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셰일가스 "13차 5개년" 발전계획

 

미국의�셰일가스�혁명이�국제�천연가스�시장�및�세계�에너지구조에�큰�영향을�미쳐�세계�주요�

자원국가는�모두�셰일가스�탐사개발�역량을�확대하였다.�12.5기간에�중국은�셰일가스�탐사개발

에서�획기적인�성과를�창출하여�북미주�이외에�최초로�규모화�상용개발을�실현한�국가가�되어�

13.5기간�산업화�발전을�위한�단단한�기반을�조성하였다.�시진핑�총서기가�중앙재정지도팀�제6

차회의에서�제시한�에너지�공급혁명·소비혁명·기술혁명·체제혁명�추진�관련�지시정신에�따라�셰

일가스�탐사개발�본격화,�청정에너지�공급�증가,�에너지구조�조정�및�고도화,�국민�생활수준의�

꾸준한�향상과�그린�저탄소�환경건설의�수요충족을�위해�동�계획을�제정하였다.�동�계획은�지도

적�계획이며,�기간은�2016년부터�2020년까지이고,�2030년을�전망하였다.

1. 계획 배경    

가. 발전기반   

중국의 셰일가스자원은 풍부하며, 12.5기간 연구 및 모색을 통해 남방의 해양 셰일가스(marine 

shale gase)자원은 규모화 개발을 실현하였다. 셰일가스 개발 핵심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

하고, 공정 장비는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셰일가스 광업권 관리, 대외협력과 정책지원 등 분야에

서는 중요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내 셰일가스산업은 시작이 양호하고 12.5계획의 

예정 목표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   

1) 자원 평가   

셰일가스 기초적인 지질조사 평가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었으며, 10개 목표구역을 확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구역의 new sequence에서 중요한 발견을 이룩하고, 남방의 Lower-Paleozoic 지층

은 최근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의 주력 지층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차기 상용성 탐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국토자원부의 자원평가 최신결과, 중국 전역 셰일가스 기술로 채굴가능한 자

원량은 21.8조 ㎥이며, 그중 해양은 13조 ㎥, 해양과 육지 과도 퇴적상은 5.1조 ㎥, 육지는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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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탐사개발     

중국 내에 설치한 셰일가스 탐광권은 44 개이고, 면적은 14.4만 ㎢이다. 최근 연간 탐사개발을 

통해 쓰촨성 분지 및 주변의 대규모 셰일가스정에서 양호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규명하였다. 어얼

둬스분지의 트라이아스기 육지 셰일가스 지층에서도 가스를 탐사했다. 2012년에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와 에너지국은 창닝-웨이위안(長寧-威遠), 자오퉁(昭通), 푸링(涪陵) 등 3개 국가급 해양 셰

일가스 시범구와 옌안(延安) 육지 국가급 셰일가스 시범구의 구축을 허가하고, 셰일가스 기술연구, 

생산실천과 체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시노펙, 페트로차이나(CNPC) 등은 셰일가스 탐

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급 셰일가스 시범구 구축을 추진하고, 쟈오예(焦頁) 1호정 등 

일부 셰일가스정을 발견하였으며, 푸링, 창닝-웨이위안과 자오퉁 등 국가급 시범구 내에서 셰일

가스 규모화 상용개발을 실현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확인된 셰일가스 지질 매장량은 누

계 5,441억 ㎥이며, 2015년에 중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은 45억 ㎥이다.  

3) 과학기술 연구   

국가는 셰일기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국가에너지셰일가스연구개발(실

험)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대형 유전과 가스전 및 석탄층가스 개발’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

젝트에 ‘셰일가스 탐사개발 핵심기술’연구프로젝트를 설정하고, 973계획에 ‘남방의 고생계 셰

일가스 보존 메커니즘과 자원 잠재력 평가’와 ‘남방의 해양 셰일가스 고효율 개발 관련 기초연

구’ 등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각 분야 기술에 대한 모색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시노펙과 페트

로차이나 등 관련 기관도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산간지역의 소형 셰일가스정 공장, 파쇄압력

(crack pressure) 등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3000형 파쇄압력 차량 등 자체 지

적재산권 보유 장비를 개발하였다. 12.5기간 연구를 통해 중국은 이미 3,500 m 이하의 해양 셰일

가스 탐사개발 기술을 장악하여 중국 셰일가스산업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였다.    

4) 정책메커니즘     

2012년에 재정부와 국가에너지국은 셰일가스 개발이용 보조금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2-2015년 중앙재정은 1 ㎥당 0.4 위안의 표준에 따라 셰일가스 채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

다. 2015년에 동 두 개 부처는 13.5기간에도 셰일가스 개발이용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재정의 보조

금정책을 적용한다고 확정하고, 보조표준을 2016-2018년에 1 ㎥당 0.3 위안으로, 2019-2020년

에 1 ㎥당 0.2 위안으로 조정하였다. 2013년에 국가에너지국은 <셰일가스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산업 감독규제, 시범구 건설, 기술정책, 시장과 운송, 절약이용과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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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유도하여 셰일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12.5기간에 셰일가스 합자 공동개

발 신규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였으며,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는 지방기업과 각각 합자기업을 설

립하고, 충칭 푸링, 쓰촨 창닝 등 셰일가스지역을 개발하였다.

나. 발전추세   

13.5기간에 중국은 경제발전 뉴노멀 시대에 에너지구조의 꾸준한 조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천

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셰일가스 대규모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

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중국의 셰일가스산업은 초기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며, 불확정 요인과 도

전도 많다.     

1) 발전기회   

국가의 발전전략과 정책적 유도는 셰일가스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2015년

에 천연가스가 중국 내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은 5.9%로서, 세계 평균치 24%와 큰 격차

가 존재한다. 중국이 대기오염방지를 강화하고 청정 저탄소 발전전략과 도시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천연가스는 에너지구조 조정 및 최적화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무원판공청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에서는 2020년까지 천연가스가 중국

의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셰일

가스 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에너지 발전추세에 적합하다. 

풍부한 자원기반과 양호한 산업발전 개시는 셰일가스 발전을 위한 단단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12.5기간에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남방의 해양지층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쓰촨분지의 

셰일가스는 규모화 상용개발을 실현하였으며, 기타 많은 지역에서도 산업 테스트 기류를 획득하였

고, 남방의 해양 Longmaxi층 셰일가스 자원 및 개발 잠재력은 이미 규명되었다. 쓰촨분지의 심층 

해양 셰일가스, 어얼둬스분지의 육지 셰일가스도 향후 셰일가스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자원보장을 

제공하였다. 한편, 중국은 이미 3,500 m 이하의 해양 셰일가스 개발기술을 장악하였으며, 13.5기

간 셰일가스산업의 급성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전망이다.    

체제와 메커니즘의 꾸준히 개선은 셰일가스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셰일가스는 

독립적인 광물종류로 확정되었으며, 탐사개발의 체제적인 장애는 일부 제거되었다. 2회 탐광권 입

찰에 대한 모색은 셰일가스 탐광권의 경쟁성 양도 개선과 탐광권 퇴출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유익

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다양한 시장주체의 합자개발 모델의 수립도 셰일가스 투자 유치와 확대

를 위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오일가스 체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진입 완화, 

기반시설의 공정한 접속, 가격 시장화 메커니즘의 구축 및 산업 감독규제 개선 등은 모두 셰일가스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외부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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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면한 도전    

건설과 생산 투자규모 확대하였다. 셰일가스정은 투자가 많이 들고 생산량 감소가 빠르며, 가스

전의 안정적인 생산은 대량 시추가 필요하다. 따라서 셰일가스 개발의 투자규모가 크고, 실시 주기

가 길며, 불확정 요인이 많아 셰일가스 개발기업에 대해 큰 자금압력과 투자위험을 주었고, 일부 

중소형 기업은 투자 적극성이 약화되었다.

심층 개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매장 깊이가 3,500 m 이상인 셰일가스자원 개발은 수평정

(horizontla well)의 시추 및 완정(well completion)과 생산량 증가 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요구

가 더욱 높다. 현재 셰일가스 중점생산지역인 쓰촨성 남부 지역은 매장 깊이가 3,500 m 이상인 

자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동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13.5기간 중국 셰

일가스의 개발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탐사개발 경쟁이 부족하다. 셰일가스 개발에 이로운 지역의 탐광권은 대부분 이미 등록한 오일

가스 탐광권과 중복되며, 오일가스 탐광권 퇴출메커니즘이 정비되지 못하고, 셰일가스의 독립적인 

광물종류우위를 발휘하기 힘들며, 시장경쟁을 통해 투자주체를 증가하여 셰일가스에 대한 효과적

인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 셰일가스 기술 서비스시장은 발달되지 못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탐사

개발 기술 및 장비 업데이트 갱신 추진 그리고 비용절감과 생산량 증가 실현에 불리하다.

시장개척 난이도가 높다. 중국 경제성장의 급락 그리고 석유, 석탄 등 재래식 화석에너지 가격

의 급락에 힘입어 천연가스 경쟁력 하락, 소비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다. 한편, 중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중국-러시아, 중국-아시아, 중국-버마 및 LNG 등 천연가스 장기 

수입협정의 체결로 인해 향후 천연가스 공급능력이 대폭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

조에 따르면, 13.5기간 천연가스 공급은 전반적으로 충분하다. 셰일가스는 일반 천연가스에 비해 

개발비용이 높고 시장개척 난이도는 더욱 높다.   

3. 지도방침 및 목표   

가. 지도사상   

국가 에너지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사회 다양한 자본을 유치하

여 셰일가스 투자를 확대한다. 중상양즈(中上揚子)지역 해상 셰일가스를 핵심으로 하여 기술연구, 

정책지원과 시장경쟁을 통해 중국의 특징에 적합한 셰일가스 안전, 환경보호, 경제개발 기술과 관

리모델을 개발하고 개선하며 셰일가스 생산량을 대폭 향상시켜 셰일가스를 중국 천연가스공급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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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원칙    

1) 자원탐사 강화   

쓰촨분지의 해양 셰일가스를 핵심으로 하고, 기타 유리한 지역을 감안하여 탐사투자를 확대하

며, 셰일가스 매장량을 꾸준히 확인하고, 더욱 많은 개발지역을 확보하여 자원기반을 조성한다.

2)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견지   

자주적 개발과 대외협력 간 결합을 권장하며, 선진적인 적용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

한 투자주체의 합자/합작 개발을 지원한다. 탐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셰일가스 

개발기술과 투자 곤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3) 시장경쟁 강화

셰일가스 구역진입과 퇴출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투자주체를 증가한다.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공

정 기술 갱신을 촉진하며, 원가절감을 가속화하여 셰일가스 개발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4) 정책적 지원 강화

셰일가스 초기 발전단계에 공정 기술 미성숙, 높은 탐사개발 비용, 낮은 경제적 수익 등에 대응

해 관련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한다.    

5) 생태보호 중요시

셰일가스 개발환경 영향평가를 엄격히 전개하고, 방안 설계 최적화, 청정원료와 선진 기술/장비 

사용, 관리 개선과 종합이용 강화 등을 통해 오염원을 감축하고 물과 토지의 사용을 감소하여 셰일

가스 개발과 생태보호 간 조화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다. 발전목표   

1) 2020년까지 발전목표    

지하 3,500 m 이하의 해양 셰일가스 탐사개발 기술을 개선하고, 지하 3,500m 해양 셰일가스, 

육지 셰일가스, 해양-육지 과도 퇴적상의 셰일가스 개발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정

책지원과 시장개척이 순조로운 상황에서 2020년에 셰일가스 생산량은 300억 ㎥를 달성한다.

2) 2030년까지 발전목표

14.5기간 및 15.5기간에 중국 셰일가스산업은 신속히 성장하여 해양, 육지 및 해양-육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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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상의 셰일가스 개발에서 모두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대형 셰일가스전을 새로 발견한다. 

또한 규모화 개발을 실현하여 2030년까지 셰일가스 생산량은 800-1,000 ㎥를 달성한다.     

4. 중점임무    

가. 과학기술 연구 본격화    

중국의 실정에 입각해 셰일가스 기술혁명의 새로운 추세를 추적하고, 셰일가스 매장층 평가, 수

평정 시추 및 완정, 생산량 증가 개조, 가스매장 공정 등 탐사개발의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기존 

공정 기술의 업데이트 갱신을 가속화하여 셰일가스산업의 건전한 급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1) 셰일가스 지질선정구역 및 평가기술

셰일가스 지질분야 기초이론, 셰일가스 탐사 및 평가 기술/장비, 셰일가스 매장층에 대한 자세

한 설명 및 매장량이 많은 지역 식별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 심층 수평정의 시추/완정 기술    

매장 깊이가 3,500 m 이상의 수평정 궤적에 대한 최적화 설계 및 제어 기술, 셰일가스 수평정의 

고속 시추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3) 심층 수평정의 파쇄압력 기술

지하 3,500 m 이상의 혈암 매장층의 수평정 분단 파쇄압력 최적화 설계 및 시공기술, 파쇄압력 

후 평가 기술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4) 셰일가스 개발 최적화 기술

셰일가스 시추정 분석과 생산능력 평가기술, 셰일가스 개발 동적 평가와 매장량 평가기술, 셰일

가스 개발기술 정책적 논증 및 셰일가스 채굴 공법과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5) 셰일가스 채굴환경 평가 및 보호 기술

셰일가스 시추 시 갱내 액체와 파쇄압력 시 생성되는 액체 처리기술, 개발 생태환경 및 지하수 

환경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 안전/환경보호 표준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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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층형 탐사개발 배치    

작업기반과 인식수준별로 중국 전역 셰일가스 분포지역에 대해 중점 건설 및 생산, 평가 돌파와 

잠재력 연구 등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에 따라 탐사개발을 추진한다. 이미 생산량을 확보했거나 

평가효과가 좋은 지역에 대해 생산건설을 확대하고, 셰일가스 생산량을 대폭 증가한다. 산업용 기

류를 발견한 지역에 대해 개발평가와 테스트를 강화하며, 규모화 개발을 적시에 가동한다. 작업기

반이 단단하지 못한 지역과 대량 신규에 대해 기초적인 지질여건 연구와 우선선정 평가를 강화하

여 새로운 성과창출 위해 경주한다.    

1) 중점건설생산지역   

(1) 푸링탐사개발구   

충칭시 동부에 위치해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

한 혈암이며, 쟈오스댐(焦石坝)에 연간 생산량이 50억 ㎥인 1기 공사를 건설하였다. 2기 공사의 

5개 목표구역도 이미 확정하였는데, 매장 깊이는 4,000 m 이하이고, 면적은 600 ㎢, 지질 자원량

은 4,767억 ㎥이다.   

(2) 창닝탐사개발구   

쓰촨분지와 윈구이고원의 결부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수이푸-쉬융(水富-叙永)과 무촨-이빈(沐

川-宜宾) 등 2개 지역이 포함된다.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며, 매장 깊이가 4,0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4,500 ㎢, 지질 자원량은 

1.9조 ㎥이다.   

(3) 웨이위안탐사개발구   

쓰촨성과 충칭시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네이장-젠웨이(內江-犍爲), 안웨-퉁난(安岳-潼南), 

다주-즈궁(大足-自貢), 비산-허쟝(璧山-合江)과 루현-창닝(泸县-長寧) 등 5개 지역이 포함된

다.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며, 매장 깊이가 

4,0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8,500 ㎢, 지질 자원량은 3.9조 ㎥이다.   

(4) 자오퉁탐사개발구    

쓰촨성과 윈난성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 해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이미 4개 유리한 지역을 확정하였는데 면적은 1,400 ㎢, 지질 

자원량은 4,965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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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푸순-융촨(富順-永川)탐사개발구

쓰촨성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

한 혈암이다. 이미 확정한 유리 지역의 면적은 1,000 ㎢이고 지질 자원량은 5,000억 ㎥이다.

2) 평가 돌파구   

(1) 쉬안한-우시(宣漢-巫溪)탐사개발구     

충칭시 북부에 위치해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

한 혈암이다. 매장 깊이가 3,5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3,000 ㎢, 지질 자원량은 2,000

억 ㎥이다.     

(2) 징먼(荆門)탐사개발구    

후베이성 중서부에 위치해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위안안 등지에서 이미 확정된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5,500 ㎢, 지질 자원량은 

3,240억 ㎥이다.  

(3) 촨난(川南)탐사개발구    

쓰촨분지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룽창-융저우(榮昌-永川), 웨이위안-룽현(威遠-榮县) 두 개 

지역이 포함되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매장 깊이가 4,5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270 ㎢, 지질 자원량은 2,386억 ㎥이다.

(4) 촨둥(川東)탐사개발구    

쓰촨분지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딩산(丁山), 우룽(武隆), 난촨(南川) 등지에서 이미 확인된 매장 깊이가 4,5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3,270 ㎢, 지질 자원량은 9,485억 ㎥이다.

(5) 메이구-우즈산(美姑-五指山)탐사개발구    

쓰촨분지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실루리아기(Silurian Period)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매장 깊이가 4,500 m 이하인 유리한 지역의 면적은 1,923 ㎢, 지질 자원량은 

1.35조 ㎥이다.     

(6) 옌안(延安)탐사개발구    

어얼둬스분지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목표 매장층은 트라이아스기 Yanchang Formation 및 

Upper Paleozoic의 Shanxi Formation, Longmaxi층에 부존한 혈암이다. 샤스완-즈뤄(下寺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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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罗), 윈옌-옌촨(云岩-延川) 등 두 개 유리한 지역이 확인되었으며 지질 자원량은 5,630억 ㎥이

다.

3) 잠재력 연구지역   

12.5기간 탐사 평가를 통해 구이저우성 정안(正安), 천궁(岑巩), 후베이라이펑-셴펑(湖北来凤-

咸丰), 후난성 바오징(湖南保靖), 룽산(龙山), 충칭시 청커우(重庆城口), 중현-펑두(忠县-丰都) 등 

일부 지역에서 양호한 셰일가스 표시를 획득하였다. 13.5기간 연구평가와 탐사개발 역량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 국가급 셰일가스시범구 구축 강화      

13.5기간 창닝-웨이위안, 푸링, 자오퉁과 옌안 등 4개 국가급 셰일가스시범구 건설을 강화하고, 

시범을 통해 셰일가스의 효과적인 개발기술, 고효율 관리모델과 적용체제/메커니즘 등을 개선 및 

보급한다. 

1) 핵심공정 기술시범     

셰일가스에 대한 지구 물리학적 평가 및 보존지역 예측, 수평정 시추 및 완정, 수평정의 파쇄압

력 개조와 셰일가스 개발 최적화 등 기술시범을 전개하고, 중국의 지질여건에 부합하는 셰일가스 

탐사개발 핵심기술 및 장비를 개발한다.   

2) 고효율 관리모델 시범   

셰일가스 ‘공장화’ 작업모델 시범을 전개하고, 셰일가스 수평정의  작업현장 설계, 시공작업 

프로세스, 장비와 재료장치 등을 최적화하여 시공작업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개발비를 절감

시킨다.     

3) 체제와 메커니즘 시범    

합자/합작 개발을 핵심으로 하여 셰일가스의 다원화 투자모델을 개선 및 보급하며, 셰일가스 

투자압력을 낮추고, 우수품질 지역의 탐광권 사용을 가속화하는 하는 한편, 지방과 기업 간 관계 

등 외부환경을 개선한다.    

4) 국가급 셰일가스시범구 신설   

13.5기간 셰일가스 탐사개발 현황과 결부하여 셰일가스 매장 유형과 개발기술의 특징에 따라 

일부 국가급 셰일가스시범구를 적시에 신설하여 지질이론, 핵심공정 기술 및 장비 등 시범을 실시

하고, 셰일가스 탐사개발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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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반시설 및 시장 개선       

셰일가스 생산건설과 중국 전역 천연가스 관리네트워크 구축 및 계획의 현황에 근거하여 셰일가

스의 관리망 접속 또는 현지의 이용을 지원한다. 쓰촨분지 등 셰일가스 생산지역에서 셰일가스 외

부 배송 파이프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셰일가스 생산량이 적은 지역과 핵심 관리네트워크

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CNG)와 소형 액화천연가스(LNG) 이용 장치를 구축하여 

셰일가스 이용률을 높인다. 다양한 투자주체가 셰일가스 판매시장에 진입하도록 권장하며, 셰일가

스 채굴기업, 판매기업 및 도시 천연가스 경영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병존하는 시장구도를 점진적

으로 구축한다.     

5. 보장조치   

가. 자원조사 평가 강화    

셰일가스 자원조사 평가사업을 활성화하고, 셰일가스의 경제적 채굴 가능한 자원량을 확정한다. 

자원량이 풍부한 지역의 분포를 파악하고, 셰일가스 자원의 확인수준을 향상시킨다. 한편, 셰일가

스 탐사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셰일가스 지질 평가, 시추 및 완정 등 기

초자료 공유를 실현하며, 불필요한 탐사평가 비용을 줄인다.    

나. 핵심기술 연구 강화   

국가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을 통해 셰일가스 기술연구를 강화하며, 셰일가스 생

산실천에서의 기술난제와 결부하여 전체 산업사슬 핵심기술 연구와 핵심장비 연구개발을 전개한

다. 한편, 셰일가스 탐사개발 전망성 기술에 대한 연구와 비축을 강화한다. 기술수준의 꾸준한 향

상을 통해 셰일가스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셰일가스 수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한다.

다.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추진    

셰일가스지역을 경쟁적으로 양도하고, 셰일가스지역 퇴출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시장을 자유화

하고, 다양한 투자주체를 유치하여 셰일가스산업의 경쟁이 효과적인 시장구조와 시장체계를 구축

한다. 시장 자원에 대한 배치역할을 극대화하고, 셰일가스 투자를 확대하며, 개발비를 낮춘다. 합

자/합작과 대외협력을 권장하고, 기존의 우수품질 지역에 대한 탐사개발 진도를 가속화한다. 셰일



정책동향                                         중국 셰일가스 "13차 5개년" 발전계획

 11

가스 기술 서비스와 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 등 시장주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셰일가스 기술 

협력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셰일가스시장 감독규제와 환경 감독규제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라. 정책적 지원역량 확대      

셰일가스 개발이용 재정 보조금정책을 구체화하고,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적응하는 탐광권 관리

제도 수립, 셰일가스의 현지 이용 지원정책 제정, 셰일가스 대외협력프로젝트 총체적 개발방안 심

사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토지 징용, 도시와 농촌 

계획, 환경과 안전 평가,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셰일가스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셰일가스산

업의 발전에 적합한 외부 환경을 조성한다.   

마. 회전 조정 메커니즘 구축   

동 계획 실시과정에서 중국 내 천연가스 수요, 셰일가스 기술 발전수준, 원가 수익과 구체적인 

탐사개발의 총체적인 사업 진도에 따라 회전 조정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셰일가스 계획 목표와 임

무 배치를 적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의 발전수요에 적응하여 셰일가스산업의 지속적인 건

전한 발전을 확보한다.    

바. 사회적 수익과 환경평가   

1) 사회적 수익     

셰일가스 개발은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추진, 경제발전 촉진, 에너지구조 최적화와 에너지 안전 

보장 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셰일가스 탐사개발 기술을 장악할 경우, 기타 비재래식 오

일가스 영역에 응용할 수 있으며, 오일가스산업의 전반 이론혁신,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대한 청정에너지 기반산업으로서의 셰일가스 개발은 교통, 철강, 재료, 장비, 시멘트, 

화학공업 등 관련 사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사회 취업을 증가하며, 중국 내 투자를 유

치하고, 국가세수를 증가하여 지방 경제와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2) 환경 평가  

셰일가스는 청정에너지로서 그 개발이용은 대량 석탄과 석유자원을 절약하고 대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에 셰일가스 개발 역시 어느 정도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셰일가스 작업현장은 식생 파괴를 조성할 수 있고, 개발과 

집중운송 과정에서 메탄 증발 또는 이상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셰일가스 증산 개조는 지표 

진동을 유발할 수 있고, 증산 개조용 물 사용량이 증대되어 지역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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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액체와 파쇄압력 액체 배출 처리 부당으로 오염을 조성할 수도 있다.     

채택할 관련 조치에는 「환경보호법」(2014년 개정) 등 법률과 법규의 엄격한 준수, 셰일가스 

개발 관련 환경표준 제정 및 개정, 수평정의 공장화 작업 대규모 보급, 작업현장 수량 감소, 부지

면적 감소, 폐작업현장에 대한 식생 회복, 생산과정에서 메탄가스의 엄격한 회수 및 회수이용 여건

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오염방지 처리, 증산 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파쇄압력 액체 회수 및 재활용 

또는 무공해화 처리, 오염물의 환경에서의 배출 감소 등이 주로 포함된다.    

 

자료출처: 国家能源局关于印发页岩气发展规划　　（2016-2020年）的通知

http://zfxxgk.nea.gov.cn/auto86/201609/t20160930_2306.htm?keyw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