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분석

이 대 식

- 개요 2014년 5월 중‧러 양국이 10년간 끌어 왔던 가스공급계약이 타결되었다.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가스시장과
한반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아시아 LNG 시
장의 가격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다. 저가의 러시아 PNG가 아시아 시장에
도입되어 공급 증대 효과와 함께 가격인하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의 LNG 프로젝트는 중국의 예상 수요 감소와 약한 가격 경
쟁력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셋째, 아시아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이
LNG 수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이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던 LNG의
일부가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의 PNG를 대체할 LNG 수급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NG 수입터미널 등 제반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건설할 예정이다. 넷째, 유럽
에서 환경 문제로 지체되었던 셰일혁명이 재점화될 것이다. 중‧러 가스 협상
타결로 러시아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약화된 유럽 국가들이 셰일개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한반도에서 논의되어 오던 남북
러 가스관 대신에 남중러 가스관의 건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 PNG 도입을 계기로 한국은 천연가스 허브로의 부상을 꾀하는 동시
에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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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5월 21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004년부터 10년간 끌어 왔던 가
스공급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은 협상의 마지막 미제로 남았던 가스공급 기간 및 가격에 대해서 합의하였
다. 이로써 지루했던 장기 협상의 두 가지 핵심 문제인 노선과 가격에 대한
이견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가 동부 노선을 통해
중국에 30년간 연 38bcm1)의 가스를 공급하고 중국은 그 대가로 총 4,0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일정한 금액의 선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스관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서부 노선을 통
한 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00m3당 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나 총 공급액과 계약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동부 노선에 의해 공급되는 가스가격은 1000m3당 351
달러, 약 2.19위안으로 현재 중국 상하이에 공급되는 가정용 가스가격 (2.5위
안)보다도 낮은 가격이다2). 장기적인 대량 가스판매에 성공한 러시아 측이나
비교적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보장받게 된 중국 측이나 나쁘지
않은 결말이다.
사실 양국이 실제로 가스협상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중국이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급속히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웃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구애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유럽 시장에 치중하고 있던 러시아는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고집했고 게다가 2000년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가 열리자 협상을 서
두를 이유는 더욱 약해졌다. 한편, 중국은 에너지 공급의 우선적인 핵심인 원
유의 경우 온갖 정치‧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물량 공세를 통해 일본과의 치열
한 러시아 송유관 선점 경쟁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성공
하였다. 급한 불을 끈 중국은 가스에 대해서는 보다 느긋한 자세를 취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중동의 LNG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PNG도 확보하면서 수급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이다3). 따라서
1) billion cubic meter(십억 입방미터).
2) 이성규ㆍ최영림ㆍ박준관(2014) ｢중‧러 가스협상 타결과 향후 전망｣,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14-18, 2014.5.23, 에너지경제연구원, 5쪽.

러시아와 중국 양측 모두 가스협상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확하게는 러시
아의 에너지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글로벌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셰일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등
장으로 유럽의 대러시아 가스수급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으로 공급되던 중동 가스가 유럽으로 판매처를 전환하고 미국에서 불필
요해진 값싼 석탄도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유럽의 대러시아 가스의존도
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6년과 2009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사태 이후 에너지의 탈(脫)러시아를 모색하던 유럽은 변화된 상황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각화 정책을 가속화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가격협상력
도 제고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판매처인 동아시아, 특히 중
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중‧러 가스협상의 진도가 빨라
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4). 협상력이 약화된 러시아는 2013년 중‧
러 가스협상의 관건인 노선문제부터 전격적으로 양보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14년 5월에는 가격문제 절충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장장 10년 이상을 끌어
왔던 가스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세기의 협상인 중‧러 가스공급 체결은 양국의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
벌 에너지 시장에 큰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진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본 협상 체결의 의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
과 평가를 통해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러 가스협상 체결의 의미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주로 중국과 러시
아의 정책과 양국 관계에 집중하거나5), 아시아 시장에서 가스가격의 변화 가
능성에 국한되는 등6) 일면적인 측면이 다분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서는
3)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러시아 관련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성규의 글을
참조: 이성규(2006) ｢최근 에너지부문에서 러ㆍ중 관계 변화｣, 한국시베리아연구
8, 1-30쪽; 이성규(2013) ｢러시아 중국·러시아 가스도입 협상 난항｣, Chindiaplus
87, 62-63쪽.
4) 셰일혁명 이후 러시아의 변화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조: 이대식(2013)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대국, 러시
아｣, 경제포커스 419, 2013.6.4, 삼성경제연구소, 1-13쪽; 제성훈(2013) ｢셰일가스
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13-4, 2013.2.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9쪽.
5) 이성규ㆍ최영림ㆍ박준관(2014), 3-10쪽.

협상타결 이전에 작성되어 본격적인 선행 연구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구체적인 내용
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의미를 밝히고, 3장에서는 본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시장 및 한국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
석한 후, 4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2. 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내용과 의미
2004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가격과 노선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공회전
을 거듭해 왔다. 가장 큰 장애물은 1000m3당 100~200달러에 이르는 양측의
희망가격의 차이였다. 러시아는 기존의 대유럽 수출 가격 및 인프라 건설비용
을 감안하여 1000m3당 350~400달러 수준의 가격을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자
국이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로부터 도입하는 가격인 1000m3당 200~250달
러를 요구하였다. 가격과 함께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의 노선
에 대해서도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국의 서부와 동부 지역으로 가
스를 공급할 두 개의 노선, 즉 서부 노선과 동부 노선의 건설에는 양국이 일
찌감치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이 중 어느 노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가에
대해서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러시아는 서부 시베리아의 우렌고이 가
스전에서 우랄 알타이 지방을 거쳐 중국 신장 지역의 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서부 노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개발된 가스전을 활용
함으로써 막대한 신규 가스전 개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서해안까지 연결하는 동부 노선(3,968km)보
다 서부 노선(2,800km)이 훨씬 짧아 가스관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절
감된다는 점이다. 중국 측은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신규 가스전인 사하공화국
의 차얀딘스코예와 이르쿠츠크의 코빅딘스코예로부터 블라고베셴크를 거쳐
중국 동부 지방의 하얼빈, 선양, 베이징, 산둥으로 이어지는 동부 노선을 서
6) Henderson and Stern(2013) “The Potential Impact on Asia Gas Markets of Russia's
Eastern Gas Strategy,” Oxford Energy Com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in Oxford University, pp. 1-13.

부 노선보다 선호하였다. 우선 중국 서부 지방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
아로부터 가스 파이프를 통해 이미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
역에 추가로 가스관을 건설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신흥 공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 해안과 겨울철 난
방수요가 높은 동북부 지역의 가스 공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의견 차이로 답보 상태에 있던 협상은 2013
년부터 러시아가 노선에 대해 양보하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
다. 러시아에 대한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약 30%)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수
급 다각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대중국 가스관을 대유럽 가스공급 협
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2013년 3월 중국의 시진핑 주
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동부 노선을 통한 가스의 우선 공
급에 동의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열린 G20 회담 기간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가스 공급량과 공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부 노
선을 통해 38bcm, 서부 노선을 통해 30bcm, 도합 68bcm의 가스를 공급하기
로 했으며 동부 노선을 2018년에 완성하여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당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협상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다시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반군 지원으로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
재가 강화되자 러시아의 친(親)중국정책이 한층 더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동
년 5월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가스공급 기간 및 가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가 동부 노
선을 통해 중국에 30년간 연 38bcm의 가스를 공급하고 중국은 그 대가로 총
4,0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일정한 금액의 선불을 지불
하는 형식으로 가스관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서부 노선
을 통한 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시급한 자국의 가스공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
고,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 동
진(東進)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천연가스 소비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 중국의 가스 소비량은 연
평균 16%나 증가했고 2013년에는 수입의존도가 최초로 30%를 상회했다.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전망에 따르면 가스 수입의존도가 2015년에
는 38.5%, 2020년에는 45.0%에 이를 것이다.
<그림1>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현황 및 전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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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중‧러 가스공급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은 2020년 총 수입량
(180bcm)의 80% 이상을 값싸고 안정적인 PNG8)로 확보하게 된다.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4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완공되면 중국
총 수입량의 44.4%에 해당하는 연간 80bcm의 가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러시아의 동부 및 서부노선이 완공될 경우 37.8%(68bcm)를 추가 공급
받게 되어 값비싼 LNG에 대한 의존도는 1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중‧러 가스협상 타결로 석유‧가스 에너지의 동아시아 판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80%, 가스 수
출의 70% 등 에너지 수출의 대부분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럽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도 크게 위협받고 있
다. 따라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 등 동아
시아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전략–2035’를 발표하여 아태 지역에 대한
에너지자원의 수출 비중을 2035년까지 28%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7) “
”, 
001614.html(검색일: 2014.09.20).

, 2014.01.14, http://www.cfi.net.cn/p20140114

8)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기체 천연가스.

<표 1> 러시아 에너지 동진정책의 핵심 내용
■ 목적: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의존도 감소
- 2013년 대EU 수출 비중: 석유 80%, 가스 70%, 석탄 50%
■ 정책 내용: 아태 지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확대
- 2014년 발표된 ‘에너지 전략-2035’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
• 아태 지역에 대한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을 2035년까지 28%로 확대
※ 석유: 12%(2013년)→23%(2035년), 가스: 6%(2013년)→31%(2035년)

석유의 경우 이미 2012년 12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을 완공하
여 중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에 공급을 개시했다. 시베리아 타이셰트에서 태평
양연안 코즈미노에 이르는 총연장 4,700km의 송유관을 통해 연 3천만 톤 이
상의 원유를 수출 중이다. 이 중 ESPO의 지선(러시아 스코보로지노-중국 다칭)
을 통해 중국에 연 1,500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연 5,00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가스협상 타결 덕분에 새로운 동아시아 가스관
인 ‘시베리아의 힘(Сила Сибири)’이 2014년 9월에 착공되어 러시아 가스의
동진정책도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시베리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총연장 4,000km의 가스관은 대중국 동부노선에 공급되는 38bcm을 포함하여
연 60bcm을 동아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할린 가스전
에 ‘시베리아의 힘’과 알타이 통과 서부노선이 추가되어 2025년 러시아의 아
태지역 가스수출량은 연 95bcm에 이를 것이다.
<그림 2> 중‧러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 현황 및 예정 상황도

3. 중‧러가스협상 타결의 파급 효과 분석
첫째, 동 협상 타결은 무엇보다 아시아 LNG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 소멸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 중 LNG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현물 허브시장도 부재하여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
로 LNG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아시아의 LNG 의존도는 80.4%
로 세계 평균 31.7%는 물론 2위인 중남미 평균 47.4%를 훨씬 상회한다. 또한
세계LNG 수입량의 69.3%가 아태 지역 5개국(일본,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에 집중되어 있다9). 그러나 아태 국가들은 북미의 헨리허브, 유럽의 영국
NBP 등과 같은 현물 허브시장이 없어 대부분의 수입을 유가에 연동된 장기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임까지 더해져 여타 지역에 비해 2~3배 높
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표 2>에서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가스가격인 일
명 Japan Crude Cocktail 가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 비교(2012년)10)
지역별

북미헨리허브

영국 NBP

러시아
PNG(독일국경)

일본 JCC

가격
(달러/mmBtu)

3

9.5

12

17

그러나 중‧러 가스협상 타결로 저가의 러시아 PNG가 북미 셰일가스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공급증대 효과와 함께 가격인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현지가격은 당분간 mmBtu당 4~6달러대를 유지하
여 대아시아 LNG 수출가격도 10~14달러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미국 현지의 셰일가스 가격의 원가는 3.5~5.5 달러 수준이며 미국정부
는 향후에도 자국의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가격이 4달러 이하로 떨
어지지 않고, 동시에 중소 셰일개발 업체의 생존을 위하여 생산원가가 6달러
는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mmBtu당 액화비용 2~3달러, 액화손실
비용 0.6~0.9달러, 운반비 3~4달러, 가스화비용 0.5달러를 추가하면 아시아 도
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3), http://www.bp.com/content/dam/bp/pdf/
statistical-review/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2013.pdf(검색일: 2014.09.20).
10) Warner ten Kate, Lászlo Varró, and Anne-Sophie Corbeau(2013) “Developing a
Natural Gas Trading Hub in Asi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p. 1-85.

입가격은 10~14달러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러협상 타결로 아시아에 도입될
러시아 PNG의 가격은 mmBtu당 약 10달러11) 선이다. 이는 한국이 지분 투자
하여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DS LNG 등 몇 개 제품을 제외하면 사할린2
(mmBtu당 7달러)와 함께 아시아 시장 최저가에 해당한다. 반면 2014년 상반기
동아시아에 수입되는 중동의 카타르 LNG는 아시아 프리미엄에 일본 원전 가
동 중단 효과까지 추가되면서 mmBtu당 18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과도한 아시
아 프리미엄 가격은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가 도입되고 2020년부터 러시
아의 PN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
다. 더구나 2020년 이후에는 아시아 가스 시장에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현물 가스 허브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유가에 연동된 장기공급계약의
비중도 점차 떨어져 가격인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동아시아 시장 천연가스 가격 비교12)

둘째,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5개 LNG 수입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아시아에 중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아시아 시
장을 겨냥한 대규모 LNG 수출 및 개발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우후
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13). 미국과 캐나다는 아태지역을 겨냥한 LNG 수
11) 30년간 연 38bcm를 4천억 달러에 공급할 경우 환산하면 mmBtu당 약 10달러.
12) Henderson and Stern(2013), 5.
13) E. McAleavey(2014) “China-Russia gas deal LNG market impacts,” Energy Global,

출터미널 건설을 진행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14년 4월까지 7개
터미널(생산 용량 36.8bcm)의 건설을 승인했고 캐나다 국가에너지청(NEB)
도 2014년 3월 태평양연안 British Columbia의 수출터미널(0.2bcm) 등 4개
프로젝트를 인가했다. 북미 외에도 호주, 아프리카, 지중해 등 신흥 가스
생산국에서도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다. 호주는 2014년 8
월 현재 총 8 개의 가스전,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 4.2조m3 규모의 가스
전, 탄자니아는 1.2조m3 규모의 가스전 개발에 착수했다14). 지중해 연안에
서는 이스라엘이 2009-10년에 글로벌 2위 규모(460bcm)인 레비아탄을 포
함한 총 5개의 대형 가스전 개발에 착수했고 키프로스는 2011년 남부 연
안에 200bcm 규모의 가스전 발견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러 가스협상 타결로 가격과 공급 양면에서 아시아 시장의 경쟁이
예상외로 치열해지자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타격을 입을 위험에 처했
다. 미국 가스업계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아시아 가스시장을 선
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긴 행정절차에 막힌 셰일가스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 인프라 건설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중‧
러 가스협상 타결 직후인 6월 미국 하원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LNG 수출허가
여부를 환경영향 평가심사 후 30일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의 LNG 프로젝트는 약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을 주고객으로 건설되는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터
미널의 수출가격은 mmBtu당 12.5달러 이상으로 러시아 PNG보다 2달러 이상
이나 비싸다. 호주의 LNG 프로젝트는 개발비가 톤당 3,500달러로 중‧러 가스
파이프 건설비(톤당 2,000달러) 보다 많고 중국 도착 가스가격도 30%나 더
비싸기 때문에 벌써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
하고 있다15). 2014년 6월 수익성 문제로 Woodside Petroleum사가 27억 달러
규모의 지중해 레비아탄 가스전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
스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ENI, Sasol의 경영진은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공
급’을 우려하여 투자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16).
2014.6.6.
14) 성동원(2014)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4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Vol. 2014-R-02, 1-19쪽.
15) Chee Yew Cheang(2014) “Australia Faces New Challenges Attracting LNG
Investments,” Rigzone, 2014.6.19.

<그림 4> 북미 및 아프리카 LNG 프로젝트의 위기

셋째로, 동 협상 타결은 유럽이 LNG 수입의 주요 수입처로 부상할 수 있
게 할 것이다. 북미 LNG와 러시아 PNG는 아시아 가스시장의 가격하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LNG 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와 러시아 이외에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추가 가스 공급처가 등장하는 데다 일본도 원전 재가동
을 결정하여 아시아 시장으로의 가스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2020년을 전후로 아시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될 전망이며 러시아도 2025년까지 아시아로의 가스 수출을 대
폭 확대할 계획이다17). 미국에서는 2020년까지 6개 회사가 총 112.1bcm 규
모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신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셰일혁명으로 인
하여 최대 고객인 미국 시장을 잃은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2013년 기준으로 총 7개의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총 규모 154.5bcm)
를 허용했다. 더불어 러시아는 중‧러 가스협상 타결을 기화로 2025년까지 대
아시아 천연가스 수출을 연간 95bcm으로 늘릴 예정이다.
북미와 러시아의 수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5년 아시아에는 이
두 지역의 신규 가스 물량만 연간 361.6bcm[=112.1(미국)+154.5(캐나다)+95(러
시아)]에 이른다. 여기에 2012년 기준으로 이미 수입되고 있는 기존 물량
131bcm을 합치면 2025년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 가능한 가스 물량은 492.6bcm
16) E. McAleavey(2014) “China-Russia gas deal LNG market impacts,” Energy Global,
2014.6.6.
17) Rogers and Stern(2014) “Challenges to JCC Pricing in Asian LNG Markets,” OIES
PAPER, NG 81,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in Oxford University, pp. 22-28.

에 이른다. 한편 B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연간 1059.7bcm으로 증가하고 생산량은 연간 729.4bcm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같은 해 아시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스 수입 물량은 330.3bcm(=1059.7729.4)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상에서 상술한 모든 예상이 적중한다면 2025년
아시아 시장에는 162.3bcm(=492.6-330.3)만큼의 가스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돌
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미와 러시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도입될 가
스 물량은 제외되어 있다.
<그림 5> 2025 년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수급 전망18)

호주와 아프리카 등 러시아와 북미 이외 지역의 LNG 프로젝트는 단기간
중‧러 가스협상 충격으로 위기를 맞겠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자구책을 통해 살
아남아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중 일부
가스업자는 글로벌 최대 LNG 시장인 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더불어 이미 2014년 일본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하여 아시
아 전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도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0월 일본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늘어났던 22.4bcm 규모의 추가 수입 물량이
2014년 6월 이후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불필요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시
아 지역의 예상 소비증가분과 북미, 러시아,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추가 수입
량과 일본 원전 재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합치면 2025년 아시아 천연
가스 시장에는 200bcm 안팎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8) BP Energy Outlook 2035, http://www.bp.com/en/global/corporate/about-bp/energyeconomics/energy-outlook/outlook-to-2035.html(검색일: 2014.09.20); Rogers and Stern
(2014); Henderson and Stern(2013).

아시아 시장에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던 LNG의 일
부는 아시아 외의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체
수출 대상지역은 점차 LNG 수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이다. 유
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러시아의 에너지 민족주의에 입각한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 반발하여 러시아의 PNG를 대체할 보다 안정적인 LNG 수급원을 모색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북미 셰일가스, 북서아프리카, 중동 등의 LNG 수
입을 점차 늘려 대러시아 가스의존도를 현재 수준의 1/3로 축소할 방침이다19).
그 일환으로 유럽 전역에서 LNG 수입 증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유럽에는 연간 196bcm을 수용할 수 있는 22개의
LNG 수입터미널이 가동 중인데 여기에 추가로 연간 32bcm 수용 규모의 6개
터미널이 건설 중이며 향후 연간 160bcm 규모의 32개 터미널이 건설될 계획
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가 매우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스터미
널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다. 폴란드는 2009년 ‘LNG터미널건설 특별법’을 제정
하고 2.5bcm 규모로 2014년 스비에노스치에, 크로아티아는 2014년 북아드리아
해의 크르크(Krk)섬에 각각 LNG 수입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며 리투아니아는
국내 소비의 60% 를 수용할 수 있는 LNG 터미널 건설에 착수했다.
<그림 6> 유럽의 LNG터미널 건설 현황(2014년 2월)20)

19) K. Kumar(2014) “EU Nations Importing Russian Gas Now Searching for
Alternative Source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8.27.
20) Thierry Deschuyteneer(2014) “LNG import potential to Europe,” Ifri Energy Breakfast
Roundtable, Gas Infrastructure Europe, 2014.4.29, http://www.ifri.org/downloads/
comptes_rendu/fichiers/150/deschuyteneer28414final.pdf(검색일: 2014.09.10).

유럽 자체의 LNG 수요가 커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LNG 수출국의 유럽에
대한 구애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약 10년간 미국 LNG 시장
을 겨냥하여 LNG 플랜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온 카타르가 미국 셰일가
스에 밀려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그런데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이번에는 러시아 PNG의 등장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구가하던 공급 및 가격
프리미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카타르는 대유럽 수출량을 더욱 확대
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21).
LNG 수입터미널 증설 등 탈러시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발
셰일혁명에 밀린 중동산 LNG의 수입의 확대, 중‧러 가스협상 타결과 일본 원
전 재가동으로 아시아의 구매자를 잃은 북미, 중동, 호주,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 LNG의 추가 진출로, 향후 글로벌 LNG의 또 다른 주요 수입처로 부상
할 것이다.
<그림 7> LNG 주요 수입처로 부상하는 유럽

넷째,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셰일혁명이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뒤흔들자 유럽에서도
셰일혁명의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졌다. 유럽 전역에 미국의 14.2조m3보다 많은
18조m3 이상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에서 매
장량이 가장 많은 폴란드(5.3조m3), 프랑스(5.1조m3) 등에서 셰일개발이 활발하
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러시아 가스로 인한 지경학적 문제가
심각한 동유럽의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선도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하
21) R. Tuttle and A. Shiryaevskaya(2013) “Qatar to Boost Europe LNG Sales as Gas
Trades at 7-Year High,” Bloomberg, 2013.12.24.

고 있다. 유럽 최대 매장지인 폴란드는 2020년 자체 천연가스 수요의 55%
(10bcm), 1.2조m3의 매장량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2030년 자체 천연가스 수요
의 88%(40bcm)를 셰일가스로 충당할 목표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표 3> 유럽의 국별 셰일가스 매장량22)
국명 폴란드 프랑스
매장량
(tcm)

5.30

5.10

노르

우크

웨이 라이나
2.35

1.19

스웨덴 덴마크 영국
1.16

0.65

네덜
란드

터키 독일

0.57 0.48 0.42 0.23

리투
아니아

기타

0.11 0.54

주: 1tcm=1trillion cubic meter(1조 입방 미터)

그러나 이들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럽 제 2의 셰일매장국인 프랑
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문제, 경제성 문제 등으로 셰일개발
에 소극적이다. 무엇보다 인구밀도가 미국보다 3배가 높은 유럽의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셰일가스 시추에 적용되는 수압파쇄법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킨다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
이 매우 거세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 미국계 셰일가스 개발업체에 프랑스
동남지역에 개발 허가권을 처음으로 내줬지만, 환경 파괴 우려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허가권을 취소했다. 2013년 10월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수
압파쇄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개발업자가 낸 헌법
소원심판청구에서 수압파쇄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프랑스에서는 당
분간 셰일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달 9일 유럽의회가 수
압파쇄 방식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는 개발 첫 단계에서부터 환경영
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면서 유럽 전체에서 셰일개
발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환경문제 외에도 유럽은 재산권 관련 법제도도
미국과 달라 셰일가스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발의 핵심인 자원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어 개인의 개발 참
여 의지가 미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셰일가스 개발 기술을 축적해온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기술력도 개발
인프라도 부족하다. 게다가 셰일층의 위치가 미국보다 두 배 이상 깊어서 미
22) V. Kuuskraa, S. Stevens, T.V. Leeuwen, and K. Moodhe(2011) “World Shale Gas
Resources: An Initial Assessment of 14 Reg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p. 135-211.

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고 유럽의 지형에 맞는 신기술 개발도 필
요하여 결국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많은 셰일 매장지가 경제
성 문제로 개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중‧러 가스협상 타결로 유럽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그동
안 반독점법, 제 3에너지 패키지23) 등으로 러시아의 가즈프롬을 압박하며 가
격인하를 유도했다. 가스 수출의 70%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도
최근 계속되는 유럽의 가격을 포함한 공급조건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를 대부
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미국의 셰일혁명 이후 유럽은 가격협상
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다. 중동산 LNG와 값싼 미국산 석탄이 미
국에서 유럽으로 유턴하면서 러시아의 PNG를 일부 대체하기 시작했고 2011년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수요도 감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가스 가격인하 압력이 더 한층 강화되었다. 2012년 초 심지어 유럽에서 LNG
현물가격이 러시아의 유가연동 가격을 하회하자 가즈프롬은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에게 약 10%의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중‧러 가스공급 협상으로 러시아에게 새로운 대규모 구매자가
등장하면서 유럽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강력한 대러시아 가스 가격협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향후 러시아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가스 수출 규모를
늘릴수록 유럽의 가격협상력은 더욱 더 약화되고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횡
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 위기감은 중‧러 가스협상 타결
직후 바로 언론을 통해 표출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셰일개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협상이 타결된 바로 당
일 포브스지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 가스 거래가 유럽의 셰일혁명을 촉진시
킬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24). 뿐만 아니라 약 2주 뒤 뉴욕타임즈지에는
“독일이 수압파쇄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기사가 게재되었
다25). 한마디로 중‧러협상 타결 이후 유럽 각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비롯한 제
23) EU집행부가 주로 러시아의 가스 독점기업인 가즈프롬을 겨냥하여 입안한 법
으로 천연가스의 판매자와 운송자가 동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
24) C. Helman(2014) “China-Russia Gas Deal Should Unleash A Euro-Fracking
Revolution,” Forbes, 2014.5.21.
25) Melissa Eddy and Stanley Reed(2014) “Germany Leans Toward Allowing
Fracking,” The NewYork Times, 2014.6.5.

반 규제를 완화하면서 셰일가스 개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로 유럽의 셰일개발에 대한 여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낼 가스 공
급을 차단하자 유럽은 본의 아니게 200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다가오는 겨울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차
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2014년 3월에 EU의 관료와 유럽의 정계에서는
러시아의 가스를 대체할 주요한 출구로 유럽의 셰일가스를 강조하기 시작했
다.26) 심지어 셰일개발의 환경문제를 잠식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 오일과
가스 개발에도 환경문제가 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2014년 5월 EU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셰일가스 개발과 비러시아 가스 수입을 EU 에너지 정
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27). 2014년 6월에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차단하자 유럽은 셰일개발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28).
더불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혁신이 유럽의 셰일가스 개
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ECorp사는 수원 고갈과
오염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물 대신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Propane Fracking’
기술을 개발하여 유럽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의 셰일가
스 개발 지역인 텍사스 이글포드에서 시험 시추에 성공했고 2013년 10월 프
랑스 의회에 시연된바 있다. 이 기술이 소개된 후 2014년 2월 프랑스 산업부
장관 아르노 몽뜨부르(Arnaud Montebourg)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셰
일가스 개발 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29).

26) “Ukraine crisis sharpens focus on European shale gas,” Reuters, 2014.3.14,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3/14/europe-shale-ukraine-idUSL6N0MB1WI2014
0314(검색일: 2014.9.15).
27) F. Harvey(2014) “Shale and non-Russian gas imports at heart of new EU energy
strategy,” The Guardian, 2014.5.28.
28) A. Hontz-Ward(2014) “Europe Considers Fracking to Cut Russian Gas Imports,”
Voice of America, 2014.7.12.
29) “French minister supports allowing 'clean' shale gas fracking,” UPI, 2014.2.3.
http://www.upi.com/Business_News/Energy-Resources/2014/02/03/French-ministersupports-allowing-clean-shale-gas-fracking/UPI-25851391403720/(검색일: 2014.09.20).

<그림 8> 재점화되는 유럽의 셰일가스 개발

마지막으로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진 남
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남중러 가스관 프로젝트가 부상하는 계기
를 마련했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
스공급에 관한 MOU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연간 750만 톤의 PNG를 공급할 1,122km의
남북러 가스관 건설에 잠정 합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북
한-남한을 잇는 한반도 가스관 건설을 2013년에 착공하고 2016년에 완공하여
2017년부터 가스공급을 개시하게 된다. 로드맵을 작성한 2011년에 남북러 가
스관의 공급원인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이 완성되어 프로젝
트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로 인
하여 2012년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기대가 점차
잦아들었다. 급기야 2014년 2월 한국 측은 한반도 가스관의 대안으로 동해와
서해를 경유하는 두 개의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4년 2월 러시아 가
즈프롬 측에 북한을 우회하는 동해 및 서해 라인의 사업성 검토를 요청한 것
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의 검토 결과 동해 라인은 해저지형이 복잡하여 경
제성이 없는 반면 서해 라인은 낮은 수심 등 비교적 단순한 해저지형으로 이
루어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러시아 측도 이즈음부터 서서히 남북한 가스관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까지만 해도 러시아 측은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가
능한 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관철하는데 주력하였다. 푸틴의 방한으로 이루

어진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정부는 남북러 가스관 의제가 빠
진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초까지도
러시아는 북한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10%를 주로 북한 통과 가스
관 유지에 활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가능성
이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러시아의 입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중국을 거쳐 서해를 통과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남중러 가스
관 건설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알렉산드
르 노박은 남중러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
장 주된 대한국 가스공급 방법은 어디까지나 블라디보스톡과 사할린의 LNG
수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30). 이로써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러 가스관
은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 간접적이나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어 5월 5일 푸틴이 최종 서명한 북한채무탕감案에서도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소극적 입장이 반영되었다. 탕감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
의 구소련 시절에 진 빚 109.6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고 남은 10%를 북한
내에 개설될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지점(대외통상은행)을 통해 북한이 20년
간 40회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 분할 상환될
10%도 북한 내의 ‘보건, 교육, 에너지 부문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이는 2013년까지 언론에서 잔여 부채 10%의 대부분이 남북러 가스관 건
설, 특히 북한에 지급할 통과 수수료에 사용될 것이라고 추정하던 것과는 크
게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 가스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아니라 에너지
부문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보건, 교육과 함께 3부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약해진 반면, 남중러
가스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중‧러 가스관의 종착지인
산둥에서 한국 서해안까지의 길이(315km)는 남북러 가스관보다 짧고 수심도
평균 55m로 얕아 해저 가스관 건설을 위한 기술적 제약도 미미한 편이다. 중‧
러 가스협상 타결이 발표되자 국내 언론에서도 남중러 가스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5월 25일 한 언
론 매체에서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백근욱 박사는 남중러 가스관을 활용할 경
우 한국이 얻을 다수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31). 첫째, 중국과 연합할 경우 러
30) А. Топалов(2014) “Газовый крюк через Китай: Россия привяжет к себе Южную
Корею газопроводом через Китай,” Газета.Ру, 2014.2.19.

시아에 대한 협상력이 제고되고, 둘째, 중앙아시아 한국 소유 가스전을 러시아
와 스와프 거래할 수 있으며, 셋째, 일본 남부에 가스를 재판매할 수 있으며,
넷째, 중동, 호주 등을 상대로 LNG 협상력이 제고되고, 다섯째, 한‧중‧일‧러 가
스동맹으로 북한 억제력이 강화된다. 이와 같이 중‧러 가스협상 타결 이후 남
중러 가스관이 남북러 가스관의 대체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
의는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로써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
트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남중러 가스관의 부상이 적어
도 남북러 가스관 건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남중러 가스관 논의를 전략
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림 9> 남중러 가스관 예상 노선도32)

31) 박태희(2014) ｢러~중~한 가스관 ‘1석 4조’인데…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 중
앙선데이, 2014.3.30.
32) 박태희(2014).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5월에 타결된 중‧러 가스협상 타결은 중
국과 러시아 당사국 외에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주변국에 큰 파급효과를 일
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아시아 LNG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
이다. 둘째, 글로벌 LNG 프로젝트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 시장
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이 LNG 수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이다. 넷째, 유
럽에서 환경 문제로 지체되었던 셰일혁명이 재점화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에서 논의되어 오던 남북러 가스관 대신에 남중러 가스관의 건설 가능성이 대
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규모의 파급력을 가진 중‧러 가스협상 타결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러중 가
스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이 천연가스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는 북미
나 유럽과는 달리 역내 가스허브의 부재로 불리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
다. 지역 통합적인 허브가격이 부재하여 개별 국가단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수입국에는 불리하고 공급국에는 유리하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유리한 지리
적 이점과 우수한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중‧러 가스관을 활용할
경우 동북아 및 글로벌 천연가스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값싼 러시아의 PNG와 북미의 LNG를 모두 수입할 수
있는 동시에 중‧러 가스관을 통해 도입한 러시아의 PNG를 일본 등 주변국으
로 재판매할 수 있는 지리상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으로 도
입되는 미국 LNG의 일부를 프랑스에 재판매하기로 한 것은 물론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이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LNG 허브로서의 한국의
가능성을 실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위치에 놓인 싱가포르가
최근 아시아의 오일허브에 이어 LNG허브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실행
중이다.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5월 연간 처리용량 300만 톤 규모의
LNG 터미널을 처음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탱크 1기를 추가로 지
어 처리용량을 600만 톤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앞으로 2016년까지
추가 투자를 진행해 처리용량을 900만 톤으로 키울 계획이다.33) 싱가포르보다
33) 백우진(2013) ｢LNG허브 참 다른 두 나라… 싱가포르 잰걸음,

제자리｣, 아시

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가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저장 및 운송
인프라와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한국에게 아직 기회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가스의 대량 공급이 머지않아 중국의 석유화학공업의 발
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앞으로 러시아 가스가 대규모로 수입될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 CBM(석탄층메탄가스) 등이 동시에 개발되어 가스공급량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우선 2015년까지 6.5bcm, 2020년에는 30bcm 규모의
셰일가스가 생산될 전망이다34). 또한 세계 CBM 매장량 2위국(10.9조m3)인 중국
은 2011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2015년에 30bcm을 생산할 예정이다35).
풍부한 가스공급에 힘입어 중국은 값싼 에틸렌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미
2013~2017년 사이에 에틸렌(C2)과 프로필렌(C3) 등을 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실행 중이며 2015년에는 에틸렌 자급률이
100%에 도달할 전망이다.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을 이룩하며 풍부한 자체 수
요를 갖춘 중국이 이렇듯 풍부한 가스공급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발전
시킨다는 점은 석유화학산업이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석유화학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현지 생산기지 건설 및 합작회사, 기업인
수 등을 통해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
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원가절감 및 시장확보가 동시에 가능한 중국에 대한 합리적
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경제, 2013.12.2.
34) “ , 2020년 셰일가스 생산량 300억 m3 예상”, 해외시장동향, 한국무역협회.
2014.9.23,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
CHINA&nPostIndex=12698(검색일: 2014.09.25).
35) 박지민(2013) ｢중국의 석탄층메탄가스(CBM) 개발 현황 및 전망｣,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13-01, 2013.1.4, 에너지경제연구원,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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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Влияние газо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Spillover Effect of China-Russia Gas Deal)
Ли, Дэ Сик*
В мае 2014 года было заключено крупное газ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Это соглашение окажет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глобальные газовые рынки, в том числе в Азии, и на геополитик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первых,

ценовая

премия

исчезнет

на

азиатском рынке СПГ. Во-вторых, это соглашение будет серьезной
угрозой для глоб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СПГ в таких регионах, как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Австралия, Африка. В-третьих, Европа станет новой глобальной
Меккой импорта СПГ. В-четвертых, соглашение будет вновь разжигать
сланцевую революцию в Европе. В-пятых, заново выдвигается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льтернатива

газопровода
газопровода

через
через

Китай

в

Северную

Южную

Корею.

Корею

Между

как

прочим,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даст Корее новую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газовой индустрии и инвестиции в Кита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я может
ст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м

развитие

китайской

хабом

природного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газа.

С

друг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строе
привлечет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газ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проекты СПГ, сланцевая революц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газопровод
(Gas Deal, LNG Project, Shale Revoution, Gas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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