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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체제의 논의가 보편화되면서 탈석유 에너지이행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있고, 국제석유시장도 지금까지 4개의 ‘주기’(週期)를 거쳐 정치경제적인 석유정점효과

(peak oil effect)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이행은 20세기 미국 석유패권, 즉 ‘자유시

장’ 국제석유질서를 쇠퇴하도록 하고 전세계에 걸쳐 ‘에너지지정학’ 질서를 야기하고 있

다. 한편 에너지이행의 근본목표로 원자력이나 재생가능에너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

나 원자력은 그 위험성과 실질적인 고비용으로,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술적 상용

화의 어려움으로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당면한 ‘가교연료’(bridge fuel)

로, 화석연료지만 배출부담이 작고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conventional) 가스는 러시아 및 중동의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의 고가격정책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셰

일가스(shale gas)개발이다. 현재 셰일가스는 미국과 메이저들에 의하여 개발이 주도되

고 있다. 막대한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의 후원 하에 메이저들이 전세계적인 개발을 한

다면, 세계에너지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석유패권을 상실한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새 에너지패권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자유시장질서’를 추

구한다. 그러나 21세기 미국 가스패권은 20세기 석유패권과 구조가 다르다. 그 하위 체

계로서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 ‘카르텔’, 그리고 중국 셰일가스의 개발을 위한 미·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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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에너지이행 시대

21세기 석유 고가격 시대와 더불어 세계는 에너지이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에너

지질서에서 석유의 상대적 위상이 퇴조하면서, 이를 대신한 대안에너지가 모색되고 있다. 

탈석유 경향이 강화되고, 환경과 생산 면에서 제약이 작은 새로운 에너지로의 이행이 모색

되고 있다. 이 에너지이행은 거시적으로 기후변화 국제정치경제, 정치경제적으로 구조화

되는 석유생산정점(the peak of oil production, 피크오일) 효과,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

과 한계, 원자력발전의 현실적 고비용 등의 문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에너지이행의 궁극적 

방향은 기후 및 환경 부담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당면한 시점

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별, 지역별로 불균등한 개발상황과 높은 개발비용으로 

상용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11 후쿠시마 비극 이후 원자력발전도 그 위험

성과 더불어 실질적 고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면한 과도적 대안에너지, 즉 ‘가교연료’(bridge fuel)로 천연가스가 주목

받고 있다. 화석에너지지만 환경에 대한 부담이 작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이다. 이 에너지이행의 필요성 때문에 전통(conventional)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비전통

(unconventional) 천연가스의 대대적 개발과 이용이 촉진되고 있다.1) 특히 21세기에 접어

들어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개발이 본격화되어 국제에너지시장의 거대한 판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계에 분포된 셰일가스의 본격적 개발을 염두에 두고 ‘천연가스황금시

대’(the Golden Age of Natural Gas)가 운위되기도 한다.  

한편 에너지이행은 국가별로 그 모습이 불균등하며, 에너지수급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

대립을 수반한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패권의 부침 혹은 반전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석

유 생산 및 사용의 제약과 더불어 미국의 석유패권은 쇠퇴하였고, 전통 석유 및 천연가스 

   1)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하여 ‘전통(conventional)적’인 것과 ‘비전통(unconventional)적’인 것이 구
별된다. 이 구별은 화석에너지의 존재방식에 따른다. 가령 화석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지층의 유
정(well)공간에 모여 있고 이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과 파이프시설로 시추·생산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한 성분을 갖는 화석연료지만 다른 이물질에 혼합되어 있거나, 단순 기술공법으로
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층에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산포되어 시추·생산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시설이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흔히 전자를 ‘전통’ 에너지라 하고, 후자를 ‘비전통’ 에너지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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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들의 시장 결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탈석유 에너지이행 과정에서 다

양한 부침과 반전이 발생하지만 미국의 에너지패권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전통적 석유패권은 급속히 쇠퇴하지만, 셰일가스 개발을 계기로 미국은 ‘천연가스 황금시

대’를 주도할 가스패권으로의 재부상을 기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공급

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전개되는 에너지이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해명하고, 그것이 국제 

에너지패권의 향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한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천연가스

시대’의 전개방향과 미국 에너지패권의 신국면이 야기할 핵심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구조적 경향: 탈석유시대와 미국 석유패권의 퇴조

1. 미국 석유패권

에너지패권(energy hegemony)은 패권국의 통제하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

지는 구조와 국제제도로 구성된다. 따라서 에너지패권은 패권국의 일국적 에너지안보뿐

만 아니라 세계적 에너지안보(global energy security)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공공재를 제

공하는 체계다. 지난 세기, 특히 최근 약 30년 기간은 미국이 지배하는 석유패권의 시기였

다. 즉 20세기 국제에너지체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의 생산과 분배의 체계였던 것이다

(Stokes and Raphael 2010).

미국의 석유패권은 단기적 군사적 개입(military intervention) 능력에 의하여 물리적으

로 뒷받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거대전략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계의 모든 핵심적 국가들이 석유를 획득하는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래 미국이 발전시켜온 석유공급체계는 다름 아닌 에너지시장체계였다. ‘자유시장’을 통

하여 미국자신의 에너지안보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에너지안보를 보증함으로써 미국 패

권의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을 강화해온 것이다. 이리하여 정치적 패권과 에너지패

권은 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하였다. 한편 석유 자유경제질서는 민간기업인 국제석유기업

(International Oil Company 혹은 메이저)들이 자유롭게 세계의 ‘상류’(上流) 국가들에 진

출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석유부

국들이 소위 ‘초국적 경제’에 포섭되도록 자유시장경제화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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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시장적 석유패권을 뒷받침하여 준 국제제도가 OECD 선진국들이 중심이 된 ‘국제

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였다. 결국 석유패권에서 미국의 역할은 세

계석유시장의 ‘안정자’임과 동시에, 초국적 민간투자를 위한 석유보유국들의 ‘개방자’이기

도 하였다(Stokes and Raphael 2010). 그러나 미국의 석유패권은 21세기 석유시대의 위기

와 더불어 근본적인 동요와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 소위 통합된 시장의 패권구조는 지극히 

약화되고 ‘에너지지정학’(the geopolitics of Energy)의 시대가 도래하였다(Pascual 2008).

2. 기후변화압력: 석유사용의 외적 한계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체제의 모색은 기후변화의 심각성만큼 약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다. 이 모색이 세계적 차원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 1992년 ‘UN 기

후변화기본협정’(UNF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었다. 이 기

본협정은 지구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하고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발적이지만 구속적인’ 목표였다. 협정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

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채용하였다.2) 한편 UNFCCC의 제1

회 당사국총회(COP: UNFCC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기본협정을 구체화하여 1997년 

COP 3까지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정서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97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

다. 교토의정서는 소위 ‘한도와 거래’(cap and trade)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삭감목표와 이

를 보완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우선 배출삭감대상 온실가스를 구체화하여 2008

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약기간 중에 선진국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삭감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토메커니즘’ - 청정개발메커니즘(CDM), 배

출권거래(ET), 공동실시(JI) 등 - 이라는 시장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보증해주어야 할 패권국 미국이 

불참하였고, 불완전한 준수(compliance) 규정으로 목표달성을 강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흥 거대배출국들이 제외되어 대량의 ‘누출’(leakage)이 발생하였다. 결국 의정서는 기후

변화를 둘러싼 실천적 국제협력을 출발시키기는 하였지만, 큰 성과 없이 제1차 공약기간

   2) UNGCC 홈페이지 http://unfccc.i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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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끝냈다(송주명 2012, 261-262). 

현재 교토의정서 이후(post Kyoto) 국제체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

다. 그러나 2011년 남아공 더반의 제17회 COP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20년부터 모

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교토의정서

는 제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여 감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외교통상부 2011; 오형나 2012, 

5-7). 이후 2012년 카타르 도하의 제18회 COP에서 교토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그리

고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체제를 설계하고 삭감목표의 상향조정을 위하여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해,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다(한국이산화탄소

포집및저장협회 2012). 어렵지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국제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다(Morgan 2012).

물론 2020년까지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한 구체적 쟁점협상에서 기본협정이나 교토의

정서가 추구해온 엄격한 목표체계가 다소 이완될 수 있다(Aldy and Stavins 2008). 요컨대 

코헤인과 로스티알라(Keohane and Raustiala 2009, 1)의 지적처럼 기후변화체제가 가져야 

할 ‘참여’(participation), ‘효과성’(effectiveness), ‘준수’(compliance)라는 세 요소 간에 상충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도,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국

제제도가 일단 합의되면 각국의 정책체계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Morgan 2012). 

따라서 글로벌한 규모에서 다양한 온실가스배출은 지극히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배출의 주요원인인 에너지공급(발전용 및 난방용 화석연료 연소), 산업활동(산업용 화석

에너지 소모와 화학산업원료), 토지 및 삼림사용(삼림황폐, 농지사용 등), 수송(도로, 철

도, 항공 등 화석연료 소비) 등에 걸친 화석연료의 사용 또한 커다란 제약에 직면할 것이다

(EPA 2013).

3. 석유생산 제약과 탈석유시대: 정치경제적 ‘피크오일효과’

탈석유시대는 거대 석유소비국가의 등장, 그리고 국제 석유생산의 불균등한 고갈로 인

한 구조적인 석유가격의 등귀현상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석

유사용의 제약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2000년대 초까지 국제석유시장을 지배해온 미국

과 구미 거대석유기업(메이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OPEC을 중심으로 한 중동산유국

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즉 국제석유시장의 ‘피크오일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석유패권도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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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흥 거대소비국의 등장: 석유 고가격의 단초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로 세계적인 원유소비자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에 접어

들어 생산과잉, 자원낭비, 환경오염, 격차확대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 전후

의 높은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고도성장 속에서 중국은 200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

위의 석유소비국가가 되었고, 2010년 약 2.4억 톤을 수입함으로써 일본을 능가하는 제2위

의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다(EIAc 2011). 또 다른 신흥도상국인 인도도 2009년 약 1.5억 톤

의 석유를 소비하였고, 1.1억 톤을 수입하였다. 한국에 필적하는 원유 수입대국이 된 것이

다(EIAi 2011). 결국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원유 수입은 국제석유시장과 에너지시장의 환

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석유 고가격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송주명 2012, 265-266).

2) 피크오일효과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또 다른 구조적 제약은 소위 ‘피크오일’ 효과로 인한 생산능력의 

현저한 퇴조다. 석유생산 여력이 퇴조함으로써 임의로 석유생산을 확대하기 어렵고 결국

은 석유 고가격체제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피크오일’이란 석유매장량의 물리적 제한에 따

라 생산이 정점에 이른 후 급속히 쇠퇴한다는 ‘석유고갈론’이다(Hubbert, 1956). ‘매장량’

(reserve)이란 일정비용하에 생산 가능한 ‘전통 원유’의 양이다. 지질학자들은 1973년 이래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매장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앞지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궁

극적으로 세계석유생산이 정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DoE 2004, 7; Hirsch et al. 

2005, 11-16). 

그러나 석유매장 및 생산의 불균등성 때문에 피크오일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일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도리어 국제정치경제적 이유로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석유생산이 이루어

지면서 지극히 비대칭적인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과

점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지속적·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정치경제적 ‘피크오일효과’가 

발생한다(송주명 2006; 2007). 한편 이 피크오일효과도 근본적으로 국제적 원유생산능력

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다.

지금까지 국제 석유시장은 4개의 ‘주기’(週期)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 

이전으로 주로 중동지역의 유전을 거점으로 구미의 ‘메이저들’3)이 저가격으로 석유를 국

   3)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거대석유회사를 가리킨다. 이 거대석유회사를 국제석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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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장에 공급하던 시기다. 이는 국제 메이저들의 중동자원 남벌 시기와 일치한다. 두 번

째 시기는 1960~80년대로서 구미 메이저들이 중동에서 배제되고, 중동 산유국의 자원내셔

널리즘과 국영석유기업(NOC: National Oil Company)의 주도력이 전면화된 시기다. 이 시

기는 세계 석유위기 시기와 중첩한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의 시기

로 북해유전이 개발되고, 러시아유전 등 비(非)중동유전이 본격 개발됨으로써 구미 메이

저의 에너지개발과 시장형성이 재현된 시기다. 이 시기 동안 비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지역에서 저가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고, OPEC의 카르텔 

역량은 크게 훼손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로 석유생산능력의 불

균등한 퇴조에 따라 구조적 고가격이 정착되는 시기다. 이 시기는 세 번째 주기 동안 구미 

메이저에 의한 비OPEC 유전의 과도한 개발의 결과로 도래하였다. 이전 단계 저가격의 석

유공급은 북해와 러시아 원유의 대량생산을 촉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유전들의 생산이 

감퇴하거나 정체된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유전이 심해화(深海化), 극지화(極地化)하는 것

은 원유생산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즉 1990년대 비OPEC 유전의 쇠퇴와 더불

어 국제 메이저들의 상류참여기회는 축소되고, 생산거점이 OPEC 카르텔의 통제하에 있

는 중동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석유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생산능력이 제약

된 반면, 중국과 인도 등 거대수요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구조적 고가격 행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 세계석유생산의 전면적 정점은 아니지만, 국제에너지 정치경제의 결과 불균

등한 고갈현상, 즉 정치경제적 ‘피크오일효과’가 발생한다(송주명 2007; 山中裕之外 2005, 

33-42).

4. 미국 석유패권의 퇴조

20세기 국제에너지질서는 구미 메이저들이 주도한 ‘시장자유주의’ 체계였고, OPEC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을 하위체계로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에너지시

장을 지배하던 구미 메이저들은 자유로이 상류진출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전통 원유의 신

속한 개발을 통해서 장기거래와 스팟(현물)거래를 하는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비OPEC 지

업(IOC: Inernational Oil Company)이라고도 한다. 가령 오늘날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
(Chevron), BP, Shell(셸) 등은 그 대표다. 한편 유럽의 공기업을 모태로 한 프랑스의 Total(토털)
과 이탈리아의 ENI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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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거점으로 중동을 포위하였던 ‘시장자유주의’ 석유패권은 주로 미국 및 IEA를 중심

으로 가격과 투자, 개발의 상관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소비

국가들이 북해유전, 러시아유전 등 비OPEC 지역의 풍부한 매장량을 활용하여 국제시장

을 장악하고 상대적 저가격을 유지하였다. 한편 미국 ‘시장자유주의’ 패권의 하위체계로서 

OPEC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이 잠재해 있었다. 자원민족주의는 산유국 

혹은 천연가스 생산국에서 외국자본의 상류진출억제 등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철회, 그리

고 자국 국영기업에 의한 계획적 상류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과거 구미 메이저의 에

너지 남벌에 대한 OPEC 산유국의 개발주의적 대응이며, 시장자유주의 미국 석유패권에 

대한 반동이기도 하였다(小林良和 2006).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동안 미국

의 석유패권 속에서 중동은 행동통일을 기하지 못하였고, 자원민족주의도 성공하지 못하

였다. 당시 OPEC은 국제시장의 결정에 따라, 증산 추진국가와 자제국가로 분열하여 시장

에 대한 영향력이 지극히 감소하였다(송주명 2012, 267-270).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국, 인도 등이 국제시장을 압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저가격

의 풍요로운 생산의 결과 비OPEC 지역에서는 이미 피크오일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생산여력이 있는 중동산유국은 OPEC을 중심으로 재단결하여 고가격을 유지하려는 정책

을 고수하고 있다. 이전시기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IEA가 국제시장을 지배하였다면, 오

늘날에는 중동과 OPEC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상황에서 주도적인 기업들도 변

화한다. 즉 구미의 메이저보다는 산유국과 소비국을 대표하는 국영석유회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기획본부 2012, 7-10; Verrastro et el. 2010). 나아가 정책 면에서도 피크

오일효과가 인정되면서 시장자유주의의 근본적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공급국가에서 석

유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개

별 소비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일국적 에너지안보론이 전면화되고 있

다. 

이 결과 오늘날 국제에너지질서는 세 모델이 과도적으로 공존하고 경쟁한다. 첫째 ‘영

미형 석유시장’ 모델로서 지난 세기 미국이 형성·지배해 온 ‘시장자유주의’ 체제다. 두 번

째는 소위 ‘에너지패권’ 도전 모델로서 러시아, 중동 등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자

원을 고가격 획득 및 적극외교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카르텔’ 체제다. 마지

막 세 번째는 ‘석유중상주의’ 모델로서 중국과 같은 거대 소비국들이 세계적으로 자국통

제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에너지안보’ 체제다. 이 상황에서는 공급국가와 수요국가

를 불문하고 각자의 ‘에너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총체적 ‘에너지지정학’(the geopoli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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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게임이 전개된다(Pascual 2008, 1-2). 이 ‘에너지지정학’의 질서는 미국의 시장자유

주의적 석유패권체계가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과도체계’다.4)

III. 에너지이행 목표의 한계

환경제약과 정치경제적 피크오일효과에 직면하면서, 탈석유의 에너지이행은 불가피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이행의 궁극적 목표인 재생가능에너지는 대중적·

산업적으로 실용화되기에 아직 역부족이다. 그리고 3·11 동일본 대참사 이후 일본과 세계

에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비용에 대하여 심각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원자력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탄소배출 등 환경부담이 지극히 작은 대안에

너지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원전과 직간접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이들은 원자력이 근본적

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11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원전폐기를 지향하

는 세계적 정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전력부족 때문에 재가동은 되고 있지만, 원

전을 넘어서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송주명 2011a; 2011b). 특히 유럽에서는 원전

의 포기경향은 뚜렷하다. 독일·벨기에·스웨덴·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이 원전을 증설하

지 않기로 선언하였다(이필열 2007, 534-535). 특히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

하겠다고 선언하였다(송주명 2012, 273-274; 이필열 2007, 535). 

이제 원자력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은 친환경적이지도 안전하지

도 않다. 확률이 낮더라도 원전에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고에서 확인되

듯이 원전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致命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고

지역은 거의 재생이 어려워질 정도로 파괴된다. 따라서 원전의 실제 비용 요인들은 대단히 

복잡하다. 첫째, 원전 발전설비와 관련된 비용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설비가동

률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하였을 때 비용은 객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둘째, 원전에

는 비용계산에서 빠진 막대한 ‘정책비용’이 포함된다. 가령 여기에는 신형원자로 개발 등 

   4)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상황에 대해서는 에너지폴리틱스(Energeopolitics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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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의 R&D에 사용되는 비용과 원전입지를 위한 지자체에의 보조금, 즉 입지비용

이 포함된다. 셋째, 원전은 잠재적 사고비용과 같은 ‘환경비용’이 막대하다. 여기에는 사고

시의 직접적 피해, 보상비용, 피난비용, 국제적 확산비용 등 보험성 비용이 포함된다. 넷째, 

원전은 대책수립이 지극히 어려운 ‘종말처리비용’(back-end cost)을 요구한다. 즉 폐기물 

처리비용, 재처리비용, 궁극적으로 폐로(廢爐)비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층적 비용구

조는 원전이 값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임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원전은 소위 핵

확산과 관련된 근본적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大島堅一 2011; Verrastro et al. 2010, 10-11).

2.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 피크오일, 원자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인 에너지이행의 방향은 재

생가능에너지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과 비용으로 보아 재생가능에너지는 당면한 대

안에너지로 상용화되기는 어렵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1년에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SRREN: Special Report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2008

년 세계 일차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12.9% 정도를 차지하였고,5) 세계 전력생

산에서는 19% 정도를 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6)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잠재력은 

이 분야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태양에너지는 기술적 잠재력이 가

장 큰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가 요구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IPCC 2011; Verrastro et al. 2010, 10).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의 상용화에는 상당한 난관이 따른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는 

실제로 당면한 에너지 대안으로서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 일

차에너지믹스에서 전체 재생가능에너지는 12.9%를 차지하지만, 그중 전통적 바이오매스

가 약 7%이고 실질적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약 6% 전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ranational Studies)의 연구(Verrastro et al. 2010, 10)에 따

르더라도 일차 에너지믹스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2009년 8% 이하이고, 2035년에 이르러

   5) 이 중에서 바이오매스(biomass)가 10.2%를 차지하고, 바이오매스의 60% 정도는 발전도상국에
서 식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바이오매스다. 그리고 나머지 2.3%를 수력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0.4%가 다른 재생가능에너지다(IPCC 2011).

   6) 이 중 16%는 수력이고, 3%가 다른 재생가능에너지다(IPC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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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약 11%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둘째, SRREN(IPCC 2011)도 인정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별로 불균등한 지

역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령 태양광은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지만, 수력은 지극히 불균등하

게 분포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전통적 에너지사용과 결합되는 정도도 

지극히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용화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해서는 아

직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종의 자연에너지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에너지출력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축전과 같은 보완적 기술이 요구된다. 결국 재생

가능에너지가 중장기적 에너지이행의 목표임에는 분명하지만, 당면한 대안에너지로서 전

면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IPCC 2011; Verrastro et al. 2010, 10). 

IV. 가교연료로서 천연가스: 전통가스와 셰일가스 
       

재생가능에너지가 탈석유 에너지이행의 궁극적 목표지만 당면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이

에 궁극적인 에너지이행 이전에 당면한 대안에너지, 즉 ‘가교연료’(bridge fuel)로 주목받

는 것이 천연가스다. 화석연료지만 배출부담이 작고 매장량이 충분하며 공급이 안정적이

기 때문이다. 한편 천연가스가 가교연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려면 불균등한 자원분포상

출처: IPCC(2011).

<그림 1> 세계 일차에너지믹스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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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시장조건 등이 우호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천연가스가격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매장상황과 자원보유국의 협상력 우위상황을 반영하여 원유가격과 연

동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석유 고가격 상황에서 전통 천연가스가격은 객관적 생산비용과 

괴리되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전통 천연가스는 자원보유국 카르텔로 세계 

각국이 균등하게 향유하기 어렵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통 가스의 과

점구조와 석유가격연동 고가격구조를 동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

교연료로 천연가스의 사용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탈석유시대와 

더불어 퇴조하던 미국 에너지패권(석유패권)의 반전(反轉)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1. 전통 천연가스: 카르텔 지배구조

천연가스는 화석연료로서 온실가스배출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화석연료보다는 배출부

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천연가스는 탄소배출량이 석유의 약 71%, 석탄의 약 56% 정도이

며, 일산화탄소와 질산 등 부수 온실가스는 아주 작거나 없어서 환경부담이 낮다. 게다가 

석유와 달리 전통 천연가스의 가채년수는 약 63년으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존재한다.

국제천연가스 시장은 북미·유럽 지역의 파이프라인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시장과 아시아태평양, 특히 일본·한국·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시장으로 구별된다. 종래 전통적 천연가스의 가격은 공급을 독점

하고 있고, 특히 LNG의 경우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중심의 장기거래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가격도 석유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었다. 가끔 LNG 생산이 확대되

고 충분한 수송선이 뒷받침되었을 때는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 되기도 하였다(송

주명 2012, 280-281).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 천연가스가격은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서, 구

조적 석유 고가격상황에서 천연가스가격 또한 높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행기의 가

교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커지는 기후변화정치의 압

력 속에서 천연가스는 석유를 대신할 중요한 가교에너지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첫째, 

천연가스는 주로 도시가스영역에서 가정용·상업용·사무용·산업용 원료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천연가스는 발전영역에서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대안에너지로 간

주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력사용 고조기에 대한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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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일상 발전연료인 ‘기저부하’(基底負荷, basic load)로 역할하

고 있다. 셋째, 천연가스는 이미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형태로 단

거리 대중교통에 활용되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LNG 엔진개발과 더불어 장거리 수

송연료로서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송주명 2012, 281).

전통 천연가스의 공급은 러시아·중동·카스피해 등 중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국

제적인 수요는 미국·중국·일본·한국·EU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과점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2008년 12월 러시아를 중심으로 16개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가스

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을 결성하였다. 이 GECF 국가들은 

가스매장량의 70%, 생산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에 대한 PNG 공급은 물론, 

동아시아, 북미에 대한 LNG 공급에 있어 공동대응을 강화하려는 ‘가스판 OPEC’의 의도

를 갖고 있다(송주명 2012, 281-282). 

2. 셰일가스: ‘천연가스황금시대’의 가능성     

기후변화·에너지이행과 더불어 미국 석유패권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던 

비OPEC 기반의 석유생산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간 석유시대를 주도하던 구미 메이

저들도 유망한 ‘상류진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21세기 미국 석유패권의 위기는 국제석유

생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전통 천연가스인 셰일가

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7) 셰일가스는 지하 이판암(shale) 사이에 고인 천연가스로 

최근 기술이 본격 개발되어 천연가스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셰일가스는 바위틈에 복

잡하게 고인 천연가스를 ‘수압파쇄’(hydaulic fracturing)와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라는 새 기술을 이용하여 채굴된다.8) 

  7)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각국별 개발상황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3)의 분석에 힘입은 바 크
다. 

   8) 셰일가스는 다음의 여섯 단계를 거쳐서 개발된다. 1) 가스전 개발과 준비: 건물·접근로·생산시설
과 가스정 기반 구축, 2) 수직시추(vertical drilling): 셰일층이 존재하는 수천 미터까지의 수직시
추, 3)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직 가스정의 끝에서 수평시추 혹은 수평 가스정에서 다양
한 방향으로의 확대, 4)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셰일층을 수압으로 파쇄. 99.5%의 물과 
0.5%의 화학 첨가물 사용, 5) 사용된 물의 재사용 혹은 폐기, 6) 가스전의 완성과 운영. 이에 대해
서는 IGU(201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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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로 미국 가스가격이 크게 인하되고 있다. 이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

면 ‘가스황금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IEA 2011a). IEA에 따르면 세계천연가

스의 총공급에서 비전통 가스의 비중은 2009년 13%에서 2035년에 22%로, 특히 북미지역

은 56-64%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미국의 천연가스 총생산량에서 셰일가스

는 23%였지만 2035년에는 49%까지 확대될 것이다(송주명 2012; IEA 2011b). 따라서 국제

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 의장 이드레오스(Mel Ydreos)는 셰일가스가 경

제 및 지정학적으로 ‘총체적 게임체인저’(total 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WGC 

2012). 

물론 셰일가스의 개발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셰일가스의 가능성

은 미국 월가자본과 에너지자본에 의해서 과장되고 있고, 생산 감퇴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Engdahl 2013).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령 이 환경비용들은 토지사용, 식수, 용수사용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9) 그

러나 현재 미국의 금융자본과 에너지자본은 셰일가스 개발에 명운을 걸고 있다. 가령 캠브

리지 에너지연구소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은 의회의 청문에서 “미국은 비전통 석유

와 가스의 혁명에 돌입해 있는데, 이는 에너지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업

은 새로운 기술의 성취로 17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2020년 300만 개까지 늘어날 전망이

다”라고 하여 셰일가스의 가능성을 적극 평가하고 있다(Engdahl 2013). 나아가 세계적인 

매장규모를 보더라도 그 잠재력은 대단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전세계 셰일가스의 가채매장량을 187.5조㎥로 추정하는데, 전통 가스

의 매장량 187.1조㎥를 넘어선다. 전통 및 비전통 가스 전체의 가채매장량은 2010년 세계

소비(317조㎥)를 기준으로 볼 때 약 1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EIA 2011). 이는 

천연가스가 에너지이행기의 가교연료로서 보편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송주명 

2012).    

   9) 이 우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1) 전통적 에너지생산보다 넓은 토지사용이 필요하
다, 2) 수압파쇄는 식수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3) 수압파쇄는 거대한 물의 사용을 초래한
다, 4) 수압파쇄용 용액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내포하고 있다, 5) 수압파쇄와 사용된 물의 처리는 
지진을 야기한다, 6) 사용된 물의 폐기는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7) 셰일가스 생산과 관련된 탄소
방출은 석탄연소보다 해롭다, 8) 셰일가스 생산은 규제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IGU(2012)를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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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셰일가스개발과 국제에너지질서: ‘가스황금시대’, 미국 가스패권

의 부상

1. 셰일가스개발과 국제 천연가스시장 

미국, 중국, 일부 동구국가 등과 영미계 메이저를 제외하고, 셰일가스 개발이 단기적으

로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10) 그 이유는 첫째, 셰일가스 개발

이 아직 초기상황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기술, 자연조건, 환경영향 등의 면에서 불확정

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지역, 특히 프랑스나 EU 선진국은 셰일가스개발에 대하여 

환경보호, 인구밀집지역의 안전 등을 이유로 개발에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특히 러시아(가스프롬)의 경우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가스의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셰일가스의 가능성을 폄하한다.

10) 이는 필자가 2012년 8월 한국가스공사 프로젝트 현지실사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이
다. 인터뷰 일정은 가스프롬(2012/ 8/20.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EU(8/22. 브뤼셀 EU에너지위원
회 사무실), GDF-Suez(8/24. 파리 라데팡스 GDF 사무실), ENI(8/27. 밀라노 ENI 사무실)이었다.

<표 1> 셰일가스 국가별 가채매장량(tcm)

순위 국가명 셰일가스 가채매장량 전통 가스 확인매장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공화국

호주

캐나다

리비아

알제리

브라질

폴란드

프랑스

36.10
24.41
21.92
19.28
13.73
11.21
10.99
8.21
6.54
6.40
5.30
5.10

3.03
7.72
0.38
0.34
-

3.11
1.76
1.55
4.50
0.37
0.16
0.01

출처: EI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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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장기적인 시장은 단기적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처럼 가스가격이 석유가격

에 연동되어 높은 가격추세를 보이는 한국·미국·중국·남미·중동구 등 셰일가스 보유

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향후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중국도 물 부족과 기술적 난관

에도 에너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와 우

크라이나 등 중동부 유럽국가도 러시아 의존적 에너지공급체제를 개선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우선 중단기에 걸쳐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이 본격

화되고 두 거대소비국의 국제적 수요량이 줄어든다면 천연가스가격의 하락 경향이 본격

화될 것이다. 미국 라이스대학 연구팀(Medlock III et al. 2011)에 따르면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최소한 20년 이상 해외의 LNG를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2040년 정도가 되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시장점유율도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둘째, 천연가스가격이 높은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고가격이 지속된다면, 기술력을 보유

한 미국 메이저들은 고가격의 이득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환경비용과 사회

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

이다. 이렇듯 세계 전체에 걸친 셰일가스의 생산은 GECF 카르텔의 동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2> 셰일가스 개발의 국제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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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천연가스가격의 석유가격 연동구조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90년대 미

국 주도의 국제석유시장처럼 구미 메이저의 기술과 자금력 하에서 국제가스시장이 활성

화되고, 전통 가스보유국 카르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이란, 베네주엘라 등 가스판 OPEC 카르텔의 지정학적 영향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40년 약 33%를 차지해야 할 점유율이 셰일가스개발로 26%까지 줄어들 것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Medlock III et al. 2011).  

2. ‘가스산업화’: 천연가스사용의 보편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와 더불어 ‘천연가스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규

정이 나타나고 있다. IEA는 셰일가스의 가능성을 강조해 ‘천연가스 황금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2012년 5월에 국제 메이저들의 개발규칙 정립을 위하여 가스황금시대의 황

금규칙(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

(IEA 2012)는 환경문제에의 배려와 개발당사지역과의 합의 등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기업들에게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체계적 규칙과 지침을 주려는 것이었다.

셰일가스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시장 전체에 공급규모를 확대할 것이며, 그 결

과 천연가스가격을 저렴하게 할 것이다.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이 이미 ‘성숙국면’에 있는 

유럽지역보다도, 지금까지 가격 면에서 사용이 억지되어온 미국·한국·일본 등 선진지역

과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에서 천연가스는 가교연료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한편 세계적

인 가스 사용 확대와 더불어 ‘가스산업화’(gassification)의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로 동아시아에서는 PNG의 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협상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PNG는 가스가격의 상대적 저렴화와 안정된 공급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천연가스가 산업구조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저연료’로의 전환을 통해서다. 첫

째, 천연가스는 수송연료로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단거리를 운행하는 

CNG 버스가 실용화되어 있다. 나아가 2011년 말 대우가 주도하여 벙커씨유 사용을 대신

하는 선박용 LNG 엔진이 개발되었고, 유럽에서는 대형트럭에 LNG 엔진을 장착하고 있

다. 이는 장래 천연가스가 수송 분야의 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연료가격은 디젤이 MMBtu 당 23달러이지만 LNG는 11달러(연비는 10% 부족) 정도로 

평가된다. 한편 교통연료의 전환은 환경부담을 축소해줄 것이다. 가령 선박용 LNG 엔진

은 같은 출력의 디젤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CO2)를 23%, 질소화합물(NOx)을 80%,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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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SOx)을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전력생산의 기저부하화를 통하여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다. 가령 천연가스

가격의 저렴화에 따라 현재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 및 원전증설을 축소하고 가스발전시

설의 대대적 증설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탄소배출을 피하고, 분진, 수은 등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28 기가와트(GW) 이상의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의 

8.9%를 퇴출시키고 있다. 나아가 EIA는 2035년까지 223GW의 발전능력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중 60%를 천연가스발전으로 채울 계획이다(Batson 2012). 

셋째, 산업용 전력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천연가스 냉난방을 보편화하고, 이를 기초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은 파이프라인 등 천연가스 공급설비의 증설과 

더불어 유틸리티산업(utilities)으로서 가스공급　산업을 확대할 전망이며, 화학산업용 원

료로 천연가스의 대대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Batson 2012).  

3. 셰일가스와 국제에너지질서: 미국 가스패권의 가능성

현재 셰일가스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초기에는 체사피크(Chesapeake), 더버니

(Duvernay Corp), XTO에너지(XTO Energy) 등 중견의 독립적 에너지개발기업들이 개발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BP가 체사피크를, 그리고 셸이 더버니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

고, 뒤이어 토털, ENI, BG, 스타트오일(Statoil) 등 유럽 메이저들도 자산매입에 뛰어든다. 

이 과정에서 미국 메이저인 엑손모빌도 XTO에너지를 2009년에 인수하였고, 2011년에는 

필립스 리소시스사의 지분을 인수하였다(송주명 2012; 기획본부 12-13). 미국 에너지패권

의 첨병인 구미 메이저들이 중견개발기업의 기술을 흡수하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엑손모빌이 셰일가스 개발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미국정부도 셰일

가스 개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자립”(energy independence)과 

산업활성화, 고용기회 확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월가 금융자본과 구미 메이저들은 미국 내외의 전략적 셰일가스개발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BP의 CEO인 봅 더들리(Bob Dudley)는 미국의 셰일가

스 개발이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며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전 CIA

의장인 존 도이취(John M. Deutch)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니엘 예르긴 등 석유산업관계자 

6인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자문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Shale Gas)를 조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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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위원회는 2011년 11월 보고서를 통하여 “(셰일가스는) 50년만의 가장 좋은 뉴스다 

[…] 장기적으로 보건대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액체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2011년 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혁명으로) 우리

는 미국인들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Engdahl 2013).11)   

현재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은 미국이 선점하고 있고, 현실적인 가채매장량과 

개발난이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세계의 셰일가스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기

술력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기술력을 활용하여 ‘에너지자립’(energy 

independence)을 추구하면서 국제 에너지지정학의 구도를 변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가령 

2012년 IEA는 2035년에 미국의 에너지자급율이 97%에 이를 것이며, 이것이 오바마 행

정부의 ‘에너지자립’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본다. IEA 수석 경제분석가 패티 비롤(Fatih 

Birol)은 이 흐름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인 에너지자립이 달성되고 미국 에

너지패권의 ‘두 번째 봄’(second spring)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에너지자립은 유

럽과 동아시아에 대한 과점적 가스공급국인 러시아의 ‘에너지패권’ 구상과 그 협상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이다(Cui 2012). 물론 미국 셰일가스의 대규모 LNG 수출 가능성은 크지 않

다. 그러나 구미 메이저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개시한다면 국제가스시장

에서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셰일가스를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고, 가스생산국포럼도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러시아주도의 천연가스 과점화전략 - 혹은 ‘에너지패권’전략 - 은 세계적인 셰

일가스 개발로 크게 약화될 것이다(Cui 2012).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은 셰일가스와 관련하여 복잡한 

입장이다. 중국은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다.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

한 전략적 대안으로 셰일가스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셰일가스는 지질구조가 복

잡하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게다가 개발에 필요한 물도 부족하다. 중국은 부

족한 기술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미기업들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및 캐나다의 셰

일가스의 지분 획득에도 적극적이다. 즉 구미 메이저를 자국의 상류개발을 위하여 끌어들

11) 요컨대 도이취는 LNG 회사 체니어에너지(Cheniere Energy)의 회장이며 씨티그룹(Citigroup)
의 이사 중 1명이다. 그리고 수압파쇄기술로 유명한 슐룸버거-할리버턴(Schlumber-Halliburton)
과 동업에 참여하고 있다. 체니어에너지는 현재 사빈패스의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Engdah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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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국 국영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셰일가스 개발에 

참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중국이 자국의 가스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구미 메이저

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분적으로 이들과 이익을 공유해야만 한다. 특히 자국 상류의 탐

사·개발을 외국자본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송주명 2012, 285-286). 한

편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전통 석유를 중심으로 자국이 통제하는 해외권리를 배타적으로 

확보해가던 ‘신중상주의’적 에너지안보전략과 다르다. 셰일가스는 미·중 간의 에너지협

력과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Young 2013).  

셰일가스 개발은 탈석유 시대 쇠퇴하는 미국 에너지패권을 반전시킬 수 있다. 첫째, 미

국 스스로 천연가스를 주력 에너지로 하는 ‘가스경제화’를 통하여 본격적인 고배출국 탈피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셰일가스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CNG 및 LNG 차량도입, 

산업용 연료의 변환 등을 촉진함으로써 배출을 획기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전

환은 기후변화 국제체제에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미국은 구미 메이저들이 셰일가스 개발기술을 보유하도록 하여 중국·캐나다·남

미·중동구·아프리카·아시아 등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자원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

다. 이는 전통 천연가스의 석유가격 연동형 가격구조, 즉 카르텔형 가격구조를 동요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제천연가스시장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전통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등의 국제 가스카르텔을 무력화하고 그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

라서 향후 국제천연가스질서는 전통 천연가스 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을 넘어서, 

미국과 전통가스 보유국들이 경쟁하는 복잡한 ‘자유시장’ 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셰

일가스는 미국의 쇠퇴하는 석유패권을 대신하여 가스패권, 즉 국제천연가스 ‘자유시장질

서’를 가져올 수 있다(Engdahl 2013).  

셋째, 셰일가스는 신중상주의적으로 석유확보에 진력해 온 중국에게 새로운 가능성임

과 동시에 위험요인이다(Victor and Yueh 2010). 더구나 화석연료 의존적 산업화 때문에 중

국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산업화’와 ‘배출삭감’이라는 

모순적 두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셰일가스는 ‘기회’다. 그러나 문

제는 기술력과 개발의 자연조건이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중국은 구미의 메이저와 협

력해야만 한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기본동맥을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중 간의 에너지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거버넌스를 위한 

타협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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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에너지이행과 에너지패권

지금까지 기후변화 국제체제와 정치경제적 피크오일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전개되

는 탈석유 에너지이행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탈석유 에너지이행은 궁극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는 많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당면한 에너지이행 전략의 중심은 환경부담이 적은 천

연가스의 전면적 이용이다. 특히 가교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셰일가

스다.12) 

에너지이행은 정치경제적 과정을 수반하면서 복잡하게 전개된다. 우선 기후변화 국제체

제를 둘러싸고 화석연료 거대 소비국과 친환경적인 저배출국 간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제 석유패권을 주도하는 대배출국으로서 기후변화체제의 발전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 미국의 석유패권은 피크오일효과와 

더불어 크게 퇴조한다. 미국 석유패권의 퇴조 속에서 러시아, OPEC 등의 국제카르텔과 자

원민족주의, 중국·인도 등 신흥수요국의 신중상주의 에너지안보 접근이 대항적 접근으

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가교연료로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전통 천연가스

의 경우 러시아 등 비서구 국가들은 석유가격과 연동되는 고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연

가스판 ‘OPEC’ 구도를 추구하였다. 이는 천연가스가 가교에너지로 역할하는 데 커다란 제

약이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셰일가스 개발이 게임체인저로 등장한다. 셰일가

스는 중장기적으로 전세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구미 메이저들에게 새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패권, 즉 가스패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석유패권은 쇠퇴하였지만, 미국의 가스패권이 새로이 부상할 수 있다.

에너지이행과 더불어 에너지패권의 변화도 이루어진다. 그만큼 과도기 국제 에너지질서

는 지정학적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로 지정학적 경쟁구도는 다시 미국 에너지패권의 

재구성하여 미국 가스패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기후변화 

국제체제와 국제에너지질서 모두에 걸쳐 강화될 것이다. 우선 미국의 가스패권은 가스사

용의 보편화(가스산업화)와 저배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기후

12) 셰일가스의 개발과 천연가스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해외에너지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송주명
(201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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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국제체체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은 전통 화석연료사용에 전방위적 제약을 강화하고 탈석유 에

너지이행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미국의 가스패권은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국제 

천연가스질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새로운 가스패권은 상당기간 OPEC·러

시아 등 자원민족주의 카르텔과 공존하면서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으로 석유중심

의 전통적 카르텔의 상대적 위상쇠퇴가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적 셰일가스 개발로 역동적 

공급기반을 갖는 경쟁적 국제가스시장의 형성이 보다 중요한 경향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의 가스패권은 경쟁지향적 국제시장을 지향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천연가스 개발 협

력체제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위체계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자국 셰일가스 개

발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미·중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가스패

권은 가장 넓은 외연(外延)으로 ‘자유시장’ 통합질서를 추구하되, 내적으로 전통 자원보유

국의 카르텔과 미·중 간의 에너지협력 거버넌스를 하위체계로 포함하는 중층적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천연가스질서는 ‘자유시장-거버넌

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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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Transition and International Natural Gas Order: 
Shale Gas and U.S. Hegemony of Gas

 Joo-Myung Song | Hanshin University

The destination of energy transition from oil and fossil fuel has become a lot less 

ambiguous as an international system has been widely considered as a measure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oil market also seems to show politico-economic ‘peak 

oil’ after four ‘cycles’. Energy transition from oil has begun. On the one hand, it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and global geopolitical change by bringing decline of ‘free market’ 

international oil system, that is, decline of the oil hegemony of the U.S. in the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mor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tomic 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as the ultimate destination of energy transition. However, neither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due to enormous risk and incredibly high practical-costs or due to technological 

barriers in the universal use. Natural gas has been, accordingly, considered as ‘bridge fuel’ 

because of its abundant reserves and les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onventional 

natural gas, however, cannot play a positive role as ‘bridge fuel’ due to high price policies of 

cartelized resources nationalism of Russia and the Middle Eas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by the U.S. has emerged as a game changer in these conditions. The U.S. and 

international energy majors have been initiating shale gas development. Considering the 

enormous reserves of shale gas, global development of shale gas by energy majors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S. could drastically change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energy 

supply. The U.S., which has lost its oil hegemony, tries to create a new energy hegemony 

through shale gas development. The U.S. basically favors 'natural gas free market.' The 

structure of American gas hegemon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American oil hegemony of the 20th century; The structure perforce includes, as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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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cartels’ of resource rich countries including Russia. There should exist a ‘free 

market of governance’ includ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shale gas.

Keywords: energy transition, energy hegemony, oil hegemony, gas hegemony, cartel, 

resources nationalism, shale gas, natural gas, peak o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