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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로 촉발된 유가하락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현황의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

보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정치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미국발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유가 하락과 더불어 석유와 

가스 시장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화이다. 과거 에너지 안보는 원유

의 안정적 확보와 수송로의 안전이 핵심이었다. 에너지 안보는 글로벌 차원의 미

중 간 영향력 경쟁과, 해양석유 및 가스 잠재량이 많은 남중국해에서 불거진 미중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의 영향으로 에너지 시장구

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미중관계가 경쟁 속의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

다. 이는 산유국과 소비국 간 협력, 셰일가스 개발기술 협력과 에너지 거버넌스 설

립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이어 석유 수출을 하게 된 것

은 중국은 미국과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셰일가스 매장량은 많지

만 가스 개발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미국과 셰일가스 개발기술 협력도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와 환경 협력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도 미

중 대결보다는 경쟁 속의 협력을 지향할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은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신흥개발국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예다. 중국은 국제에너지기

구(IEA)를 포함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안보 거버넌스나 G20과 같은 

신흥개발국들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선호한다. 신흥국들에 대한 미중의 영향력 경

쟁이 고조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필요도 증대되고 있

다. 미중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커지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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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에 접어들어 아태지역에서 에너지는 미중관계의 주요 경

쟁과 협력 요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일 간 경쟁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가 

2012년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대안적 세계(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20

년간 에너지 수요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035

년까지 세계 에너지 생산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국가 간에 중상주의적이고 민족주의

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면 역내 긴장이 고조

될 뿐 아니라 에너지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Herberg 2014).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

지 일어난 전쟁의 1/4 내지 1/2은 석유와 관련이 있거나 석유가 원

인이 된 전쟁이었다(Colgan 2013). 

2009년 이후 미국 발 셰일가스 개발 붐이 세계 석유와 가

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짐에 따라 에너지 지정학의 판도

가 바뀌고 있다. 천연가스 순수입국이던 미국은 셰일가스 덕분에 

2009년부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또한 유가급락으로 인해 석유 생산국으로 석유시장을 좌우하던 

OPEC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2014년 미국이 최

대 산유국1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에너지 역학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oil and gas market change led by shale gas devel-

opment in the US and its impacts on China’s energy security and its 

energy strategies. It also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China’s energy 

securit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The study focuses on the China’s 

energy security strategy which is affected by shale gas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on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olitics of energy.

The U.S. and China have been competing over influence in Asia. Energy 

security concerns such as securing supply of oil and gas and safety of en-

ergy transportation route have been the sourcesof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and global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hale gas develop-

ment in the U.S. resulted in falling of oil prices and affected international oil 

and gas market structure, which led the U.S. and China to become more 

cooperative in dealing with energy security.

China’s energy security strategy focuseson the increase of influence 

over regional countries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r 

example, Chinese ‘one belt one road’ strategy stresses investment in infra-

structure of emerging countries and energy cooperation with them. With the 

increas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influence on emerg-

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ore comprehensive energy gover-

nance to mitigate the competition.

key words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셰일가스 Shale Gas, 에너지 거버넌스 

Energy Governance, 에너지 경쟁과 협력 Energ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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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과 안보에서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셰일가스 개발

이다. 미국 발 셰일가스 개발이 미국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원유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자급자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

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구조

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이 변화하고, 이에 따

라 국제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에너지 

전략에 영향을 미칠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셰일가스 개

발이다. 새로운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1위에 달하고 있어 이

미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세계 최대의 매

장량을 가진 중국도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셰일

가스 개발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감소 등으로 석유 값

이 폭락하는 추세에서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둘러싼 위기가 아닌,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매개로 한 국제적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양자 간・다자 간 에너지 협력체제 수립의 필요가 증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기보다는 완화

되면서, 갈등 증폭으로 인한 무력 충돌로 나아가기보다 경쟁과 협

력의 선순환 구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적 구도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이해의 중요

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

인 중국의 전통적 에너지 안보전략인 원유 확보 전략뿐 아니라 글

21세기를 맞아 미국은 에너지 위기를 국가안보의 위기로 규

정하고, 기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중동지역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개발과 생산지 확보 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

었다. 그러나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에너지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변모하는 등 에너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지난 

1975년 이래 석유 수출을 금지해 온 법안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보

여 미국이 석유 슈출국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그러한 변화를 보

여준다.1 

이 같은 국제 에너지 판도의 변화는 미국의 안보정책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4월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도닐

런(Tom Donilon)의 연설은 에너지 생산의 증대로 국제적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공급의 차질과 같은 사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여

유가 생겨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입장이 많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

장하였다. 미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추세하에 이와는 반대로 사우

디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경제안

보는 약화되고 있다. 균형재정을 위해 유가는 최저 60달러 최고 

140달러 사이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김리안 2015), 점점 더 차

이가 벌어지게 되어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국제정치가 영향을 받

게 될 전망이다.  

1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 사

우디 정부는 1933년 스탠더드 오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미국계 회사 아라

비안 아메리칸 석유회사의 지분 25%를 매입해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석유수출

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회원국

들도 사우디 정부의 조치를 뒤따랐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1975년부터 

미국산 석유의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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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의 에너지 수급 변화 

1. 중국의 에너지 믹스 현황

중국의 에너지 자원은 석탄이 매우 풍부한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자원 보유량은 세계 평균의 1/15에 불과하

다. 때문에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이 64%에 이를 정도이다. 

또한 석탄은 화북과 서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석유와 천연

가스 등은 동중서부와 해상에 분포되어 있는 등 에너지 자원의 분

포가 매우 불균형적이다. 

중국은 세계 제일의 석유 소비 대국이자 석유 생산국이다. 따

칭(大慶), 성리(勝利), 랴오허(遼河), 타리무(塔里木) 등 대형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813억 배럴(2013년 

기준), 생산량은 418만 b/d(208.1백만 톤), 소비량은 1,075만 6,000 

b/d(507.4백만 톤)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 2014).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는 오르도스분지, 쓰촨

분지, 타림분지, 남중국해 해역으로, 이 네 개 지역에 매장된 천연

가스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80%에 달한다. 2013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통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78 tcm(BP 자료 3.3 

tcm)으로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BP 자료

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3조 3천억m3(24

억 09백만 톤), 생산량은 117.2 Bcm(85.5백만 톤), 소비량은 161.6 

Bcm(117.97백만 톤)이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천연가스 발전 

12차 5개년 계획(天然氣發展“十二五”規劃)’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와 석유 공급과잉과 같은 현 석유시장의 추세 속에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을 원유 및 가스 확보 경쟁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시각에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

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 된 중국과 최대의 에너지 소

비국이자 최대의 생산국이 되기도 한 미국의 저유가 시대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으로 에너지 안보 개념과 전략이 다양

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대, 국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의 조정, 미국 발 셰일가스 개발로 인

한 석유와 가스 시장 등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과거와 다른 국제정치적 시각의 분석 틀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생

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발 셰일가스 혁명이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

는 영향과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에너

지 전략 변화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

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수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셰일가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중

심으로 에너지 안보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과 

국제정치 역학구도와의 관계를 짚어본 후, 여기에 담긴 국제정치

적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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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12.5계획’ 기간 

석탄가스 생산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믹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석연료에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석탄 비중은 2013년 66%에서 2014년 

64.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 개

발 및 채굴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박진주 2015) 

석탄 소비가 2020년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에 정점에 이르고, 소비가 2025년(중간 시나리오)에 정점이

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Cheung 2015).

2035년까지 중국 1차 에너지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6%이

며, 에너지원별로는 원자력 10.5%, 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 

8.5%, 그리고 가스 6.0% 순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석탄 증가

율은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인해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능력을 제고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육상과 해상을 모두 중시한다는 방침

에 따라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확대하고, 매장량

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특히 셰일가스 탐사・개발의 기술

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기술과 핵심장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며, 국가급 시범지역의 자원 생산량을 확대하여, 셰일가스의 규모

화 및 산업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푸링(涪陵) 등 셰일가스 시범지역

에서 셰일가스 생산이 개시되었고, 관련 핵심기술 및 장비가 획기

2015년까지 4대 천연가스 매장지의 생산량을 크게 확대한다는 목

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르도스분지의 신규 생산능력

을 26.1 Bcm 확대하여 2015년 연간 생산량을 39 Bcm으로 증대

시킬 계획이다. 이외에 쓰촨분지, 타림분지, 남중국해 해역의 신규 

생산능력도 각각 19.5 Bcm, 14.7 Bcm, 10 Bcm씩 추가 증대시켜 

2015년 연간 생산량을 쓰촨분지 41 Bcm, 타림분지 32 Bcm 남중

국해 15 Bcm으로 증대시키려 한다.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하면 2011년에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에

서 중국의 비중이 21.3%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5%를 상

회할 전망이다. 2011-35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국

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gy, IEA)의 1.9%보다 높

은 2.2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고, 생산은 IEA의 1.4%보다 

높은 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hina Energy Outlook 

2015). 전 세계적인 에너지 믹스에서는 천연가스와 석탄이 세계 에

너지 공급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년 이후에도 별 차이 

없이 75-80% 정도로만 약간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에너지 믹스를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석탄(66%)에 대

한 의존도가 높지만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석유(18%), 천

연가스(5.1%),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

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장기 에너지발전계획(2014-20년)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서 66%를 차지하는 석탄을 천연가스 등 친환경에너

지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다. 2012

년 12월에는 ‘천연가스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

가스 및 비전통 가스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176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177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70

60

50

석유-천연가스-석탄-원자력-기타 순

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주요 공급원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천연가스는 2020년 이후 2035년에 이르기까지 황금기를 맞아 급

속한 생산량 증가를 보일 것이다. 2020년경 전통적인 천연가스 생

산은 정점을 맞이할 것이나 비전통적인 셰일가스 등의 생산증대가 

가스 생산증대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Xu 2014). 원유 비

중은 2014년 18%에서 2020년 15%로 감소하도록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원유의존도도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둘째, 원자력・수력・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 연료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2013년의 9.6%에서 2015년까지 11.4%로, 에너지 믹

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외교부 2014, 70). 시진핑 

주석이 2014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늘리지 않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화석 에너

지 비중을 20%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

국은 수력, 원자력, 풍력 등 비화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2014년 신규설비 약 2,000만kW 

도입, 총 설비용량 약 3억kW, 연간발전량 약 1조kWh를 달성해서 

‘12.5계획’의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

로 5기가 신규 가동되고, 전국적으로 22기가 가동 중이며, 설비용

량은 약 2,010만kW에 달한다.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과 전력망 건설 사업을 연동시키고, 분산형 태양광에 대

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이미 9,000만kW를 초과했고, 연간 

발전량은 약 1,500억kWh에 달한다. 지열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그림 1. 에너지별 소비 비중의 비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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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F(2013)

그림 2. 중국 에너지 믹스(1953-2019)

출처: EI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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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셰일가스 혁명의 결과로 야기된 국제유가 하락이 중국 석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

지 6개월간 60% 폭락했던 국제 원유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2015년 

8월에 40달러 선 아래로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45달러에서 머무르

고 있다.

미국은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에너지 

자립 및 수출국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셰일오일이 배럴당 57달러의 생산가로 중동산 석유 생산비보다 높

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셰일오일의 생산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셰일오일에 대한 투자는 줄었지만 효율성의 증대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a). 

OPEC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일부 회원국이 감산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2014년 6월 이후 유가가 절반 이상 하

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셰일오일

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사우디아라비아

는 시장점유율을 OPEC 외의 국가에 내주지 않겠다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천명한 이래, 2014년 11월 OPEC 회의에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져도 계속 원유 생산을 증대시켜왔다. 미국 셰일오

일과 석유 수출국기구의 치열한 오일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8일 기준 51.65달러(서부텍사스원유 WTI)

였던 유가가 8월에 45달러 선으로 하락하면서(이강원 2015), 재정

수입의 90%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사우디의 재정악화가 가속화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바이오연료 산업화 시범프로젝트와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계

통 연계 설비용량은 약 3,000만kW, 연간 발전량은 250억kWh에 

달하며 바이오매스와 지열에너지 설비용량은 920만kW를 초과했

고, 연간 발전량은 약 350억kWh에 달한다(박진주 2015).

2. 셰일가스와 중국 에너지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세계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

면서 급속히 증가해 중국은 이미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2,852 

Mtoe, 전 세계 22.4% 차지)으로 원유의 61.1%, 가스의 31.6%를 해

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국 내 원유 

생산을 2억 1,000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증가와 더불

어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20년까지 2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중국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이 제일 높지만 에

너지 안보에서 가장 주요 변수인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표 1.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3-2014)

구분 2013년 평균
2014년

10.31 11.28 12.23 기준

Brent 108.70 85.13 70.97 61.27

Dubai 105.24 84.27 69.09 56.48

WTI 98.01 80.54 66.15 57.12

* 단위: $/bbl
출처: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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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매장지역은 대부분 전통가스 매장지역과 일치하며, 특히 중남

부지역의 쓰촨분지와 북동쪽의 타림분지가 전체 매장량의 70% 이

상을 차지한다. 쓰촨, 윈난, 구이저우, 충칭 등 화남지역과 시장(티

벳), 신장 등 중서부 내륙지역, 그리고 네이멍구, 허베이, 산둥, 랴

오닝 등 화북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2011년에 중국 국토자원부는 41개 분지, 87개 평가구역, 57

개 셰일층 등에 대한 셰일가스 자원 부존 잠재량을 평가하고 개발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주요 개발지역은 충칭(重庚)시 푸링(涪陵), 

쓰촨성 창닝(長寧), 웨이위앤(威遠) 등이었다. 확인매장량은 1,067.5

억m3이며 2014년 셰일가스 생산량은 32억m3에 달했다. 시범지역 

설정으로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칭 푸링 셰일가스 시범 탐사 

개발지역과 첸베이(黔北) 셰일가스 시범 탐사지역이 각각 설정 구

축되었다. 푸링지역의 셰일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1,000억m3이며, 

2015년 말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50억, 연간 생산량을 32억m3로 

증대시키고자 한다(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14; 중

국지질조사국 2015). 

중국정부는 ‛셰일가스 제12차 5개년 발전 계획’에서 2015년

까지 ①전국 셰일가스 자원량 및 분포 파악, ②30-50개 셰일가스 

잠재지역과 50-80개 목표지역 선정, ③확인 매장량 600 Bcm, 가

채 매장량 200 Bcm 확보, 생산량 6.5 Bcm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외교부 2014, 79).

중국은 2012년 발표한 셰일가스 발전 계획(2011-15)에 따

라 셰일가스 개발 이용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고 2차 셰일가스 탐

사권 입찰 의향서 접수한 뒤 셰일가스 탐사ㆍ시추 관리감독 방안

되고 있다. 2015년 사우디 재정적자는 1,3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올해 연말까지 약 270억 달러(31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이 적자

의 40% 정도를 메울 계획이다. 

원유 공급과잉과 중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등이 맞물

려 유가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란과 국제사회 

핵 합의로 2016년 상반기에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

고 미국정부가 40년 만에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되어 

있어 유가는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 유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30달

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중국의 에

너지 수급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셰일가스 개발 현황과 전망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중국은 셰일가스를 포함한 

비전통 가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2030년

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세일가

스 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중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12년 3,000만m3에서  

2억m3로 6배 증가했다. 기술상의 한계로 개발은 급속히 이루지지 

않고 있지만 매장량의 규모로 볼 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다.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36조 1,000억m3로 미

국의 24조 4,000억m3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 셰일가

2  중국 국토자원부 산하 석유・가스 자원 전략연구센터 추산은 25조 8백억m3 = 

886조ft3 =245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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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중-미 석유ㆍ가스 산업부문의 포럼을 개최했다(중국지질

조사국 2015).

2) 셰일가스 개발 장애요인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은 기술 및 정보 부족, 

인프라 부족, 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외국의 메이저 기업과 

독립 개발기업의 기술과 장비에 의해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졌는

데, 본격적인 상업적 생산 개시 및 증대를 위해 중국의 셰일가스 개

발지역과 가스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생

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가스관 건설과 운용은 중국석유

천연가스집단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가 독점하고 있는데, 생산된 셰일가스를 CNPC 가스관을 통해 소

비지까지 안정적으로 수송해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특

성에 맞는 기술 및 장비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셰일가스 매장량의 40%를 차지하는 남서부지역(쓰촨, 

충칭, 귀저우, 윈난, 광시)의 6개월은 극심한 가뭄 기간으로 계절적 

수자원 부족 지역이다. 2015-20년 사이에 천연가스 생산은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적인 가스가 2020년에 전체 생산량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35년까

지 비전통적인 가스가 생산증가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

국은 2015년까지 연간 65억m3의 셰일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

지만 이는 2014년의 32억m3 생산을 고려할 때, 1조 1천억m3 매장

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다한 목표이다. 

을 발표했다. ‘13.5 계획’에서의 목표는 2015년 65억m3, 2020년 

30억m3였다. 

중국은 과거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 투자

를 하고 있다.3 2009년에 미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셰일가스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10년 중국-미국 양국정부의 업무실행계획 

3  2014년 6월 Sinopec은 미국의 최대 수압파쇄 전문서비스 기업인 Frac-Tec 

International(FTS)와 합작회사 Sino-FTS를 설립하고, 중국 중부지역, 타림분

지, 양즈강 유역에서 셰일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2014년 6월 중국

의 SPT Energy는 Halliburton사와 합작회사 Xinjiang HTDT를 설립한다고 발

표했고, 신장지역에서 타이트가스와 타이트오일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의 유전개발 서비스 기업 Anton Oilfield Service는 2010년부터 Halliburton, 

Schlumberger와 협력해 왔으며, 2012년 6월 Schlumberger는 Anton Oilfield 

Service의 지분 20.1%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김연규ㆍ김정인 2015;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5).

그림 3. 중국 셰일가스 분포도 

출처:EI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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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석유 수요는 매년 증대하여 2015년 1,080만 배럴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고 2018년에 1,200만 배럴, 2035년에는 1,56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중국의 연간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5.34억 톤(2014년 5.18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소비 증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

째, 소득의 확대에 따른 자동차 보유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의한 

운송량 증대 때문이다. 자가용은 2005년 2천만 대에서 2020년 

1억 6,0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2020년까지 중

국은 석유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매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석유 대외의존도

가 60%에 달한다. 수입의존도는 2000년에 30% 2005년에 35.7%, 

2010년에 52.1%로 급증해왔고 2013년에 59%에(564만 배럴) 달

했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석유 수입의존도

를 61%에 머무르게 하려하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20년 70%에까

지 이를 수도 있다.

둘째, 저유가를 기회로 비축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기 때

문이다. 국제유가보다 높은 국내 생산 원가 때문에 원유 수입수요

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1단계로 2008년 4개 비축기지를 

3. 석유 수급 전망 

1) 석유 생산감소와 소비증대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석유 생산량이 2억 1,000만 톤에 이

르는 세계적 산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012년 기

준으로 하루 390만 배럴에서 하루 460만 배럴로 크게 증대하지 않

았고 미국의 1,250만 배럴에 비해 훨씬 적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해 중국은 자국 내 원유 생산을 2.1억 톤으로 유지하고 있으

며, 정제시설 확장, 전략비축 기지 건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2014, 70).

중국은 동시에 석유 소비 대국이기도 하다. 석유를 포함한 액

체 화석연료 하루 소비량은 1,900만 배럴로 미국의 1,860만 배럴보

다 많다. 석유 소비만도 2011년 석유 소비 세계 2위에 도달했다. 중

그림 4. 중국의 석유 생산과 소비(1993-2016)

*단위: million barrels per day
출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d Short-Term Energy Outlook(May 2015)

생산

소비

전망 표 2. 석유 수급 현황 및 전망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20 2030

석유 생산량 203 202.9 207.5 208.1 210 200

석유 소비량 440.4 464.1 490.1 507.4 510 600

* 단위:백만 톤

출처: BP(2014), 중국통계적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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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소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1993년 이래 원유 수입국이 된 이래 원유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9년 중국은 세계 2위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석유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었고 석유와 천연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중국 

내 에너지 생산량은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에너지 구조의 불합리와 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및 

관리수준의 낙후 역시 주요한 원인이다.

이후 2012년에 중국은 세계 석유 수입의 13%(미국 19%, 일본 

8.6%)를 차지하여 제2의 석유 수입국이었으나 2013년에 세계 1위 

수입국이 되었다(EIA 2015a)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

이다(Rapoza 2013). 수요가 급증한 것은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증

가도 있지만 2014년 말 전후로 셰일가스 개발과 공급으로 인한 유

가하락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715

만 배럴에 달했다(문병기 2015). 2014년 전체 원유 수입량은 사상 

완공했으며, 비축능력은 1,400만 톤(중국 약 10일의 원유 수입량에 

해당)이었으나 2단계로 2012년 8개 비축기지가 완공되면서 2012

년 전국 정제능력은 3,500만 톤을 초과했다. 2014년 말 기준 중

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능력은 1.41억 배럴, 상업적 석유 비축능력

은 3.07억 배럴에 달한다. 2020년까지 석유 총 비축능력은 8,500

만 톤(중국 약 100일의 석유 순수입량 해당)에 달할 전망이다(외교부 

2014, 73).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은 30일분 소비량에 달하고, 2020년까지 100

일분을 확보할 계획이다(Bishop 2015; 吉密欧 2015).

셋째, 중국 유전의 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

비 상승 등으로 배럴당 60달러 내외로 국제유가 50달러를 크게 상

회하고 있다는 점도 생산증가보다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의 생산 원가 60달러는 미국의 셰일오일을 제외하고, 중동과 

해상 유전은 물론 여타 국가의 육상유전의 평균 원가는 51달러보

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 원유 생산의 1/4을 차지하는 따칭(大慶) 유

전은 2014년 우선적으로 150만 톤을, 2020년까지 매년 130만 톤

씩 감산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 석유 수입의 급증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유 수입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EIA는 2016

년 중국의 대외 수입 규모가 미국의 1.8배에 달하고, 2030년경에

는 절대 수요규모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석유회사 BP는 중국이 202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 국가가 될 것이며, 2027년에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표 3. 유전 형태별 평균 생산 원가

지역 중동 해상 유전 육상 유전 중국 세일오일 오일샌드

원가 27 41 51 60 65 70

* 단위: $/배럴

출처: EIA(2015b)



188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189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차원에서 중동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4. 천연가스 수급 현황과 전망

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믹스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15년 7.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1차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비중은 2007년 3.3%

에서 2013년 5.9%, 2015년 8.3%로 증대했다(외교부 2014, 77). 중

국은 세계 7위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이다. 중국의 전통 천연가스의 

주요 부존지역은 서부 타림분지, 중국 내륙의 오로도스분지와 쓰

촨분지, 그리고 남중국해 해상지역 등이다. 2000년대 들어 육상 매

장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질탐사 작업과 시추작업이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로 쓰촨성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푸광 가스전을 포함해

서 다수의 중대형 가스전들이 발견되었고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

인 가스 생산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대륙붕 및 

심해에서의 석유・가스 탐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

상 석유・가스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는 2014년에 남중국해 

심해 링수이 Block 17-2 에서 대량의 가스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국영 석유・가스기업의 탐사・개발 활동

의 결과로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0년 27.2 Bcm에서 2013

년 117.1 Bcm으로 전년 대비 약 9.1% 증가했고 2014년 생산량은 

132.9 Bcm를 기록했다. 가스 생산량은 2015년에 219 Bcm, 2020

년에는 411 Bcm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2020년의 천

최대인 3억 800만 톤에 이르렀다(정열 2015). 중국은 2015년에도 

유가하락에 힘입어 엄청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2015년 4월 중

국의 석유 수입량은 하루 740만 배럴(세계 일일 석유소비량의 1/13)

를 기록, 미국의 720만 배럴을 넘어선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

었다(Kaletsky 2015).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란 

핵협상으로 인한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량 증가와 석유 비축량 

확대 등으로 중국의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별 수입량도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원유 수

입량이 지난해 7월보다 29% 증가한 3,071만 톤(2억 4,260만 배럴)

으로 월별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 12월 중국은 유가

가 폭락했던 시기에도 3,037만 톤(2억 3,9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

해 당시에도 월별수입량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中國經濟信

息網 2015). 이는 중국정부가 원유 공급 부족 시에 닥칠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불안정한 국제유가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에너지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에 따라 2-3단계 프로젝트

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유 비축량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중국 제일

재경일보는 중국의 전략 비축유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의 에

너지 소비구조가 단기에 바뀌기 어려우며 대체에너지의 기술적 돌

파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석유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5). 

반면, 미국의 석유 수요는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증대

와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감소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5a)에 

의하면,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1,363.2만 

배럴에서 2013년에 979.2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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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3 Bcm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 수입의존도는 31.6%로 증가하였다

(CNPC 2014, 9). 이 중 52.8%인 28 Bcm이 PNG, 나머지 47.2%인 

25 Bcm(약 1,800만 톤)은 LNG였다. 중국으로 수입된 PNG는 투르

크메니스탄으로부터 25 Bcm,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3 Bcm, 그

리고 미얀마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소량이었다. 주요 LNG 수입국

은 카타르(680만 톤, 38%), 호주(360만 톤, 20%), 말레이시아(270만 

톤, 15%), 인도네시아(240만 톤, 14%) 등이다. 2013년 중국의 천연

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30억m3이며 수입의존도는 

처음으로 30%를 초과했다. 이 중 PNG 수입량은 280억m3, LNG 

수입량은 약 250억m3이다(Herberg 2014, 65). 

III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1.에너지 안보 개념

중국정부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

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중국이 원유 순수

입국으로 전락한 이후이다. 1993년 이후 중국의 국제 원유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었으며, 에너지 안보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5년

에 국가에너지 영도 소조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하여 에

너지 외교를 적극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연가스 생산량은 200 Bcm, 셰일가스는 30 Bcm이 될 전망이다(에

너지경제연구원 2015a).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4위였다. 생산

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000-13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천연가스 소비증가율은 15.7%, 

생산증가율은 12.0%이었다. 그러나 소비량은 2013년 167.5 Bcm, 

2014년 190 Bcm으로 더 빠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35% 정도 증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림 2015). 중국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

은 2011년 기준 1,500억m3 가량이며 이 중 수입은 30% 정도인 

400억m3이다. 2013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1,670억m3로 전년 대비 

13.9% 증가, 생산량은 1,170억m3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2015년까지 

2,300억m3, 2019년까지 3,150억m3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

함에 따라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2030년까지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 천연가스 수요는 4억 7,500만 톤으로 전망

되며, 이 중 약 39%인 1억 8,50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PNG 1

억 700만 톤, LNG 7,900만 톤). PNG 수요는 2013년 1억 1,800만 톤

에서 2020년 2,300만 톤, 2030년에는 3억 5,0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NG 수요도 2013년 1,800만 톤에서 2020년 4,600만 

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LNG 터미널도 현재 9개에서 2020년까

지 23개로 증설될 전망이다(외교부 2014, 77).

중국은 2006년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한 이후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가스 소비가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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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신에너지안보관은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을 견

지하고, 종합적인 계획, 협력 다원화, 분야별 정책시행, 주도권 확

보라는 외교방침에 따라,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인 에

너지 안보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은 자국의 이

익만이 아닌 타국의 이익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

적 에너지 안보는 중국이 현실주의 시각에서 추구하던 에너지 안보

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6월 ‘제6차 중앙재경 영도 소조(中央財

經領導小組) 회의’4에서 에너지 안보전략과 관련, 전력, 석유 천연

가스 등 에너지 부문 생산 및 소비 체제개혁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

을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의 혁

신적인 변화를 위해 5가지를 제안했다. ①에너지 소비 혁명을 통한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 억제, ②에너지 공급 혁명을 통해 다원화된 

공급체계 구축, ③에너지 기술 혁명을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 견

인, ④에너지 체제 혁명을 통해 에너지 고속성장의 기틀 마련 ⑤국

제협력 확대를 통해 개방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 내

용이다(박진주 2015).

2) 신에너지안보관과 에너지 국제 협력 강화

중국의 신에너지안보관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공

급의 안전, 생산량 증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저탄소 성장, 기

4  중앙재경 영도 소조(中央財經領導小組)는 조장(組長)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부조장(副組長) 리커창 총리, 조원(組員)으로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리 등 24명.

구성하여 그 산하에 에너지국을 신설했다. 중국은 2007년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는 등 에너지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에너지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갔다. 

1) 신에너지안보관 

21세기 들어 중국은 ‘신에너지안보관’을 강조하며 에너지 개발과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에너지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국과 생산국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

써 국제 에너지 정책의 협력과 안전을 추구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6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 ‘호혜협력(互利合作)’, ‘다원

발전(多元發展)’, ‘협동보장(協同保障)’ 정신을 강조했다. 원자바오

(溫家寶) 총리는 2010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라비아 포

럼’의 제4회 장관급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신에너지안보관을 강조

한 바 있다. 

그림 5. 중국 천연가스 수급 변화(2000-2013)

*단위: Bcm
출처: 中國國家統計局(2012), 박용덕(2014)



194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195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셋째, 에너지원 공급의 안정 확보를 위해 과거 전통적인 에너

지 안보에서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과 달리 신에너지 안보에서는 생산국과 소비국 모두의 안정적인 

안보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보 협력을 추구한다. 양자 에너

지 협력과 다자협력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다(Cheung 2015). 

신에너지안보관에 의해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소비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생산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

다. 특히 해양에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일방적인 개발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는 방식으로 나가려는 것이 목표다. 

2. 에너지 수송로 안보 

에너지 안보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이다. 중

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52%에 달하는 564만 배럴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

며, 수입석유의 80% 이상이 말라카(Malacca) 해협을 통해서 운송

되고 있다. 때문에 말래카 해협은 중국의 취약성이 가장 잘 드러나

는 부분이기도 하다. 후진타오 주석은 ‘말라카 딜레마(馬六甲困局)’

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중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적 고려 요소로 수

송로 안정을 꼽은 바 있다.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활한 원유수송

로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절대적이어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취약하

술 혁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은 2014년 12월 25-26일간 베이징에

서 개최된 2015년 전국에너지공작회의를 통해 2014년 에너지 업

무를 결산하고 2015년 에너지 부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5년 

중국은 ‘절약, 청정, 안전’이라는 에너지 전략적 방침에 따라 시진

핑 주석이 제시한 에너지 생산, 소비, 기술, 체제 등 4가지 분야에

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에너지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시진

핑 정부의 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소비

를 위해 에너지 소비는 청정에너지 소비와 석탄 소비 비중의 감소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비

화석 에너지 공급의 증대에 비중을 두어 수력, 원자력, 풍력 등 비

화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생산량 증대에 있어 육상과 해상을 모두 중시한다는 방

침에 따라 석유, 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확대하고, 매장

량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인 

셰일가스 탐사 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기술과 핵심

장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국가급 시범지역의 자원 생산량을 

확대하여, 셰일가스의 규모화 및 산업화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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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3년 초 중국-미얀마 연결 가스관이 완공되어 7월에 수송

이 시작되었다. 미얀마 서부해안 벵갈만 차육퓨(Kyaukphyu) 부근

에서 시작되어 미얀마의 내륙지역과 중국 윈난(雲南)성, 구이저우

(貴州)성을 경유하여 광시(廣西) 자치구까지 연결된다. 총 연장은 

2,498km로 미얀마 구간 771km, 중국구간 1,727km이며 연간 가

스 수송능력은 12 Bcm에 달한다(장세정 2009).

중-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에 이어서 2014년에 미얀마 서부

해안 지역 차육퓨에서 중국 남서부 운남성 국경에 이르는 800km 

송유관이 완공되어 2015년 1월에 가동이 시작되었다(EIA 2015b). 

가스와 원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각 원유 1일 44만 배럴(1년 2,200

만 톤)과 가스 연간 120억㎥를 수송하게 된 것이다. 가스의 경우 중

국의 천연가스 수요의 1/4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이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15a).

다(Herberg 2014). 말라카 해협은 90km에 걸쳐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를 봉쇄할 해군

력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에너지 수송로 

다변화는 다음과 같이 해상과 육상 모두를 활용한다. 첫째, 중국

은 원유 수송로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중국은 미얀마, 스

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항구를 마치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처럼 연결해 자국의 군함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진주목

걸이’ 전략을 추진해왔다. 항공모함 건조를 포함하여 중국의 해군

력과 공군력이 증강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수송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둘째,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은 인접국

으로부터 육로를 통해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이 미얀마

에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한 것이 그 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미얀마에 공을 들여왔다. 2011년 12월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

린턴은 말라카 해협의 서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

하여 국교수립을 하였다. 미얀마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원유 파이프라인을 미얀마에 건설하게 될 경우 말라카 해협을 통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원유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였다. 

중국은 이에 대항하여 미얀마의 시트웨(Sitwe) 심해기지에서 중국 

남서부 윈난성 쿤밍을 연결하는 전략적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

치구에 위치한 아라산코우와 카자흐스탄의 아타수를 연결하는 송

그림 6. 중-미얀마 석유 가스관

출처: Pu(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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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대외의존도가 28%, 석유 대외의존도가 80%에 이를 것이라

는 전망도 가능하다(Xu 2014).

증대하는 대외의존도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전략은 수입선의 다변화이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석유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

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 수입의존도

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의 원유 수

입원은 중동 52%, 아프리카 22%, 러시아 11%, 중남미 11%로 러

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EIA 2015).

4. 해외 석유 및 가스 개발 지분 참여대상국의 다변화 

중국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해외자원을 적극

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정

책(走出去)은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

은 국외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해외유전 개발에 대한 지분참여

를 통해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CNPC은 2007년 4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카자흐스탄 석유회사(Petro Kazakhstan)

를 인수한 바 있다. Sinopec은 2006년 이란으로부터 향후 30년

간 2억 5,0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 야다바란

(Yadavaran) 유전 지분 50%도 획득했다. CNOOC 역시 2006년 

22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나이지

리아 악포(AKPO) 유전 지분 45%를 사들였으며, 케냐 정부로부터

도 6개의 유전 탐사 및 개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중국의 4대 에너지 수송 라인인 서남인도양-미얀마-

운남성 라인, 서북중앙아시아-신장, 동북러시아-흑룡강, 해상운송 

라인이 완성되었다. 

3.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중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2015년에 11%에서 2020년에는 26%

로 증가하고 그 이후 안정되어 2035년경에 다시 15%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Xu 2014). 석유 대외의존도는 2015년에 60%

에서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 65% 2035년에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 대외의존도는 35%에서 2020년에 

40% 2035년에는 2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가 매년 2.4% 정도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데 비해 화석연료 공

급이 0.8% 정도 증가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35년에 에

그림 7.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

출처: 장세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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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셰일가스혁명과 중국의 원유 수입증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유가하락은 중국의 비축유 확충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중국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셰

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해외 원유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중국은 

원유도입이 급증하면서 해외 원유의존도가 높아졌다. 중국의 원유

도입이 증가한 것은 소비수요 증대 못지않게 유가하락에 따라 중

국이 원유 비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유가 하락 추

세를 전략적 비축유 확충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 중 

일부는 경제성장과 정유공장 신설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의 늘어

난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이 석유 저장시설에 비축되고 있다는 사

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증대의 결과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원유의존도가 높아

진 것이 단순 소비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 비축유 확보

를 위한 수입증대라는 점에서, 수급 불균형의 확대에 따른 불안정 

요인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전략 석유 비축량을 대외에 

2014년 11월에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비축한 원유량이 9,100만 배럴에 달하며 이는 15일 정

도의 수입량에 해당한다(실제는 60일분 정도로 추산된다). 샤먼대

(Xiamen University) 에너지경제연구소 린바오둥 주임은 대다수 

선진국의 원유 비축량이 90일분인 데 반해 중국은 60일분에 불과

하다고 말한 바 있다(안용현 2015).

원유 비축은 2010년 말 1차 저장고(4개 지역)에 저장을 완료

2010년 이후 해외유전 개발 생산의 증대와 더불어 다변화도 

추진되고 있다. 해외지분 획득이 2010년 136만 배럴에서 2013년 

210만 배럴에 달할 정도로 증대했고 대상국가도 42개국에 이른다. 

중국은 유전 개발이나 셰일가스 개발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여 

해외 유전 가스전 지분 구입 등에 있어 과거 아프리카 중동에 집중

한 것과 달리,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 투자를 하는 식

으로 다변화해왔다(EIA 2015). 

다른 형태의 에너지 자원 확보 방법은 대출을 해주고 에너지

로 돌려받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법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로까지 해외 자

원 개발을 확대해왔다. 

출처: EAI, Facts Global Energy,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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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2014)

출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2015a)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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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3% 증가하는 효과에 해당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국제유가가 10% 하락할 때

마다 중국 GDP는 0.15%포인트 증가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안

용현 2015). 

또한 유가하락은 국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외 

원조개발에 여유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의 가격을 유지할 경우, 중국이 연간 원유 수입액을 1,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중국이 브릭스 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그리고 실크

로드 기금에 중국이 투입하려는 예산의 총합과 맞먹는 금액이다. 

실제로 2015년 5월 기준으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58.14달러였고 런던 ICE 선물시장의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

당 62.61달러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a). 국제유가는 2015년에 

50-70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오세신 2015).

게다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50-80만 배럴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V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과 국제정치

 

세일가스 개발로 인한 석유 수급 및 시장 판도의 변화에 따라 중국 

에너지 안보전략과 연관이 있는 에너지 국제정치가 점점 더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석유와 가스의 시장 수요 변화와 중

국의 전략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

하고, 2011년부터 건설 중이었던 2차 저장고(8개 지역)에 부분적으

로 저장을 시작해 2014년 2차와 3차 저장고의 건설을 대부분 완료

했다. 중국은 동부 연안인 다롄(大連)・황다오(黃島)・전하이(鎭海)・

저우산(舟山) 등 네 곳에 243만 톤 규모의 비축유 기지를 운영 중

이다. 중국의 전략 비축유 규모는 2013년 기준 43.9일(IEA 회원국 

평균 151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4년 중 비축유 확보 규모는 

2013년의 850만 톤보다 2배 증가한 원유 1,700만 톤이다. 2020년

까지 2020년까지 8,500만 톤의 원유를 비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는 

90일분으로 중국정부는 앞으로 원유 비축량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90일 수입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증대는 중국을 원유 수입 

세계 1위국이 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

다. 중국은 2013년 9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수입국이 되

었고 석유의 수입의존도는 60%에 이른다. 수입량이 증대해도 원

유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절약됨으로써 절약된 외화를 사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저우펑치(周鳳

起) 중국 국가개발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국

은 많은 양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유 수입 대국으

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환구시보도 유가하락이 중국 경제발전과 외교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环球时报 2014).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에 의하면 유가폭락으

로 1년에 50-60억 달러가 절약된다고 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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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특색의 대국외교’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12월에 중국 외교부 신년 초 대회에서 왕이 외교부장도 2015년도 

중국 외교정책의 중점으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실천, 신형대국

관계의 공고화를 지적한 바 있다. 

 

1) 미중 신형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는 중국과 세계 강대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과 대등

한 관계 설정을 통해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동적 역

할을 하고자 한다. 협력과 경쟁을 하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은 피하

자는 것이다. 2013년 6월 7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했다. 중국

의 꿈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 행복이다. 신형대국관계

의 내용으로 강대국 사이의 충돌 회피, 강대국 간 상호존중, 협력

과 공생 등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주권

과 영토의 완전성을 미국이 인정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

는 것 및 상호 간 핵심 이익, 중요 관심사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영

역뿐 아니라 기후변화, 해양개발,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중 양국은 사이버 안보, 홍콩 민주화 운동, 미국의 동맹국

인 일본 및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방면에서 영향력 경쟁을 하고 있다. 

미중은 경쟁은 하되 군사적 대결은 피하고자 군사 대화를 증

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에너지 안보 외교와 관련

된 중국의 주요 외교전략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중국 특색의 외교전략

시진핑 체제하 중국적 특색의 외교전략으로 주변외교, 대국관계, 

개발도상국 간 단결, 외교 다변화 추진, ‘일대일로’ 건설, 해양권익 

수호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식 방

안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나 충돌을 방지하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력 경쟁을 하는 전

략이다. 중국은 2014년에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를 설립하는 등 역

내 통합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

해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면서 

대륙 국가이던 중국이 해양국가로의 대외진출을 꾀하는 전략의 일

환이다. 시 주석이 ‘일대일로’가 아시아 부상의 두 개의 날개라면 

아시아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계성은 두 날개의 ‘혈맥’이자 ‘경락’이

라고 규정했듯이,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중국적 특색외교라 표현하는데 2014년 11월에 베이징에

서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이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결정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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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신형대국관계와 더불어 18차 당대회에서 강

조된 해양강국 건설이다. 제18회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해

양권익을 단호하게 지키며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했다. 2014년 11월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점

적인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능력제고”

라고 지적하고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해양강국에 

필요한 해양력 강화와 더불어 강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군 건

설을 위한 2015년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2014년의 12.2%보다는 

낮지만 10.1% 증가한 8,898억 6,000만 위안(약 154조 8,000억 원)

에 달한다. 

해양권익 수호의 내용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가 포함된다.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해상수송로

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외교는 물론이고 군사협력까지 맺으면

서 적극적인 접근전략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반 접근전략

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

다. 첫째로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미군이 해군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반 접근전략), 둘째로는 중국 석유 수입

의 80%가 인도양과 말래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이 해상수송

로를 보호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태평양상의 해상 핵보복능력을 갖

추는 것이다(Buszynski 145; 이태환 2012, 123-124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해양강국 건설은 장기적으로 해양영토 주권과 관련

된 목표이다. 해양강국은 해양 자원개발, 해양영유권 보호를 포함

하여 종합적인 해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 전반에 

진 시켜왔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2012년 5월 파네타

(Leon Panetta)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군사관계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중국

과 미국은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미중 간 군사관계를 발전시키

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일 간 조어도 영토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진정한 중

립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조어도가 무력으로 공격당

할 시 미일동맹에 의거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명기함으로써 분쟁

억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도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미중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는 입장을 견

지해왔다. 이는 2015년의 미중간 군사지도자들과의 회담뿐 아니

라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도 잘 드러나

는 바이다. 동 회의에서 미중은 양국의 군사활동 상호통보 체계와 

행동 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2015년 6월 12일, 중

국 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롱이 미국을 방문하여 군지도자들과

의 회담에서도 두 가지 주요 합의를 했다. 하나는 미중 간의 육군

을 중심으로 한 대화 메커니즘 협정 체결로 미중 간 군사협력을 촉

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측 공중충돌 방지를 위한 공대공(air 

to air) 행동규칙(rule of behavior)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미중 양국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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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강력히 경고하면서 긴장이 조성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양안보 문제는 앞으로도 미중 간 대화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3) 주변국에 대한 보장전략 외교 

중국은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

는 슬로건하에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보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총서기와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

원이 출석한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친성혜용 주변외교 방침과 

운명공동체의 개념이 강조되었고 2014년 11월 중앙외사공작회의

에서 보다 구체화된 외교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주변외교공작 

강화를 통한 주변(국가)과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체계와 질서

의 변화에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구체화된 실천적 방향으로 첫째, 2014년 5월 21일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정상회의에서 시진

핑 주석이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했다. 아시아 신안보는 아시아 

안보를 아시아인이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중

심의 다자 안보체제를 통해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일대일로’ 건설 전략이다. 인프라 건설과 무역증대를 

위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다. 육

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떠나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를 거쳐 유럽 로

테르담에 이른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출발해 동남아시아, 인

대해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해양영토 주권문제와 관련된 해양

영유권 사안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영토주

권은 핵심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어도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임을 명

시적으로 표시해왔다. 중국은 2010년 3월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

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core interests) 

해역”이라고 미국에 통보한 바 있다. 조어도(센카쿠 제도/댜오위다

오)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이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사

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에서 미중 해공군 간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킨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이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있으므로 이를 인

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15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이 군

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 해상에 레

이다, 항공기, 미사일 배치 및 인공섬 위에 남중국해 방공식별 구

역을 설치할 가능성과 2014년 1월 1일 발효된 하이난성의 조례를 

시행하여 항해선박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요구할 가능

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2014년 8월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가 

남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정찰 중 중국군 J-11 전투기가 10m까지 

근접비행을 하며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2015년 5월 미 해군 P-8 

초계기가 남중국해 해역 순찰 시 중국 해군이 즉시 떠나라며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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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탈리아에 이르는 루트를 지니고 있다.5 이 전략에 따르면 60

개국이 넘는 실크로드 주변국들과 손잡고 전 세계적 영향력을 확

대해 나가는 것이 된다. 

일대일로 전략이 에너지 안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에너

지 안보가 일대일로의 중요한 전략목표 중 하나라는 것이 2015년 

3월 28일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

로 발표한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비

전 및 행동’이라는 세부 실행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지속

적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확보가 관건이다. 때문에 ‘육상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에서도 에

너지의 확보와 수송을 위한 소통이 일대일로 전략의 중요한 목적

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의 상호연계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송

유관, 가스관 등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한 협

력도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는 원유

와 가스 수송로 안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석유와 가스 대외의존

도가 높고 원유 수입의 80%, 천연가스 수입의 50%, 그리고 전체 

수출입의 42.6%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운송한다. 따라서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하여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수송로 다변

화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육

5  육상 루트(一帶): 시안 → 우루무치 → 중앙아시아 → 이스탄불 → 뒤스부르크

  해상 루트(一路):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 광저우 → 싱가포르 → 방글라데시 

→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 홍해 → 지중해(이장규 외 2014; Tiezzi 2014)

도, 아프리카 케냐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어

진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중국의 꿈이 현실이 되려면 뉴 실크로

드 프로젝트 성공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일대일로 전략은 군사적인 목적이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주변국들과 인프라 개발과 무역확대를 통해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판 ‘마샬 플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에너지 안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

이 제시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전략의 일환이다. 2010년 

중국의 GDP 규모가 세계 2위가 된 이후 중국은 자신감을 갖고 과

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중국적 특색의 외교전략 구상

을 내놓고 있다.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향후 35

년을 내다보며 아시아와 유렵 아프리카를 잇는 육상과 해상 실크

로드를 따라 인프라 개발과 무역증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

한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실크

로드 경제벨트(綢之路經濟帶) 구상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당해 10

월 인도네시아에서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한 데서 비롯

된 것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떠나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를 

거쳐 유럽 로테르담에 이르고,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을 출발해 동

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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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신실크로드는 중국 부상에 있어 양

대 날개 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상의 전략적 의도는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적

절히 활용하여 주변국들의 인프라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무

역을 통해 철강과 시멘트를 비롯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

하고 60개국이 넘는 실크로드 주변국들과 손잡고 전 세계적 영향

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해 2014년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형성했고 AIIB의 설립을 주도했다. AIIB 설립시 미국은 중

국이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

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 및 동맹국들이 이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 독일 

프랑스 등이 가입을 하고 뒤이어 한국, 호주도 가입하는 등 이러한 

시도가 먹히지 않자, 세계은행 총재가 AIIB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

할 것이며 미국정부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약간의 입

장 변화를 보였다.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

는 주변국들 수요는 엄청나다. 아시아에서만 2020년까지 인프라 

개발 수요가 8조 달러에 이르고 아시아를 넘어 전 지역의 국가들 

교통 인프라 투자액도 5조 달러로 예상된다. 2014년 한해에만 247

억 달러 규모의 348개의 철도공사를 했고 2015년에 태국과 러시

아와 고속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항만 건설에 14억 달러

를 투자했는데 스리랑카는 중동 석유가 중국으로 올 때 반드시 거

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이다. 이 프로젝

트는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중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6 

궁극적으로 이 전략 구상에 따른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

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가 이 구상의 성패 여부를 가름할 것이다.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구상

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과 주변국들 

중에는 중국이 이를 통해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1년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4개국

을 순방하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지

역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신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구상을 밝

힌 바, 이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일

대일로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 이에 정면대응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중국의 세력권을 확대하면서 미국에 대응해 가는 전략

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1월 8-9일 베

이징에서 열린 중국・중남미 장관급 회담에서 유가폭락으로 부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구하기 위해 직접 참가한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베네수엘라에 200억 달러 

투자, 에콰도르에 75억 달러 차관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누적 투자액을 2013년 800억 달러에서 2020년 2,500

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가하락을 미국의 뒷

마당인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만든 것이다. 미국, 일

6  한국 연수 중인 스리랑카 외교관과의 인터뷰, 201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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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일대일로를 모두의 합주가 아닌 

중국의 독주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는 60개국이 넘으며 인구는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 세계 경제규모의 29% 정도를 차지한다. 이

처럼 큰 규모에서 중국이 독주하는 형태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

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동국중해

에서 일본과 에너지 경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원유

가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해양수송로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중

국은 해양수송로 봉쇄와 분쟁에 대비하여 중앙아시아, 동시베리

아, 미얀마, 파키스탄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석유와 가

스를 공급받고 있거나 혹은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국은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파키스탄, 스

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해군기지 사용 협정 및 협력 증진

을 통해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와 같은 모양의 에너지 회랑

을 구축해나갔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일대일로 건설의 대표적인 난관

으로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남중국 해상 6개국 간 영유권 갈등, 중

국-인도 국경분쟁, 스리랑카의 반중국 정서 고조, 중국-미얀마 국

경지역 소요, 파키스탄의 테러 문제, 중국 신장 자치구의 사회 불

안정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보아포럼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도 이는 독주가 아닌 합창임을 강조했다. 2015년 3월 

보아포럼에서 발표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

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이라는 세부 실행 계획에서도 일대일로가 

중국판 마샬 플랜이 아닌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상호 

호혜적인 지역 경제협력 전략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일대일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주변의 개도국들만이 아니라 선진국

들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 

 

3. 중일 에너지 경쟁과 해양분쟁 

200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중일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은 갈등 양상

을 빚으면서 2010년까지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도 중국의 선제적 지분확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유전과 다칭 유전 연결 송유관 건설이 일본의 물량공세에 밀려 지

연되면서 일본 나호트카와의 송유관 건설이 먼저 이루어진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베리아 유전과 극동지역을 잇는 송유관 건설은 

중국이 공들여 놓은 사업에 일본이 뒤늦게 뛰어든 경우다. 중국은 

시베리아와 다칭(大慶) 유전 사이에 송유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확

정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일본이 러시아에 건설비 지원 등을 제시

하는 바람에 다칭 대신 나호트카가 먼저 지선을 놓게 된 것이다.

2008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

했다. 그동안 두 나라가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인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중국해에 매

장되어 있는 자원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90년대에 와서 중

국이 동중국해 조어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석유와 등 에너

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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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 해저 자원 즉 석유와 가스등 개발을 위한 경제적 요

인과 연관이 있다. 이 군도의 분쟁은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는 시라카바 가스전(白樺ガス田)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역 동중국

해에는 흑해 유전만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

일 양국이 다투고 있는 시라카바 가스전과, 한일 양국이 다투고 있

는 7광구가 모두 여기에 있다. 모두 단일한 유전으로 알려져 있어

서 각국의 분쟁 대상이다.7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일 간 중간선에서 중국 측 해역

에 있는 춘샤오(春曉, 일본 명 시라카바) 유전의 공동개발과 룽징(龍

井, 일본 명 아스나로) 남부해역의 공동탐사이다. 동중국해 기타 해

역의 공동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강소영・최헌규 2014). 그러나 이 합의는 시행되지 않았고 동중국

해에서는 2010년 9월 7일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발생

한 사건의 후유증과8 2012년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사건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동중국해기 위해 2012년 5월 16일,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에서 중일 간 최초로 예측 불허의 사

태 발생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방법을 양 정부가 논의하는 해양협

의가 개최되었다. 협의 주제에 해양 환경보호 분야의 중일 공동사

7  위키피디아 검색(검색어: 센카쿠 열도)

8  일본 정부가 2010년 9월 7일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했고, 중국이 23일 희소금속의 대일 수출 중단 및 여행 

제한, 스파이 활동 혐의 일본인 구속 등으로 맞받아친 사건. 9월 8일 일본 해상보

안청은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에게 항의했다. 이에 결국 일본 측은 중국 선장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업이나 중일 경계선 획정 협의의 재개등이 포함되었으나 중단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교섭은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分

享到 2012). 유가하락은 중일 간 해양자원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약

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일 간 가스전 공동 개발 협의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다. 

4. 중러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안보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에너지 준동맹관계라 할 정도로 

에너지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5월 8일 70주년 전승기념 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

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교통, 항공우주, 금

융, 군사 분야에서 총 32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 CNPC와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출처: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9115&t

hread=26r04r01

그림 9.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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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략적 제휴를 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의 서부노선 가스관

을 통한 대중국 가스 공급량, 공급기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

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30년간 중국에 매년 30 Bcm

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후 합의를 통해 공급량을 확

대할 수 있다.

러시아의 미국・캐나다연구소 로고프(RogoV) 소장은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한 다수의 협정 체결과, 특히 군사부문에서 지중

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 합의는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동반자 관계

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양국 간 관계는 동맹보

다는 실리에 입각한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영림 

2015). 

이러한 대규모 중러 간 에너지 협력은 2014년 CICA 정상회의

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과 

CNPC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공급 계약을 2014년 5월 21일 체결

함으로써(CNPC 2014) 러시아는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

억㎥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4,000억 달러 규모)하게 되었다. 연

간 공급량은 중국 가스 소비량의 23%, 가즈프롬 전체 수출량의 

16%에 해당한다. 계약 이행을 위한 가스관 건설과 가스전 설비 공

사 등에 러시아는 550억 달러, 중국은 2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

어 있다. 가스관이 완공되면 러시아 서부 이르쿠츠크 지역의 코빅

타 가스전과 사하공화국 내 차얀다 가스전이 연결되고 여기서 생

산된 천연가스가 스코보로디노(Сковородино)와 블라고베셴스크

(Благовещенск)를 거쳐 중국 하얼빈-선양-베이징-산둥으로 이어

지는 가스관으로 공급된다. 

중러 에너지 협력은 중국의 가스 공급의 안정과 러시아의 대

중 영향력 제고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유가하락으로 그 입장이 역

전되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유를 공급받는 것이 중국

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유럽의 석유

시장으로부터의 제재로 인해 수출시장을 잃어버려 경제적으로 곤

경에 처한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표 4. 중러 에너지 협력 연혁

연도 내용

2014년 5월
중-러 ‛중-러 동부노선을 통한 가스공급계약’체결, 러시아는 2018년부터 부

노선을 통해 30년간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며 공급량은 매년 서서히 증대시

켜 최종 연간 38 Bcm으로 증대

2013년 10월 CNPC와 Gazprom 간 가스공급에 관한 가격결정공식에 기본적인 합의

2013년 3월 시진핑 방러 기간에 CNPC와 Gazprom 가스공급에 합의

2012년 12월 CNPC와 Gazprom ‛서부노선’에 관한 논의 진행

2012년 6월 푸틴 방중 기간에 중-러 석유가스 회담 재개

2011년 10월 중-러 16차 총리회의에서 가격협상 결렬

2009년 6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천연가스협력 MOU’ 체결. 0월 

양국은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70Bcm의 천연가

스 공급 합의

2008년 중-러 부총리급 천연가스 정기회담 메커니즘 설립

2006년 3월
중-러 ‛가스공급 MOU 체결’, 러시아 동부노선과 서부노선을 통해 2011년

부터 30년간 매년 60-80 Bcm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에 합의

2004년 10월 푸틴 방중 기간에 CNPC와 Gazprom 전략적 협력 협정서 체결

출처: 박용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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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에너지 국제정치에 대한 함의 

전 지구적 에너지 지정학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세계 제1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또 세계 1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서 석유와 가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은 세계 각지

에서 미국과 영향력 경쟁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석

유와 가스 에너지 지정학의 관점에서 미중의 에너지 경쟁과 협력

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 될 것이다. 

경쟁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관계가 될 것

인지가 그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안보전략이 국제정치

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관련된 전 지구적 영향력 

확대정책으로 인한 미중 영향력 경쟁구도이다. 중국이 이란, 사우

디,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페르시아 만

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관계가 되고 있다. 또 중국이 상하이 협력

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를 통해 러시아만

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도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에너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

으며, 이 또한 미국의 대러 견제정책과 맞물려 미중 경쟁구도를 형

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인

도네시아와 호주 등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중국이 지역국가들에 대

한 원조 등을 통해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쟁구

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이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과

의 해양 안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석유와 가

스 수요 급증과 이에 대한 확보가 절실해지게 됨에 따라 해양석유

와 가스 잠재량이 많은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토에 대한 분쟁이 격

화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9개의 단선

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확보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

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게 

된 것도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갈등을 

빚는 것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중의 에너지 안보 

대화를 비롯해, 경쟁이 군사 갈등으로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노력도 이와 관련이 있으며, 2015년 6월 남중국해 등 해양의 상

공에서 미중 양자 간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대화 및 공대

공 행위규칙에 대한 합의 등 위기관리를 위한 양국 간 합의도 이와 

무관치 않다. 

셋째, 에너지 시장에서 미중 간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 간의 에너지 시장 패권 경쟁으

로 석유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은 에너지 공급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하기보다 협력할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Herberg 2014).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되고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중동뿐 아니라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므로 미국과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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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석유 공급에서 미국이 중동을 대체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저유가 시기를 이용하여 중국과 같이 전략적 

비축유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아태 국가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Zhou 2015). 

넷째, 전 지구적 에너지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의 입장 차이

로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설립 경쟁이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이 

석유와 가스 소비 및 수입 시장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간주해 기존의 에너지 거버넌스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

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중국은 IEA가 주로 미국의 이익

을 대변하는 기구로 보고 있어,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이 미국을 배

제한 지역안보 거버넌스나 G20과 같은 신흥개발국들이 포함된 거

버넌스를 선호하는 사실을(Herberg 2014, 26-27) 들 수 있다. 이러

한 점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독주가 아닌 합창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다섯째,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경쟁 가운데서의 협력 추구

이다. 중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요 행위자가 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경쟁과 갈등 구도보다,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수송

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자적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에 기초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저유가 시대 소비자 중심(바이어 마

켓) 구조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산유국을 포함한 주변

국들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자신감이 증대한 것도 다자적 협력 거

버넌스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시장 중심적 민간 수준의 협력 

강화이다.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산업에 있어 국가차원의 협력에

는 상호 불신과 경쟁의 요소가 있어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갈등구

조를 완화하고 상호의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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