c_129366173.htm (검색일: 2016.11.16)

39) Shiwei, Yu, “Evaluation of socioeconomic impacts on and risks for shale gas exploration in China.” 
Energy Strategy Reviews, Volume 6 (201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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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범 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13일에 국토개발부 문가들의 

심의를 통과하 다.40) 

Ⅳ. 국의 셰일가스 개발의 동인

1. 기후변화  기오염 문제 해결을 한 정책 수단

2015년 12월 12일 기후변화 약 당사국 총회에서 리 의가 채택되면서 화석연

료에서 청정 연료로의 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한 비화석 연료에 한 연구 

개발이 시 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앙정부는 화력발 과 난방에 사용되

면서 기 오염 유발의 직 인 원인 의 하나로 지 되고 있는 석탄의 소비를 진

으로 이고 청정 연료인 가스 소비는 늘리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의 수도 

베이징의 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스의 이용 확 가 가장 실 인 기 오염 

완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가스 개발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 

앙정부는 2013년 9월에 국 정부는 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

까지 신규 천연가스 수송 능력을 1,500억㎥ 이상으로 늘려서 베이징과 텐진, 장강  

주강 삼각주 등 동부 연해의 도시 심으로 가스 보 을 확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

고 2016년 10월의 온실가스 배출 행동 방안에서도 셰일가스의 극 인 개발을 언

한 바 있다. 따라서 셰일가스의 개발은 기후 변화  기 오염 문제 해결을 한 

응을 한 천연가스 보  증 를 진하기 해 진행되고 있다.

2. 셰일가스 개발을 통한 국내 가스 공 량 증 의 필요성

국은 매년 이 라인과 선박을 통해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국

의 해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이 라인으로는 앙아시아 – 국 가스 과 미얀마 – 
국 가스 이 있다. 그  앙아시아 – 국 가스 은 2009년 12월에 1기 가스 이 

개통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2기, 3기 가스 이 추

가로 개통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도 수입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

40) “延长页岩气高效 发示范项目通过验收,” 陕西延长石油(集团)有限责任公司 (2016), 12月 14日.
http://www.sxycpc.com/ycinfo.jsp?urltype=news.NewsContentUrl&wbtreeid=1012&wbnewsid=6
2175 (검색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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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스탄의 천연가스는 매년 국의 이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량의 77%를 

과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의 최  천연가스 수입국으로서 자리잡고 러시아로부

터의 천연가스 수출 의존을 탈피하는 데 기여하 다.41) 앙아시아 – 국 가스  외에

도 미얀마- 국 가스 도 2013년 1월에 완공되었고 2015년 6월에 개통하여 미얀마의 

천연가스를 국 서남부의 난성(云南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스 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량의 증 로 선박을 통해 해외 천연

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일 수 있게 되었다. 

종류

2014 

수입량

(단 : 

만 톤)

2014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5

수입량

(단 : 

만 톤)

2015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6 

수입량

(단 : 

만 톤)

2016 

수입액

(단 : 

억 달러)

천연가스 2,302.3 116.14 2,468.4 96.9 2,797.48 75.5

자료: 국세

<표 3> 이 라인을 통한 국의 천연가스 수입 (2014년–2016년)

국가

2014

수입량

(단 : 

만 톤)

2014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5

수입량

(단 : 

만 톤)

2015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6 

수입량

(단 : 

만 톤)

2016 

수입액

(단 : 

억 달러)

투르크메니스탄 1,874.3 94.41 2,040.2 76.81 2,163.5 54.8

우즈베키스탄 178.7 7.99 113.4 3.71 316.48 6.9

미얀마 220 13.22 288.4 15.88 286.07 13.27

카자흐스탄 29.1 0.51 26.2 0.49 31.4 0.56

자료: 국세

<표 4> 이 라인을 통한 국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입 (2014년–2016년)

선박을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에 있어서 국은 수입선의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42)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의 LNG 수입량과 수입액을 

41) 국의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입량은 2014년 국의 이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량의 

81.4%(수입액: 81.3%), 2015년 수입량의 82.6% (수입액: 79.3%),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량

의 77.8% (수입액: 73.2%)를 차지하 다.
자료: 국세  (中国海关), http://www.haiguan.info (검색일: 2016.11.23)

42) 국의 LNG 수입국은 2014년 17개국, 2015년 15개국,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5개국이었다. 
자료: 국세  (中国海关), http://www.haiguan.info (검색일: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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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면 지속 으로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라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심으로 천연가스 수입량이 매년 2,000만 톤을 넘

어서면서 선박을 통한 LNG 수입량을 늘리기 한 노력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이 

향을  것으로 보인다. 

종류

2014

수입량

(단 : 

만 톤)

2014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5

수입량

(단 : 

만 톤)

2015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6

수입량

(단

: 만 톤)

2016

수입액

(단 : 

억 달러)

LNG 1,984.7 122.3 1,965.1 88.54 2,606 89.35

자료: 국세

<표 5> 국의 LNG 수입량 (2014년–2016년)

최근 2년 9개월 동안 매년 100만 톤 이상의 LNG를 국으로 수출한 나라는 호주, 

카타르,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이다.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한 LNG의 양은 2014

년 국의 체 수입량의 약 81%, 2015년 약 83.8%, 2016년에는 약 85.7%를 차지하

다.

국가

2014

수입량

(단 : 

만 톤)

2014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5

수입량

(단 : 

만 톤)

2015

수입액

(단 :

억 달러)

2016 1월 - 9월

수입량

(단 : 

만 톤)

2016 1월 -9월

수입액

(단 : 

억 달러)

카타르 673.5 62.6 481.3 28.16 496.9 20.85

호주 381.1 7.24 553.8 16.32 1,197.7 37.48

말 이시아 299.3 13.2 325.2 14.16 258.7 8.25

인도네시아 255.5 8.34 286.6 12.47 278.9 9

자료: 국세

<표 6> 국의 주요 LNG 수입국 (2014년–2016년)

2015년과 2016년까지 푸아뉴기니아도 매년 100만 톤 이상의 LNG를 수출하

다.43) 2016년 8월에는 미국의 LNG도 선박을 통해 둥으로 들어오면서 국 앙정

43) 푸아뉴기니아는 2015년 약 158만 6,000 톤 (약 8억 3,700만 달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212만 8,924 톤 (약 7억 5,172만 달러)의 LNG를 국에 수출하 다. LNG 가격이 반 으로 

낮아지면서 2016년의 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2015년의 수출량을 약 54만 톤 가량 과하 다.



조정원⋅김연규⋅임유정 ∥ 27

부는 천연가스 수입선의 다변화에 해서는 더 이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석탄 사용을 좀 더 이려면 더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공 해야 하는데 이를 

보다 안정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해외에서의 천연가스 수입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

다는 국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과 공 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국내 셰일가스 의 개발을 통한 셰일가스 생산은 국의 국내 천연가스 공  증

에 직결될 수 있다.

Ⅴ. 국의 셰일가스 개발의 장애 요인

국 앙정부와 국유 에 지 기업들이 셰일가스 개발을 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임

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을 가속

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미국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셰일가스 개발 조건

국에서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들은 매장층이 깊다. 그 기 때문에 미국의 

수압 쇄법이나 수평시추 기법을 활용하고 시노펙에서 자체 개발한 설비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들은 장강(长江)과 지리 으로 멀지 않은 충칭을 제외하고는 국의 동부 연

해 지역에 비해 물이 부족하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제약은 셰일가스 개발을 빠른 속

도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셰일가스는 한 공구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물은 400만 배럴이 소요된다. 국의 셰일가스 매장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서도 그 정도의 물이 사용하여 많은 곳을 한꺼번에 개발할 경우 심각한 물 부족을 

래할 가능성이 있다.44) 게다가 타림 분지는 물 부족과 함께 지형도 깊이 매장되어 있

는 셰일가스를 개발하기에 험하기 때문에 국이 재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셰일가

스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국 남방 지역도 셰일가스 자원의 보존 상태, 

성숙도, 깊이, 가스분포 매칭 조건, 시장 개선 정도, 그리고 이 라인 등의 결합 조건

이 미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료: 국세 (中国海关), http://www.haiguan.info (검색일: 2017.02.10)

44) 김연규, “ 국의 셰일 명과 동북아 에 지 력 패러다임의 환,” working paper 2호 (2012),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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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내용 미국 해성층 셰일 국 남방 해성층 셰일

면   

지질조건

보존상태
약 77 X 104㎢: 구조안정

(10∼20) X 104㎢: 구조 운동 강렬, 

보존상태 나쁨

매칭조건 천연가스와 같이 존재 천연가스와 분리

개발조건 깊이 1000∼3000m: 

부분 평원

깊이 1500∼4000m: 

부분 산지, 구릉

수자원과 인구 풍부한 수자원 

작은 인구 도

상 으로 부족한 수자원

큰 인구 도 

기술조건 성숙된 기술과 기술시장 미성숙된 기술과 기술시장

정책  시장과 소유제

시장 개방, 

토지와 탐사권 소유제 

일치

시장 미개방, 

국가의 토지 공유제 운 으로 인한 

토지와 탐사권 소유제 불일치, 

셰일가스를 단독 산자원으로 분류

부 조건

조 한 가스 이 라인 네

트워크,생산/공 / 매 

수요 만족

가스 이 라인 네트워크 

: 구축 진행 단계

자료: 

许坤⋅李丰⋅姚超⋅吕雷, “我国页岩气 发示范区进展与启示,” 石油科技论坛 第1期 (2016), p.46.

<표 7> 국 남방 지역과 미국의 해성층 셰일가스 탐사⋅개발 조건 비교

2. 자원 개발 서비스 기업의 부재와 셰일가스 개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상술한 바와 같이 국은 셰일가스 개발을 형 국유 에 지 기업들인 국석유와 

시노펙을 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여러 소기업들이 셰일가스 개발에 참

여하면서 상업화를 가속화하는 것과는 조 인 패턴이다. 특히 국에는 소규모 시굴 

기업과 자원 개발의 특정 업무를 담하는 서비스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45) 그 기 

때문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셰일가스 채굴 지역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국 해양성 셰일가스의 일부분은 상업 으로 개발이 실 되었지만 더 넓은 

범 의 심화 연구가 부족하다. 륙성 셰일가스는 상업  개발의 가능성과 상업 망이 

불확실하다. 해양과 륙의 경계에 있는 석탄 계열의 셰일가스의 이용 망 역시 심화

된 연구가 필요하다.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셰일가스의 기술  난 을 극복하고, 안

정  측면에서 기 형성을 이루었지만, 3,500m 정도 깊이의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기

45) 푸쥔, “ 국서도 셰일가스 명 가능할까?,” ‘이코노미인사이트’ 39호 (2013), p.52.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882 (검색일: 201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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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 은 높지 않다. 재까지 국의 셰일가스 개발 업체들은 1개의 랫폼 당 4∼6

구의 수평가스정 시추 표 화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학 인 측면에서, 

국은 1,500∼2,000m 수평 단면 굴착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스정입구의 궤 을 통

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수평시추  수압 쇄의 기 형성을 이루긴 했지만

(기술이름: 初步形成长水平段可钻式桥塞多级体积压裂技术), 큰 면 의 그물 같은 틈을 

형성하기 어렵다. 

한 단  가스정 개발 비용이 미국에 비해 높은 도 개선이 시 한 문제이다. 

재 쓰촨성의 해양성 셰일가스 단 가스정 개발을 한 비용은 6,000만 안에서 8,000

만 안으로 미국에 비해 3∼4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에 2015년 11월 18

일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2015년 11월 20일부터 비거주자(생활용도가 아님)가 가스를 

사용할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당 0.7 안으로 낮추었다. 이처럼 국 정부가 셰일가스

의 보조 과 가스 가격을 조정하여 낮추게 되면서 셰일가스의 생산 원가 리에 어려

가스 가격

단  가스정 

종합비용

(만 元)

내부수익률

(%)

단 가스정 

EUR(108㎥)

수익과 

험 분석
비고

1.19+

보조

8,000
8 1.16

수익 없음

재 수평 단

가스정 평균 

EUR 0.76 X 

108㎥

0 0.9

6,000
8 0.87 자

0 0.67 균형

5,000
8 0.73 한계

0 0.56 이익

3,000
8 0.44 이익

0 0.34 비교  좋음

1.19

(보조  X)

8,000
8 1.72

수익 없음
0 1.34

6,000
8 1.29

수익 없음
0 1

5,000
8 1.08

수익 없음
0 0.83

3,500
8 0.75 한계

0 0.58 이익

자료: 许坤⋅李丰⋅姚超⋅吕雷, “我国页岩气 发示范区进展与启示,” 石油科技论坛 第1期 (2016), 

p.47.

<표 8> 가스가격  단 가스정 종합비용 계 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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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발생하 다. 가스가격과 재정 보조 이 하락된 상황에서 만약 셰일가스의 출하가

격이 1.19 안/㎥이고, 국 정부가 지속 으로 0.3 안/㎥의 보조 을 지원한다면, 

재 생산량과 체감법칙에 따라 단 가스정 종합비용이 6,000만 안까지 내려가야 비로

소 손익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5,000만 안까지 내려가면 내부 수익률은 8%에 달할 

것이며, 수익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 앙정부가 보조 을 지원하지 않는

다면, 단 가스정의 종합비용을 3,500만 안 이하로까지 내려야 내부 수익률 8%에 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시범구의 셰일가스 실질 생산 상황을 보면, 평균 단 가스정 기 생산량이 6 

x 104㎥되며, 기 체감률이 60%에 달하고, 후기 체감률은 0%∼2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13.5규획 기간에 새로운 돌 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생산규율  재 투

자수 에 따라, 2020년에 300 X 108㎥ 생산목표를 실 하고, 매년 약 119 x 108㎥ 의 

새로운 신축 생산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를 해 신규 투자를 약 300억 안을 

늘려야 한다. 한 13차 5개년 규획 기간 (2016년 – 2020년) 동안 투자 1,500억 

안, 생산량이 200 x 108㎥에 달하더라도 950억 안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 상기 서

술한 분석에 따라, 단  가스정 비용이 폭 감소하지 않은 제하에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설정한 목표는 지나치게 낙 이다. 그 기 때문에 장기 인 유가 상황 

하에 국의 국유 기업들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설정한 목표를 효과 으로 달

성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생산량, 노동량  투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생산량(108㎥)

2015년 

기존가스정 

생산량

40 32 28.8 28.8 28.8 28.8

합계 40 150.8 195.1 233.1 267.4 301.6

신축 생산능력

(108㎥)
0 119 119 119 119 119 595

탐사정(口) 0 600 600 600 600 600 3000

투자(亿元) 0 300 300 300 300 300 1500

자료: 许坤⋅李丰⋅姚超⋅吕雷, “我国页岩气 发示范区进展与启示,” 石油科技论坛 第1期 (2016), 

p.48.

<표 9> 2020년 국 셰일가스 연간 생산량 

(300 X 108㎥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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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와 앙정부의 보조  축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1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

격은 배럴당 29.53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 ICE 거래소에서 트유 4월 인도분 가격

은 날보다 4.51% 오른 배럴당 29.91달러를 기록했다.46) 이와 같이 30달러 미만으로

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 국제 원유 가격은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와 증산으로 국제 인 

원유 공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낮은 가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원유를 심으로 운 되는 에 지 기업들은 원유 매 수익 감소로 인한 타격에 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기 해 국의 3  주요 에 지 

국유 기업 의 하나인 국해양석유공사는 2016년 1월 19일 홍콩에서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동년 원유 생산량을 년 비 2%에서 5% 인 4억 7,000만∼4억 8,500

만 배럴로 조정할 계획을 공개하 다.47) 그리고 2016년 9월 말에는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은 원유 생산량 감소에 합의한 바 있지만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제 로 이행되지 못했다.48) 석유수

출국기구 회원국들 간의 원유 감산 합의가 제 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국제 원유 가격

는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로의 회복을 기 하기 어렵게 되었다. 2016년 12월 27일 

기  두바이 원유 물 가격은 배럴당 52.72 달러, 트유 선물 가격은 56.09 달러

를 기록하 다.49) 배럴당 60달러 미만의 원유 가격으로는 외국의 민  에 지 기업들

이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외국 에 지 기업들

의 원유 매 수익이 증 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국 국유 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은 기업들의 탐사권 획득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코노코필립스는 2015년 7

월 쓰촨성에서 국석유와 진행하던 셰일가스 구 탐사 작업을 포기했다.50)

46) 송 , “국제 유가 상승 마감… 가매수세 유입되며 30달러 회복 앞,” ‘비즈조선’ (2016), 1월 22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2/2016012200461.html?main_hot3 (검색일: 2016. 
1. 22)

47) 박만원, “‘ 유가에 더 이상 못버텨’ 中 형석유기업 첫 감산,” ‘매일경제’ (2016), 1월 21일, 12면.

48) 정성호, “국제유가 다시 오를까…이달 말 OPEC 총회 결과 주목.” 연합뉴스 (2016), 11월 1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142000003.HTML?
input=1195m (검색일: 2016. 11. 17)

49)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일일 국제 유가,” 12월 27일 (2016), p.1.

50) “ConocoPhillips Halts Sichuan Shale Gas Talks With PetroChina,” Bloomberg website (2015), 
Jul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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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앙정부가 2016년부터 보조 을 차 축소할 계획인 것도 외국 기업들

의 국 셰일가스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국 앙정부의 셰일가스 보조 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입방미터 당 0.3 안, 2019년과 2020년에는 입방미터당 0.2

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방미터 당 0.4 안보다 축소되기 때문이다.51) 보

조 이 계획 로 축소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기 개발 비용에 한 보조가 

어들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 게 되

면 국의 주요 에 지 국유 기업들이 심이 되어 단독 개발을 해야 하는 공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화, 생산량 증 의 속도는 빨라지기 어려울 

수 있다. 

Ⅵ. 결론  망

국은 시노펙의 주도로 충칭의 푸링 가스 의 개발과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푸링 가스 은 시노펙이 자체 개발한 설비를 이용해 셰일가스 채굴과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52) 국이 푸링 가스  이외에도 형 국유 

기업들을 심으로 셰일가스 을 지속 으로 개발되어 셰일가스를 안정 으로 생산하

게 되면 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환에 몇 가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의 자원 개발과 이에 연동되는 산업의 발달이 가능하다. 셰일가스를 지속 으로 생

산하기 해서는 추출뿐만 아니라 운송, 하역, 장비 제공 등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따

라서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련 서비스 산업의 발달  확 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

째,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련 기술의 개발을 통한 기술 진보도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국에는 여 히 미개발 상태인 가스 들이 많이 남아 있고 세계 최 의 셰일가

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도 향후 국의 셰일가스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국이 기술 습득을 해 규모 투자를 했음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22/conocophillips-halts-shale-gas-talks-with-cn
pc-for-sichuan-field (검색일: 2015. 12. 21)

51) 中华人民共和国 财政部, “页岩气补贴: 政策撬动能源结构 整,” 6月23日 (2015).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jb/201506/t20150623_1259490.html
(검색일:2015. 12. 27)

52) “重庆涪陵页岩气田50亿立方米产能是如何炼成的.” 新华网 (2015), 12月28日.
http://www.cq.xinhuanet.com/2016-01/06/c_1117680824.htm (검색일: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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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 유출을 차단하여 국 기업들이 자체 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국 앙정부는 보조 을 차 

여 나갈 계획이며 쉘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들이 국 셰일가스 개발에 직  참여

할 곳들을 찾기 힘들다.그 기 때문에 시노펙과 국석유 등의 형 에 지 국유 기업

들을 심으로 하는 규모 투자의 지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리스크 리와 투자 

자  동원, 설비와 기술의 국산화 문제로 인하여 국유 기업 심의 개발 패턴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 기업 심의 투자 패턴을 유지하여 안정 인 투자를 추진하더라도 국 앙정

부와 국유 기업들은 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셰일가스 한 공구 개발에 

400만 배럴이 필요한데 이는 국 앙정부가 물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규모 수로 

공사나 수자원 공  설비에 한 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

려울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국의 셰일가스 매장층이 깊기 때문에 이를 

채굴,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미국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

므로 향후 2,3년 이내에 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상업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로벌 천연가스 시장과 원유 시장에 향을 미칠 변수가 되기는 어

려울 망이다. 국 앙정부와 에 지 국유 기업들은 해외로부터의 이 라인과 선

박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통해 자국에 천연가스를 안정 으로 공 하면서 셰일가스 

개발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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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le Gas Development in China: Focusing on Policy, 

Current Situation, Drivers, and Obstacles

Jungwon Cho / Hanyang University

Younkyoo Kim / Hanyang University

Yoojeong Lim / Hanyang University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major national energy companies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hale gas. Consequently, Sinopec began producing commercial shale 

gas in the Fuling gas fields of Chongqing. Demand for replacing coal, which causes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ssues, and the necessity of increasing domestic gas production 

drove the development shale gas in mainland China.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to 

speeding up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in China. First, the deposits of shale gas in China 

are found deeper than in the United States. This requires Chinese national energy companies 

to spend huge amounts of money and more time to mine shale gas. Second, a significant 

amount of shale gas occurs in the western part of China where there is not sufficient water. 

For this reason, unless China’s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onstruct a large waterway 

or public water supply facilities, they will be unable supply water to mine shale gas in this 

area. Third, foreign energy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participating and investing in shale 

gas projects in China due to low oil price and decrease of crude oil revenue. Moreover, 

China’s central government has reduced the subsidy for domestic shale gas development. 

Therefore, China will face difficulty in the large-scale production of shale gas in two or 

three years. Thus, Chinese shale gas cannot be a variable to affect the global natural gas and 

international oil markets.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energy companies together 

will import natural gas by pipelines and ships for domestic shale gas development.

Key words: China, Shale gas Development, Central Government, National Energy 

Companies, Policy, Drivers,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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