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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동에 대한 의존을 감소

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

아 자원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미 셰일혁명으로 인한 미국, 

캐나다의 LNG 수출 가능성과 호주의 LNG 공급확대 가능성으로 다양한 원유, 가

스공급국이 증가해 러시아와 미국 등 신흥공급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서, 동아시아 에너지 구도는 소비자 위주 시장 형성과 아시아 프리미엄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미국의 원유와 가스 생산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셰일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의 산업적, 지정학적 각축장

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 최대 LNG 수요

국들이 집중되어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세계 LNG 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세계 석유시장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한편, 러시아의 아시

아 진출을 위한 주된 수단과 목표는 군사력이 아니라 철도, 에너지, 인프라(전력

망) 구축이며,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 급증과 원자력 위기는 러시아에게 아시아 지

역에서 석유가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셰일혁명으

로 인한 미국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원유, 가스 수출과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시

장 진출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In Russia, oil and gas, rather than the army and the navy, are be-

ing touted as the country’s most important assets. Many Europeans 

today perceive their reliance on Russian energy, in particular gas, as a 

threat. Some say that Russia uses energy as a political weapon and 

cannot be trusted as a supplier. Russia is sending record amounts of 

oil to Asia, eroding the dominance of the Middle East. Russia’s relations 

with Northeast Asian (NEA) countries have seen its ups and down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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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2009 saw remarkable developments in Russia-NEA relations 

regarding both oil and gas. The resources of Asiatic Russia and the 

needs of China, Japan, and the two Koreas create enormous poten-

tial for economic partnerships. Although there is still some uncertainty 

regarding the size and economics of shale gas, there has been ample 

evidence that increased shale gas production in the US is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gas markets in Europe and Asia. Significant shale 

gas production has the potential to lower natural gas prices in Asia. 

Changes in global gas markets will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geo-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terms of the North American shale revolution and chart 

its potential global implications in Europe and East Asia. It begins by 

detailing the state of U.S. natural gas and oil production, and goes on 

to examine its impact – with particular emphasis on Northeast Asia

key words 셰일혁명 shale revolution, 러시아 에너지 Russian energy, 유럽 에너

지 안보 European energy security, 동북아 에너지 안보 Northeast Asian energy 

security, 미국 에너지 U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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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들이 미국의 셰일혁명과 에너지 시장, 에너지 지정학의 

전개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셰일혁명은 최근의 

원유가격 급락과 같이 국제 천연가스와 원유 거래에 커다란 변화

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기존 전통원유 또는 가스생산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 

에너지 및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원유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세계 

원유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의 경우, 동북아시아는 세계 LNG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도입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아시아 프리미엄 저감을 위한 노력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셰일혁명을 계기로 커다란 변

화를 맞이하게 된 동아시아의 에너지 구도를 에너지 시장과 지정

학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반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수급구조 등 기본 에너지 현황을 유럽과의 비교적 시각에

서 살펴보고, 미국의 셰일혁명의 현재 진행 현황을 검토한 후, 동

아시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셰일혁명으로 인한 지정학 변화의 가장 큰 맥락으로 미ㆍ일 협

력과 중ㆍ러 협력, 양대 축을 제시한 후, 전통가스 세력과 비전통가

스 세력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는 한국이 가스시장의 지각 변동 

속에서 가스가격 체제변동에 따르는 경제적ㆍ외교 안보적 실익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시급히 해야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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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아시아 에너지 현황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패턴은 아직 화석연료, 특히 석유 

위주이며 대부분의 경우 석유 사용비중이 30~40%대에 이르며, 

수력,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총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경우에 석탄 사용의 비중도 20%를 초과하고 있

으며, 천연가스의 비중은 대체로 10%에서 20% 사이에 머물고 있

다. 중국은 예외적인 국가로 석탄 사용비중이 70%를 넘고 천연가

스 사용은 아직 4%에 불과해서 천연가스의 사용이 OECD 수준인 

25%대로 증가함에 따라 폭발적인 천연가스 수요가 예측된다. 

동아시아 에너지 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의존이다. 동아

시아 국가들은 석유 수요의 94.3%, 천연가스 수요의 37.2%를 해

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어

출처: Tilak K. Doshi, Prospects for Transpacific Energy Trad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2012, 1.

그림 1.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에너지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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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lak K. Doshi, Prospects for Transpacific Energy Trad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2012, 4.

그림 2. 세계 석유거래 구도(2010) 

출처: Tilak K. Doshi, Prospects for Transpacific Energy Trad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2012, 4.

그림 3. 세계 가스거래 구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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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석유를 수입하는지 보기 위해 전체 글로벌 석유 수출

·수입구도를 참고한다. 2011년 BP 세계에너지통계에 의하면 지

역 간 석유거래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동에서 아시

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2010년 일일 14.1 MMBD(million 

barrel per day)이다. 다음으로 큰 지역 간 거래는 구소련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수출로 일일 5.9 MMBD이다.  

천연가스는 석유와 다른 거래구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적으로 25억 톤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생산국에서 자체 소비되고, 30%인 7억 톤 가량이 국제적

으로 수출·수입을 통해 거래되었다. 7억 톤 가운데 70%는 아직도 

소위 가스관(PNG)을 통해 거래되며 30%인 2.4억 톤 정도만이 액

화천연가스(LNG) 형태로 거래된다. 10년 전과 비교해 LNG의 비

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LNG 거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천연가스 무역은 석유 

무역과 달리 파이프라인을 통한 지역 간 거래가 아직은 주를 이루

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수

출처: HSBC Global Research. Asia Natural Gas. 2012, 7.
단위: BCM

그림 4. 세계 천연가스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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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182.7 BCM(billion cubic meter)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

남아/호주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93.9 BCM), 캐나다에서 미

국으로의 수출(92.4 BCM)이 뒤를 잇고 있다.  

중동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도 46.8 BCM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아직 유럽에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

시아 지역이 동북아 지역으로는 매우 소규모로 수출하고 있다. 향

후 글로벌 천연가스 거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은 북미 LNG

가 유럽과 동북아 시장에 얼마나 공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 

관심사항은 유럽의 탈러시아가스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

가와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가스, LNG 공급

규모이다.

출처: TInternational Gas Union, World LNG Report 2013. 2013.

그림 5. LNG 수입국 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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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의 에너지 현황

유럽의 에너지 구도는 동아시아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

된다. 첫째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사실과 둘째는 10% 정

도에 머무는 LNG 수입 비중이다. 유럽가스 수입의 39%가 러시아

에 의존해 있으며, 노르웨이 비중이 24%, 북아프리카 12% 등이고, 

이 가운데 LNG 비중이 약 10%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동아시

아의 에너지 논의는 중동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중·

일이 경쟁적으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을 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에너지 구도

는 북미 셰일혁명으로 인한 미국, 캐나다의 LNG 수출 가능성과 호

주의 LNG 공급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다양한 원유, 가스공급국의 

증가로 러시아와 미국 등 신흥공급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

비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면서 아시아 프리미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탈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유, 가스공급처를 꾸준히 물색해 왔는데 

이러한 신흥공급국들은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

스탄,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송

유관과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 사업을 “남부

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이라 부른다. 나부코 가스관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화 전략에 대

응하는 러시아의 전략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유

럽에 원유,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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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 간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중동부유럽(CEE)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남동부유럽

(SEE), 또는 그리스(서발칸) 지역이 특히 러시아가스에 대한 의존

율이 높은데,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는 남부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출처: Roland Lajtai, “Nabucco vs. South Stream: The Effects and Feasibility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gion.” 24th World Gas Conference. 2009, 6.

그림 6. 나부코와 남부스트림 가스관 

출처: The Economist, “Conscious Uncoupling”. 2014.

그림 7.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가스 수입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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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해저로 직접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나부코 가스관을 무력화하

는데 주력했고, 2012년 이후 남부스트림이 실제 가시화되는 과정

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

아의 가스관 사업은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LNG보다는 파이프라인 의존적인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구

도는 2009년 이후 미국 셰일혁명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겪게 된

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에 공급되던 카타르 등 저렴한 현물물량

이 유럽에 공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러시아의 “유가연동 가격”(Oil-

Indexation Pricing System)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가스가격이 하향화하는 추세였고 이러한 북

미의 낮은 가스가격은 고가의 러시아 수입 유가연동 가격과 점점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Hubert 2012). 2011년 말~2012년 초에 

유럽 가스수입국들 사이에서 러시아의 유가연동 가격에 대한 반발

이 심해졌고 가즈프롬과 주요 유럽 수입국들 간에 가스가격 재협

상이 이루어졌다. 2009~2011년 사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PNG 

대신 중동, 아프리카 LNG 수입을 늘렸고, 가즈프롬은 같은 기간 

20 BCM 정도의 물량 손실을 입었으며 유럽 공급물량의 15%를 현

물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다(GIIGNL 2011). 미국의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사용이 줄어든 미국의 석탄이 유럽으로 판

매되어 유럽에서 석탄발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가스 수

출에 또 다른 적신호이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큰 가

스공급국인 노르웨이의 국영기업 스타토일은 올해 독일에 174억 

달러 규모의 저가 천연가스 현물을 판매키로 계약을 체결해 러시

아를 제치고 독일 최대 공급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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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셰일혁명 현황과 전망

미국의 원유와 가스 생산능력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수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계

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7개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수출인

허가를 획득하였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LNG 수출에 

미국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2014년 6월 급증하는 원유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최근 LG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다만 원유 수출은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수준으로 생산이 충분히 확대될 때까지는 가시화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이광우 2013, 7). 미국 셰일혁명이 에너지 시장

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국제유가 안정과 LNG 교역의 확대, 단

일화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등장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

화들은 미국이 원유가스를 수출해서 생긴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서 미국으로 예정된 수입물량이 다른 지역으

로 이동해 생긴 변화로서 막상 미국의 원유가스 수출이 개시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시장의 더 큰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미국 원유가스 수출이 에너지 시장에 끼칠 변화를 결정지을 요

인은 미국의 원유가스 수출물량과 가격이다. 미국이 러시아, 호주, 

동아프리카, 카타르 등 경쟁 가스수출국과 비교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유럽 또는 아시아 지역에 수출

할 것인가가 에너지 시장 변화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최근 미국 셰일에너지 개발현황의 가장 큰 추세는 셰일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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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트오일)의 급격한 증가세이며, 셰일가스가 이미 전통가스와 

및 타이트가스나 메탄층가스같은 다른 비전통가스와 비교해 천연

가스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셰일에너지 채산성이 악

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붐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Berman 

2012; Hughes 2013; Rogers 2013)에도 불구하고, 2014년 미국의 

셰일혁명은 셰일가스에서 타이트오일로 확산되어 본격적인 확장

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Sakmar 2013; IHS CERA 2014; Credit 

Suisse 2013; Troner 2013).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이와 같은 확장기조의 셰일혁명이 지속되면 미국

이 2009년에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된 

이후,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추월해 세계 최대의 원유생

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이광우 2013, 34). 코노코

필립스의 대표이사 라이언 랜스(Ryan Lance)의 표현이 현재 미국

에서 진행 중인 셰일혁명의 진행방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셰일혁명은 야구로 표현하면 이제 9회 말 가운데 1

회 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술진보가 어떻게 진전될

지 아무도 모른다. 셰일 기술진보의 피상적인 측면만 지금 보고 있

는 것이다”(Adams 2014).

셰일가스 자원은 세계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특

히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 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셰일가스의 

강점과 함께 채굴 기술의 발전,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난 관련 제

도 및 인프라 구비 등에 기인한다(한국은행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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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부한 매장량

<표 2>과 <표 3>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전 세계 타이트오일의 가

채매장량(기술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수준의 매장량)이 각각 10.2%, 

978.1% 늘어나면서 셰일가스의 가채매장량은 7,299 TCF(trillion 

cubic feet), 타이트오일의 가채매장량은 3,450억 배럴이 되었다

(이광우 2013, 34). 먼저 셰일가스의 최대 매장 국가는 중국이다. 중

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1,115 TCF로 665 TCF의 미국(4위)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802 TCF), 알제리(707 

TCF), 미국, 캐나다(573 TCF) 순으로 보유량이 많다. 멕시코와 호

주, 남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 등도 10위권 안의 보유량을 자랑

한다. 셰일오일은 러시아가 750억 배럴로 보유량이 가장 많다. 미

표 2. 셰일가스 10대 매장국

순위 국가
매장량

(TCF)
세계 비중

(%)

1 중국 1,115 15.3

2 아르헨티나 802 11.0

3 알제리 707 9.7

4 미국 665 9.1

5 캐나다 573 7.9

6 멕시코 545 7.5

7 호주 437 6.0

8 남아프리카공화국 390 5.3

9 러시아 285 3.9

10 브라질 245 3.4

세계전체 7,299

출처: EIA. 2013.
참고: 가채매장량 기준

표 3. 타이트오일 10대 매장국

순위 국가
매장량

(TCF)
세계 비중

(%)

1 러시아 75 21.7

2 미국 58 16.8

3 중국 32 9.3

4 아르헨티나 27 7.8

5 리비아 26 7.5

6 호주 18 5.2

7 베네수엘라 13 3.8

8 멕시코 13 3.8

9 파키스탄 9 2.6

10 캐나다 9 2.6

세계전체 345

출처: EIA. 2013.
참고: 가채매장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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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580억 배럴로 2위이며, 이어서 중국(320억 배럴), 아르헨티나

(270억 배럴), 리비아(260억 배럴) 등이 주요 셰일오일 매장국으로 

꼽힌다(오진우 2013a). 셰일가스의 가채매장량은 세계 천연가스 소

비의 62.5년 분, 타이트오일의 가채매장량은 세계 석유 소비의 10.5

년 분에 이른다. 미국의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미국 타

이트오일 중에서 유가 60달러에서는 306억 배럴이, 90달러에서는 

446억 배럴이 채산성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이광우 2013, 35).

미국의 타이트오일과 셰일가스 생산은 확대기조를 이어갈 것

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표 2>과 <표 3>는 미국의 비전통가스전과 

타이트오일 유전 매장량 순위를 보여준다.

2. 경제성 확보 

셰일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

하수 오염이나 지진발생 가능성 등 환경문제와 채산성 악화, 전통 

유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광구당 생산량 감소 등이 비관론

의 핵심이다(오진우 2013b).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한 셰일가스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공급초과(gas glut)로 인한 가스가격 폭락은 미

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현재의 약 70 BCF/D(billion cubic feet per 

day)에 달하는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켜 2020년까지 약 100 BCF/

D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2007~2012년 사이 공급은 25% 증가한 데 비해 수요증가

는 5%에 불과해 자연히 2012년 4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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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MBTU(25만kcal의 열량을 내는 가스양)로 최저치를 기록하였

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헨리허브 가격 기준)은 2008년 8~9달러/

MBTU선에서 최근 3~4달러/MBTU까지 내렸다. 2012년에는 2

달러/MBTU 아래까지 떨어져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광구가 시

추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오진우 2013b).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갔다. 미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과 연구에 나서는 석유업체들

을 전폭 지원했다. 그러다 2007~2008년 가스값 폭등이 결국 셰일

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의 평균 가스시세

는 MBTU당 8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9~2011년 경제위

기가 발생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스값은 돌연 4달러대로 급락

했다. 하지만 이 가격에도 여전히 채산성이 뒷받침됐기에 셰일가

스 생산량은 늘어났으나, 2012년 체서피크를 비롯한 가스업계는 

결코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또다시 가스값이 곤두박질쳤기 때

문이다. 긴급히 자산을 매각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기업까지 속

출했다(드 라비냥 2013).

하지만 사상 초유의 가스값 폭락이 셰일가스의 성공 가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가스값이 약세를 이루는 것은 대

개 경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다. 2012년 초겨울 날씨는 유독 

따뜻했다. 보통 눈이 날리는 것이 정상인 뉴욕 거리를 사람들이 반

팔 차림으로 활보할 정도였다(드 라비냥 2013). 겨울철 수요감소

와 더불어 천연가스 재고가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도 가스값 추락

을 부채질했다. LNG 수출 운송설비의 미비가 결국 가스값을 최저

점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드 라비냥 2013).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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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여전히 생산량이 꾸준히 확대됐다. 가령 2012년 가스

생산량은 약 4% 증가했다. 2013년 미국 행정부는 평균 시장가를 

MBTU당 3.7달러로 발표하는 한편, 가스생산량을 하루 196억㎥

에서 197억㎥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4~5달러대의 시세는 유지

돼야 채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형편없는 시세에도 셰일가스 생

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2012년 이후의 낮은 가스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셰일오일의 부상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석유를 채굴하는 유전층에는 다양한 비율의 

가스가 함께 매장되어 있다. 석유 채굴과정에서 가스를 부산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스 생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셈이다. 덕분

에 낮은 가스시장가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

진 노스다코타 주에서 몬태나 주에 이르는 바켄 셰일오일층의 경

우에는 방금 채굴한 셰일가스를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리

에서 소각 처분하기도 한다. 반대로 석유 등 액체 성분이 함께 다

량으로 매장된 가스층도 존재한다(드 라비냥 2013). 오늘날 펜실베

니아 주에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이르는 마셀러스 유전지대로 수

많은 개발자가 몰려드는 이유도 높은 원유값에 기대어 낮은 가스

값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석

유 채굴이 불가능한 ‛건성 가스’(Dry Gas)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목

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습성 가스’(Wet Gas) 쪽으로 고개

를 돌리고 있다. 이런 노선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령 

2000년대 초부터 말까지만 해도 전체 시추활동의 80%는 가스 채

굴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이런 경향은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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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체 시추의 75%는 석유 채굴이 차지한다. 바넷, 헤인즈빌

과 같은 셰일가스전에서는 생산이 각각 7%, 27% 감소했음에도 불

구하고 마르셀러스 셰일가스전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

문이다. 바넷, 헤인즈빌, 마르셀러스 세 군데 셰일가스전은 알려

진대로 ‛건성 가스(dry gas)’를 주로 생산한다. 아켄사의 파엣빌과 

오클라호마의 우드포드도 비슷한 상황이다. 바넷, 헤인즈빌, 파엣

빌, 우드포드에서도 2012~2013년 동안 베이커휴즈의 생산리그

(active rig count) 개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셰일가

스전의 생산감소는 단순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리그의 감소 때문이

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생산성 감퇴의 측면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행한 시추생산성보고서(DPR: Drilling 

Productivity Report)에 의하면, 마르셀러스 생산량은 2012년의 6.5 

BCF/D에서 2013년에는 12 BCF/D, 2014년 8월 15.8 BCF/D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 동안 가스생산량 증가의 75%가 마

르셀러스 가스전에 기인한다. 둘째, DPR에 의하면 2012~2013년 

동안 마르셀러스의 리그 개수는 21% 감소했으나 리그당 가스생산

성은 오히려 47%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EIA 2014). 드라이가스

전의 생산감소를 충당한 또 하나의 현상은 유류성분 가스전(wetter 

or liquids-rich shale basins)의 생산 증가이다. 남부 텍사스의 이글

포드 셰일은 crude oil, condensate, natural gas liquids(NGL) 

세 가지 모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 가스생산량도 2013년 3.3 

BCF/D에 달했다. 이글포드보다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바켄셰일

에서도 가스가 생산된다(E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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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셰일가스 기술진보 

세계 메이저사들과 XTO, EOG, Chesapeake 등 미국 내 중견 기

업들의 종합적인 자료해석으로 시추위치 선정과 Optimized Well 

spacing, 신석유·가스자원 시추/완결 기법들의 진전이 이루어지

고 있다. 최근 수평정 시추길이와 수압파쇄 구간을 증가시키는 다

단계 파쇄(Multi-Stage Fracturing)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당 시추

간격은 점차 줄어들어 셰일·치밀 가스개발을 위한 시추 경제성

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길이가 1~2km인 수평정 시추공 

당 4~15개 지점에서 수압파쇄를 수행하는 다단계 수압파쇄 기술

로 회수율이 12%에서 50%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Southwestern 

Energy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시추기간을 

52% 단축(17일에서 8일)하였고, 수평시추 길이는 84% 향상(2,657ft

에서 4,909ft)되었다고 한다.

이글포드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는 전반적으로 셰일 시추기술

의 진보 때문이고, 특히 소위 “다운스페이싱”(downspacing) 추세

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 유전개발은 하나의 거대한 

물탱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물탱크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이프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과 같은 이치이다. 비전통 셰일오일 개발은 각각의 유정이 하나의 

물탱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유정 간의 간격이 촘촘하면 할수록 

똑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글

포드 초기 개발에서는 유정 간의 간격이 250에이커, 즉, 2,000피

트 정도를 유지했다. 현재 유정 간의 거리는 약 40에이커, 33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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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컨대 EOG Resources같은 이글

포드 셰일 최대 투자회사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50배럴 

생산에 머무르던 것을 이제는 2,015배럴을 생산해내고 있다(EIA 

2014). 

4. 생산성 향상

2014년 7월 BP는 2014년 세계에너지통계(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를 발표하였다. BP 세계에너지통계에 의하면 

2013년 전 세계 가스생산량은 일일 328 BCF/D로 2012년 보다 

1.1%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미국은 66.5 BCF/D로 3년 연속 세계 

1위 가스생산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Rapier 2014). 미국이 현재 

생산하는 가스량은 역사상 어느 국가도 생산해 보지 못한 양이다. 

러시아는 58.5 BCF/D로 2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

의 가스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란이 16.1 BCF/D로 3위, 카타르가 4위(15.3 BCF/D), 그리고 캐나

다가 5위였다(15 BCF/D)(Rapier 2014a).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 BCF/D 남짓이던 셰일가스 하루 생산

량은 2013년 30 BCF/D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2005년 셰

일가스 생산은 총 천연가스의 1% 미만이었지만 2013년 6월 기준 

43%까지 올랐다.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탐사·개발 단가는 2007년 1000㎥당 

73달러에서 2010년 31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기존 전통가스 개발

단가(4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이철희 2012). 수평시추에 의한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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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스의 생산량이 수직시추에 의한 전통가스보다 생산량은 평균 

3.2배 정도 많고, 생산비는 2배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셰일

가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전통가스의 62%까지 하락하였으며, 수

평시추가 90% 가량 진행된 곳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이 전통가스

보다 4배나 많고, 생산비는 1.8배에 불과해 단위당 생산비가 수직

시추의 45%까지 하락했다. 2010년부터 수평시추가 수직시추보다 

많아졌고, 2012년 3월 현재 수평시추가 수직시추보다 2배나 많다.

2014년 6월 BP가 발표한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에 의하면, 2013년 전 세계 석유 생산은 86.8 MMBD 

를 기록해 역사상 최대치였다. BP의 이 통계에서의 “석유” 개념

은 “crude oil, tight oil, oil sands and natural gas liquids”를 포

함하고, biofuels 및 기타 석탄과 가스로부터의 액체(liquid fuels 

produced from coal or natural gas)는 제외한 것이다. 미국은 10 

MMBD를 생산해 1위를 기록한 11.5 MMBD의 사우디 아라비아, 

10.8 MMBD를 생산한 러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4위가 중국

(4.2 MMBD) 5위가 캐나다(3.9 MMBD) 였다(Rapier 2014b). 최근

에는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원유 생산 

의 3분의 1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확대를 

통해 197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미국 내 원유 생산량도 지난 2008년 하루당 500만 배

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약 720만 배럴까지 급증했다. 셰일오일 

생산이 하루 평균 50만 배럴 수준에서 2013년 6월 기준 250만 배

럴 가까이 늘어난 것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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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정치 불안으로 생긴 원유부족

은 약 연간 2.5 MMBD로 최근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 물량이다(Engel and Windren 2013). 현재의 100달러 내외

의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혁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이 이 정도의 원유를 해외로 수출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국내 생

산증가로 미국이 수입을 하지 않아서 생긴 변화이다. 미국의 수입

량이 줄어 기존의 미국 수입량이 국제마켓에 공급되어 여유가 생

긴 것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증가가 아니었다면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150 달러까지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의 국제유가 안정화 효과는 이와 같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최근 보고서에서 “2035년까

지 셰일오일 생산량은 현재의 약 10배인 하루 1400만 배럴까지 늘

어 세계 원유공급량의 12%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셰일오

일 생산 증가가 2035년까지 국제유가를 25~40% 내릴 것”이라며 

“이는 세계총생산(WGP)을 2.3%에서 3.7%까지 늘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LG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유 수출물량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의 아시

아 원유 수출확대는 러시아의 유럽 원유 수출감소를 동반하기 때

문에 국제유가 하락 보다는 아시아 유가 프리미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있다(LG 경제연구원 2014). 아시

아 에너지 시장에 미국과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

된다면,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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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이 중동산에 비해 경

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의 경우, 아시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저

품질인 두바이유 가격에 비해 황 함량이 낮아 고품질 원유인 미국

의 WTI 가격이 배럴당 6~8달러 정도 오히려 낮고 러시아산 우랄 

원유도 2~3달러 낮다. 향후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더 추가로 하락

해 예컨대 80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추가 유가 하락의 견해를 유지하는 대표

적인 인물은 2012년 3월 “미국이 새로운 중동” 이라는 논란을 제

기한 시티그룹의 리서치 센터장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Morse)

이다(Morse 2012).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근 호에 실린 

글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였다(Morse 2014). 그에 의하면 미

국의 국제 원유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게 네 가지 방향—1) 원유, 

2) NGL, 3) 원유 제품, 4) 바이오연료—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원

유 생산량은 2014년 현재 8.9 MMBD이지만 NGL, 원유제품, 바이

오 연료까지 합치면 11.5 MMBD에 달해 거의 3백만 배럴이 추가

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탈리아 석유회사 에니의 임원 출신으로 현재는 하

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연구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마게리

(Leonardo Maugeri)는 모스보다 더 극단적인 예측을 내어놓았다

(Maugeri 2013). 2013년 6월의 보고서를 통해 2017년 말까지 미국

의 원유생산량은 10.9 MMBD에 달할 것이며 이 가운데 타이트오

일은 5 MMBD, NGL과 원유제품까지 합하면 15.9 MMBD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국제유가는 6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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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증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

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만약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유가하락의 여파는 O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에드워드 모스 등은 이러한 견해를 꾸준히 강

조하고 있다(Blackwill and O’Sullivan 2014). 유가하락이 생산국

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재정수지의 균

형을 이루기 위한 원유가격(fiscal break-even oil prices)”이라는 것

이 있다. 이는 국가 재정 적자를 피해서 유지할 수 있는 국제유가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다른 브레이크 이븐 유가를 가지

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 러시아, 리비아는 

117달러, 이라크는 112달러, 예멘 237달러, 아랍에미레이트(UAE) 

64달러이며(Engel and Windren 2013), 사우디아라비아는 71달러

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생산국들이 유가가 80달러 이하로 하락하

면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

다. 2013년의 이러한 브레이크 이븐 가격은 중동의 수출국의 경우 

2008년에 비해 평균 38달러나 상승한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40달러나 상승했다.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Ladislaw 외 2014, 26).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120

달러의 브레이크 이븐 유가를 가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나 

셰일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이지리아의 석유경제는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석유 생산은 2005년에 2.44 MMBD로 정점

에 달한 이후 최근 까지 약 1.99 MMBD를 생산하고 있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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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국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77만 배럴의 원유를 나이

지리아로부터 수입해 나이지리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

가였으나, 2013년 말 현재, 1년 만에 미국의 나이지리아 원유수입

량은 90% 감소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경질유(light, sweet crude)”

가 미국의 타이트오일과 성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

입량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Ladislaw 외 2014, 27). 

2020년까지는 캐나다의 진전된 오일샌드 개발기술이 베네

수엘라의 헤비오일(중질유)까지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를 위해서 미국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키스토운(Keystone XL 

pipeline)을 건설할 것이다. 미국의 타이트오일층과 연결된 멕시코

는 셰일혁명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브라질을 대체해 새로운 BRIC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국제유가는 85%나 하락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우

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수출국들은 국제유가의 급락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유가의 급락이 재앙적인 적자와 정치적 혼란으로 이

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

도 존재한다(Blackwill and O’Sullivan 2014). 대부분의 수출국들이

에게는 유가하락이 바로 예산 적자로 나타나기 전에 다양한 충격

을 흡수하여 버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Tsafos 2014).

OPEC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 모여 미국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인한 영향에 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곤 하였다. 미국

발 셰일가스 효과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은 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 감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셰일가스와 비슷한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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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북미 에너지붐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반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다. 특히 

디자니 알리슨-마두케(Diezani Alison-Madueke)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은 미국산 셰일가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OPEC 내부에서 끈질기

게 문제가 된 권력 다툼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비를 감

당하고 생산량 감소를 상쇄하려면 유가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

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알제리는 유가가 낮더라도 버틸 경제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자주 의

견 충돌을 보였기 때문이다. OPEC에는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내분을 극복한 전례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가가 급

락하자 하루 4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바로 그 예다. 그러나 북미 석유 생산급증으로 인한 여파는 회원국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가지지를 위해 감산에 합의하는 식의 

공동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회원국 양측 대표들의 설명이다

(Faucon 2013). 

셰일가스 수출허가에 이어 콘덴세이트 수출까지 허가함에 따

라 향후 미국의 원유 수출논란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1차 석유 파

동 이후인 1970년대에 미국은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내렸다. 그에 

따라 가솔린 및 디젤과 같이 정제된 연료는 수출할 수 있지만 원

유 자체는 수출할 수 없었다. 원유 수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허용되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에 대한 수출

을 꼽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1차 석유파동 이후 약 40년 만

에 비정제 석유의 수출을 허용해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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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국내 에너지 업

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에너지 기업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

스(Pioneer Natural Resources Co.)와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

너스(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 등 두 곳에 초경질유(플랜트 

콘덴세이트)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초경질유는 보통 

Natural Gas Liquids(NGL)로 알려져 있다. 경질유(리스 콘덴세이

트)는 원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이 금지된다. 수출 승인

은 두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텍사스 소재 ‘이글포드’ 셰일 지

층에서 추출해 가공한 콘덴세이트의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이르면 오

는 8월부터 소규모로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두 회

사에 한정됐지만 향후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허가 신청을 할 것으

로 예상, 수출물량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수

입업체들은 이 초경질유를 가솔린, 제트연료, 디젤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1

미국은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LNG 수출규제를 과감

히 풀고 있으며 따라서 LNG 수출확대가 예측되며 이로 인한 글로

벌 LNG 시장 변화가 예측된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8년 이

후 본격화 될 것이다. LG 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을 인

용해 2020년 미국의 LNG 수출량은 58.9 BCM에 이를 것으로 예측

1　 초경질유와 경질유의 정의: Condensates are light hydrocarbons containing 

a significant percentage of naphtha range material.  There is no universal 

standard for what defines a condensate, but some number between 50 and 

55 degrees API gravity is typically the dividing line used to differentiate 

condensates from light crud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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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말하고 있다(이광우 2013). 미국 LNG 수출의 주된 구매국은 

유럽보다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같이 가격경쟁력 있는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질적으로 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이

른바 아시아 프리미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OPEC은 원유를 수출할 때 서방에 비해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유가

를 배럴당 1~2달러 더 비싸게 책정해 왔다. 천연가스 역시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은 유가에 연동된 장기계약 방식으로 책정되기 때

문에 다른 지역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왔다(LG 경제연구원 2014).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이 증폭

되면서 LNG 수출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수출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알래스카

를 제외한 미국 본토 내에서 생산되는 LNG의 수출을 금지해 왔으

나,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처음으로 루이지애나 

주에 위치한 사빈 패스(Sabine Pass) 터미널을 통한 한국, 영국, 스

페인 및 인도로의 LNG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과 FTA를 체결한 한국 등에만 제한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허용

해왔다. 그동안 자원 수출문제는 미국 내에서 치열한 논란거리였

다. 반대 측은 주로 소비자와 산업계였다. 이들은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 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 정부는 일부 

LNG 수출 반대여론을 의식, FTA 미체결국 수출승인 결정을 지연

시켜왔다.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승인을 얻는 대상은 2020년까

지 사빈 패스 외에 2~3개 프로젝트로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의 공통된 시각이었으며 FACTS Global 5월 15일 전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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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6~40백만 톤의 LNG를 미국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보았었다(Levi 2012). 2012년 12월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가 그동안 일부 국가에만 허용해왔

던 LNG 수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

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넘쳐나는 천연가스를 국내에 비축하기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고용 증가와 조세수입 증가 및 경제성장에

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에너지 비축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는 금수정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줄을 선 나라만도 일본, 인도 등 15개국이 넘는다. 미국에서 LNG 

수출을 고려중인 8개 프로젝트 약 12 BCF/D(약 90백만 톤/년, 미국 

수요의 약 20%)가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승인을 획득하였다. FTA 

체결국으로의 가스 수출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출

승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승인획득이 용이하였다. 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사빈 패스 프로젝트가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승인을 

2011년 5월 완료한 이래, 가장 최근 2014년 3월 24일 오레곤 주

의 조단 코브(Jordan Cove)가 일곱 번째로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에너지부는 2013년 5월 17일 텍사스 주에 있는 프리포트 LNG 터

미널을 해외 수출용 터미널로 승인했다. 프리포트 측은 이미 일본 

및 영국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프리포트에 대

한 수출승인은 미국이 일본 EU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천연가스를 본격 수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하원의 ‘Energy and 

Power’ 분과위원회(Subcommittee)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014년 

4월 10일 ‘LNG 수출 자율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LNG 수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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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법안’이 향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까지 

얻게 되면 미국은 LNG 수출허가 국가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19

개 국가에서 WTO 회원국 159개 국가로 확대하게 된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등으로 미국 내에서는 LNG 수출로 러시아를 견제

하고 미국의 우방 국가를 도와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

문에, 생각보다 빨리 미국의 LNG 수출 자율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

성도 있다. 현재 미국 에너지청(DOE)는 7개의 LNG 수출 프로젝

트를 승인했고, 현재 12개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Ⅴ 동북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변화

셰일혁명은 북미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셰일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의 산업적, 지정학적 각축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 최대 LNG 수요국들이 집중되어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세계 LNG 수입의 61%를 차지한다. 

세계 석유시장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편중이다. 2011년 기준 아

시아의 석유 수요는 19.2 MMBD로 세계 전체의 22%, 이 중 동북

아 3개국의 수요는 16.3 MMBD로 세계 전체의 19%를 차지한다(산

업자원통상부 2014). 신흥 에너지 공급국들이 주시할 지역이라는 의

미이다. 이제까지 이 지역 에너지 시장의 특징은 경쟁과 시장성의 

결여이다. 지역 내 가스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자국 내 생산이 미약하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망이 지

역 내에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러시아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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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부존량이 철도와 에너지 운송망으로 이 

지역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가스가격은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비해 아시아 프리미엄이

라 하여 항상 비싼 가격이 유지되어 왔다(Bradshaw 2013). 

셰일혁명이 가져올 이 지역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상당할 것

이다. 우선 그동안 이 지역의 지배적인 LNG 공급자인 카타르 이외

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새롭게 LNG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시

장이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는 구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미국 셰일혁명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LNG 수출은 우

려와는 달리 현재 한·중·일이 구매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50 BCM을 수출하여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

으로 보인다. 캐나다도 가세한다면 북미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

는 새로운 해상 에너지 무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태평양 에너지 

무역의 경제적 효과는 기존의 FTA의 효과를 능가할 것이며, 탈냉

전이후 미국과 태평양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축소되어 아시아 역

내 국가 간의 교류에 역전된 현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일

혁명으로 저렴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미국 내에 부활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국가

들을 연결하는 제조업 무역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다.

에너지 업계는 태평양 에너지 무역에 대비해 물류인프라 구축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에너지 물류인프라의 핵심은 통상 에너

지 허브라고 불리는 일종의 물류기지인데 저장시설과 금융기능이 

복합된 거래소가 포함된다. 수요급증에 따라 동북아시아 석유시장

이 분리되면서, 싱가포르는 동/서남아 지역 오일허브로 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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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석유시장 개설 필요성과 그 가

능성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

일하게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시장만 있을 뿐 동북아 지역을 대

표할만한 국제적인 석유시장은 형성되어있지 못하다. 2012년부터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가스물류기지인 아시

아 가스 트레이딩 허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에

너지기구의 마리아 반더 호이븐 사무총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 수급상황에 맞는 단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LNG 트레이딩 허

브가 조성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가장 앞

선 싱가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평가한 바 있다(IEA 2013). 정부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동북아

의 LNG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1) 삼

척 LNG생산기지(4번째)에 이은 5번째 기지 건설사업, 2) 셰일가

스의 해외 재판매 허용, 3) LNG 트레이딩용 저장시설 건설사업 등

이 개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로 아무 후속 대처가 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LNG를 사용하는 한국, 일

본, 대만, 중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으

로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

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북아 4개국을 연결하

는 LNG 스팟 시장을 개설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지정학적으로 동

북아 4개국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는 한국의 남해안에 LNG 허브

터미널을 건설하여 국내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고 또한 인근 국

가에서 필요로 하는 LNG를 공급해주는 것이다. 트레이딩 허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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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집중하는 지점 또는 거래를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가리키

며 미국의 헨리허브와 유럽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가 해

당된다. 아시아에는 현재 이러한 허브가 존재하지 않아 LNG 가격

이 원유링크방식(Oil Index Pricing)에 따르고 있으며 이것이 고가 

LNG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단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서 

최적의 매력적 입지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중국·

일본·러시아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적 규모의 정제

공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접안 가능한(수심 18m) 천혜의 

항만조건 등이 그 이유다. 연중 안정적인 기후와 항만, 블렌딩 등 

물류비용이 중국에 비해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역시 세계 최대 석유제품 소비국이라는 것과 정제설비 

확충 추세, 경쟁력 있는 물류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오일허브 입지

로 유리하다. 다만 지정학적 위치 부문에서 얕은 수심과 대형선박 

운행 어려움, 연 50일 휴항이 예견되는 불안정한 기후 등이 불리하

게 작용한다.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나 태풍 등 불리한 지정학적 한

계를 갖고 있다. 또 세계 최대 석유제품 소비국으로의 제품 유동성

이 낮고 우리나라와 중국 대비 높은 물류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

도 갖고 있다(산업자원통상부 2014).

셰일혁명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에너지 무역과 경제교

류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특히 한국-북한-중국-러시아를 연결하

는 대륙 에너지 물류망의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는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을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극동/시

베리아와 동북3성 공동개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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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러 삼각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을 통하

여 러시아 에너지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와는 

달리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는 아직 입지가 좁다. 천연가스 수출

의 76%(2012년 기준), 원유 수출의 79%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러

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략은 유럽에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원유가스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중동에 의존해 있

는 한·중·일의 에너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

터 러시아는 많은 공을 들여왔다. 러시아-한·중·일 에너지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동시

베리아 에너지 개발이 서시베리아에 비해 기후와 지리적 여건 때

문에 개발 및 운송비용이 1.5배 이상 비싸며, 동시베리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운송수단 등의 인프라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개발은 단순히 유전 개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의 인프라와 사회 개발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철도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동아시아에서 무역 

및 운송의 허브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해왔다. 예를 들어, ‘철의 실크로드’(Iron Silk Road 

혹은 Silk Road Express)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rans-

Siberia Railroad)의 건설에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일이 2001

년 합의하였다. 이후 2008년 10월 하산-라진(Khasan-Rajin)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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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철도 건설을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한

국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일은 조건 없는 원조를 요구하

는 등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기 어려웠다(Kim and Blank 2014a; Kim and Blank 2014b).  

러시아는 아시아 안보문제(북한 핵)와 에너지 수출에 관해 주

로 중국에 의존해 왔으며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은 러

시아의 아시아 진출의 문지기(gatekeeper)라고 한다(Christoffersen 

2010).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의 주된 수단과 목표는 군사력이 아니

라 철도, 에너지, 인프라(전력망) 구축이며,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 

급증과 원자력 위기는 러시아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가스 수출

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처음으로 가시적 결과를 가

져온 계기가 2009~2010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개통으로 60만 배럴의 석유를 태평양 항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

들에 수출하게 된 것과 사할린남부에 LNG 수출기지를 통해 최초

로 LNG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ESPO는 같은 등급의 중동산 원유

를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중

남미 석유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러시아

산 ESPO가 선적되는 북태평양 항구 코즈미노에서 중국, 한국, 일

본 등 동북아시아 시장 수송에 걸리는 항해시간은 5일 정도로 중

동 등지에서 이 시장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2주 이상에 비해 수

송기간이 크게 짧아 유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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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가장 큰 아시아 안보 딜레마는 중국 의존을 탈피하

여 한국, 일본과 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2009~2010년 기간 

러시아의 아시아 에너지 수출증대도 한국, 일본이 아닌 중국 의존 

증대로 귀결되었다. 러시아 내부에서 이와 같이 중국위협론을 펼

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다변화 대상으로 한국을 지지하

는 그룹과 일본을 지지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일본은 자본은 풍부

하지만 러시아가스가 LNG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어 PNG와 철

도 등 인프라가 가능한 한국이 지정학 가치면에서는 더 높다고 보

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과는 송유관이 존재하지만 한국, 일본과는 

석유관 및 가스관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2009년 ESPO 석유협

상 때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에 불리한 계약체결이 불가피했다. 

2009~2010년 6자회담이 결렬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은 물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한국, 북

한, 러시아 3국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

였다. 그러나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6자회담이 중단되는 등 한반

도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하

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

력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적극 부응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을 경

유하여 가스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

행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악화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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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대규모 파이

프라인 건설이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회귀에 필수적

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위해 러

시아는 우선 북한에 대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양국 간 경제회담을 

넘어 군사회담으로 협력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 대해

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2011년 초 한국-북한-러시아 파

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작

업을 주도하였던 것이다(Kim and Blank 2014).

미국의 셰일혁명 성공과 미국의 LNG 수출 가시화로, 또한 최

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이러한 아시아 중심 전략은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에너지전

략”(Energy Strategy)도 처음 발표된 2003년에 이어 2009년, 2030

년까지 러시아 석유 수출의 25%, 가스 수출의 20%를 아시아로 수

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4년 1월 25일 러시아에

너지부는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다.2 이 문서에서

도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시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

으며, 그 이유를 유럽과 CIS 시장이 러시아에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2015년 이후 유럽 CIS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Kuchins 2014). 러시아 정부 측의 추정에 의하면 유럽과 CIS 

지역으로의 러시아 수출은 2010년 수준의 95% 수준이 될 것이라

2　 Platts, “Russian draft energy strategy sees 23% of exports to Asia-Pacific by 

2035.” http://www.platts.com/latest-news/natural-gas/moscow/russian-

draft-energy-strategy-sees-23-of-exports-2664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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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Kuchins 2014). 유럽은 최근 천연가스의 탈러시아를 위해 

지역 내 셰일가스 개발을 가속화하고 러시아 외 지역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는 아

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도입을 계획하고 알제리 등에서는 LNG 수

입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유럽의 탈러시아화를 돕기 위해 

셰일가스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23%, 가스 수출의 31%를 아시아로 수출함으로써 가

스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현재는 러

시아의 아시아 석유 수출은 훨씬 더 목표에 근접해 120만 배럴로 

약 15%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로의 가스 수출이 부진한 

실정으로, 2009년에 시작된 사할린2 LNG 수출 터미널의 성과인 

14.6 BCM, 천만 톤이 유일해 아직 7%에 머물고 있다. 2014년 5월 

중국과의 PNG 가스 38 BCM 계약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가스 수출

3　 『LG 에너지인사이트』 13(2014. 8.30).

출처: Gazprom, “Gazprom in Eastern Russia, Entry into Asia-Pacific Markets.” 2014.

그림 8. 가즈프롬 아시아 LNG 수출(2011~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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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hadrina and Bradshaw 2013; Paik 

2012; Paik 2013; Skalamera 2014a; Skalamera 2014b). 

2012년 12월 24일 ESPO 2단계 구간이 예정보다 1년 정도 공

정을 앞당겨 완공되게 된 것은 러시아의 아시아 석유 수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ESPO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러시아 총 에너지 수출 대비 

아시아 지역으로의 석유 수출 비중 약 25%, 가스 약 20% 달성의 핵

심엔진이다. 푸틴 총리의 말대로 “ES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석

유 시장에 진입하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확대는 우리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구매 

협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수입의 41.5%(2011년 기준), 원유 수입의 82.3%(2013년 

기준)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에 따라 에너지 

출처: Gazprom, “Gazprom in Eastern Russia, Entry into Asia-Pacific Markets.” 2014.

그림 9. 러시아의 대아시아 에너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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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공급이 안정적이고 도입단가가 

중동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산 LNG는 수입 다변화의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은 전통가스 세력과 비전통가스 세력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어, 

가스시장의 지각 변동 속에서 가격 문제와 가스 가격체제 변동에 

따르는 경제적ㆍ외교 안보적 실익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가격체계 구축에 필요한 국내외적 조건들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셰일가스 혁명

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질서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다양한 차원의 다자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특히 한·중·일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공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한국의 숙원 과제인 에너지 수입 채널 다양화는 셰일혁명

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에너지 수출국들의 전 방위적인 수

입원 구축은 동북아 국가들이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협력

을 마련하는데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아시아 프리미엄의 저감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역내 협력을 

활성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일

본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될 기회를 놓치

지 않도록 국내 에너지 체제를 변화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협

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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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미국은 동북아 지역 가스 수출을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

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동북아 에너지 안

보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은 국내 가스 공급초

과로 가스가격(Henry Hub)이 2012년 4월 현재 1.87 달러까지 폭

락하고 발전수요는 있으나 대규모 전기차 수요 등 부족으로 가스

를 수출 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중

국과 동북아 지역이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

하며, 미국보다는 캐나다, 호주를 오히려 도입처로 보고 있다. 미

국의 비전통 공세가 중-러 가스협력을 강화 시키고 있는 한편, 중

국의 셰일개발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가의 LNG 수입을 줄이고 

미국 주도의 LNG 시장 재편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

전 사태 이후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천연가스 자급률은 

2.9%에 미치고 있어 천연가스 수입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

이 큰 가운데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 공급확보를 위해 고심 중이

다.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동아프리카 및 

러시아와 가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셰일

가스를 자체 생산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20% 감소하고 유럽 

공급 PNG 가격도 대폭 인하 되어 동북아 지역 수출 중요성이 증

가하였다. 최근 셰일혁명으로 인한 지정학 변화의 가장 큰 맥락은 

미ㆍ일 협력과 중ㆍ러 협력의 양대 축이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도 북미 셰일가스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를 모두 포괄

하는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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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과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양대 

축을 모두 아우르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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