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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외교 전략

현재 세계는

에너지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
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셰

일혁명의 영향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지정학적 요인의 중
요성을 세계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
국이 된 큰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지대인 중동과 러시아, 또한 최대 수입지대
인 아시아와 유럽마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원 흐름의 변화와 지정학적 역동성
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당면과제가 새로이 부각되
면서, 에너지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갈등과 협력을 야기하는 핵심적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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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근본적

높은대외의존도
높은화석연료의존도
에너지집약적산업구조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인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
다. 첫째, 에너지 안보 관련 세계적·지역적(동북아)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형적 변
화는 무엇인가? 둘째,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해 온 에너지 안보의 구조는 어떠한
가? 셋째, 변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
는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에너지 사안이 야기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모습을 포착하고, 생존과 이익극대화를 위해 한국이 대내외

일본

중국
미국발셰일혁명
자원한계비용의증가
생산국-소비국역학변화
지정학적역동성증대
기후변화대응규범의확산

T

he world is currently witnessing a fundamental change in energy
security landscape. Impact of the Shale Revolution stems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shaking the world energy market essentially, and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geopolitical factors again. The traditional exporting regions of the Middle East and Russia as well as Asia and Europe
were affected by this tremendous changes of the world’s largest energy

EU

중동

미국

세계 에너지 안보
지형 변화

러시아

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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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r becoming the world’s largest energy exporter. While changes in

I

서론

flow of resources and geopolitical dynamics have intensified,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newly

에너지 사안을 둘러싸고 작금의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2009

highlighted. Therefore energy is becoming the key issue leading to new

년경 시작된 미국발 셰일혁명은 미국을 에너지 주요 수입국에서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 these circum-

최대의 수출국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으며, 이는 세계 에너지

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damental changes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셰일혁명에 대한 중동의

related to global energy security, and identify the energy diplomacy strat-

대응은 세계적인 저유가 추세의 지속을 야기했고, 유럽의 러시아

egy of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의존도 감소와 더불어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가져왔다. 러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changes are currently happening in

시아의 전략 변화는 중국의 정치·경제·환경적 이해에 부합되어,

the global and regional (Northeast Asia) levels that are related to the ener-

오랜 기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중·러 에너지 협력을 급격히 강

gy security issues? Second, how ROK has been constructing energy se-

화시켰다. 중국은 에너지 사안을 매개로 하여 서쪽으로 진출하는

curity structure so far? And third, what are diplomatic strategies that ROK

장대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중동에서의 이해관계가 낮아진 미

can take to improve energy security in the trend of fundamental change?

국과, 중동에 적극적으로 진출 중인 중국의 움직임은 중동의 지정

Through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paper captures energy

학적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issue re-shap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views the strategic points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셰일혁명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that ROK needs to respond for survival and interest maximization.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러와 미·일이 에너지를 중심으
로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동북아는 미·중 두 패권이 경쟁하는 장
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한층 높아진 자원경쟁과 자원민족주의의
압력 속에서, 또 한편으로 동북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용성 확보의 개념
을 넘어,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제정세의 재편과 관련된 정치적 성

k e y w o rd s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셰일혁명 The Shale Revolution, 지정학

적 변화 geopolitical change, 기후변화 climate change, 한국 에너지전략 energy
strategies of ROK

격을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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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지 공급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었으며(Yergin

을 시도한다. 첫째,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세계적·지역적(동북아)

2005, 52), 화석연료의 사용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관한 과학적

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형적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지금까지 한

증거가 축적된 이후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환경규

국이 구축해 온 에너지 안보의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변화의 추

범이 에너지 안보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한 인식의 축으로 자리 잡

세 속에서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외

아가고 있다.

교전략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에너지 사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안이 야기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모습을 포착하고, 생존과 이익극

‘에너지 안보’를 규정한 바 있는 83개의 연구를 검토하여, 이 개념

대화를 위해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지점을 검

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정리했다(Ang, Choong, Ng 2015,

토하고자 한다.

1081-1083). 이들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 개념은 1) 에너지 가용

성, 2) 인프라, 3) 에너지 가격, 4) 사회적 영향, 5) 환경, 6) 거
버넌스, 7) 에너지 효율이라는 7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

II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서 첫 번째 주제인 ‘에너지 가용성’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
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가깝다. 에너지 수입자는 공급원을 다

1. 에너지 안보의 의미

변화하고 지정학을 주시하여, 공급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
너지 공급 차질의 위험에 대비하고 에너지 가용성을 확보해야 한

전통적으로 에너지 안보란, 주요 에너지 자원을 적정 가격으로 방

다. 공급원 다변화에는 5개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에너지 수입처

해받지 않고 입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를 다양하게 늘리는 원천(source) 다변화,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

는 단기적으로는 가용성, 적정성, 접근성, 에너지 품질을 유지하면

가 국내 여러 지역에 에너지 시설을 분산시키는 공간(spatial) 다변

서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 급격한 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에너

화, 다양한 에너지 종류를 섞어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믹스

지 체계의 능력을 뜻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에너지 공급을 확

(energy mix) 다변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주로 필요

보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 적

한 기술(technology) 다변화, 수입로 상의 요충지를 통과하는 에

절히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der Hoeven 2013, 130). 지난

너지의 수입량을 줄이거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수송 노

30여 년간 전통적 에너지 안보 개념은 주로 석유의 수급에 중점을

선(transport route) 다변화로 정리된다. 그밖에 두 번째 ‘인프라’는

두고 형성되어 왔으나, 21세기 들어 테러리즘이 확산되면서 에너

에너지 전환 인프라(원유정제소, 전력발전소 등)와 수송 인프라(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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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너지 가격의 수준, 변동성, 시장경쟁 정도 등으로부터 비롯되

최종 에너지 소비
(Final Energy Consumption)

1차 에너지 공급
(Energy Supply)

GDP

프라인, 전선 등)의 존재 및 안정성을 뜻하며, 세 번째 ‘에너지 가격’

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83개의 연구에서 정의한 ‘에
너지 안보’ 개념에 7개의 주제가 각기 들어있는 비율은 1) 99%, 2)
72%, 3) 71%, 4) 37%, 5) 34%, 6) 25%, 7) 22%로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주로 에너지 가용성, 인프라, 에너지 가격, 즉 에
너지 수급의 안정과 관련된 전통적인 세 가지 요인을 뜻하며, 여타
개념들은 전통적인 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달해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2.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의 석유 소비량을 보이
는 국가이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4, 183). 한국의 에너

표 1. 한국의 GDP 및 에너지 소비량 추이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 xx

지 소비량은 1981년 4,600만 toe에서 2013년 2억8,000만 to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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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지난 30여 년간 약 6배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8
년 외환위기로 인해 단 한차례 미세하게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0여 년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12년 기간 한국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83%로 OECD 평균인 -0.09%를 상회하
고 있으며, 특히 2002-12년 기간 23%라는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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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주요국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한국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2000-2012)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표 3. 나라별 원유 수입량(2013년)
OECD

수입국

합계

2.83% -0.75% -0.01% -1.22% -1.15% -0.53% -0.09%

1인당 에너지 소비량
5.23 toe 3.81 toe 3.88 toe 3.00 toe 3.61 toe 7.02 toe 4.28 toe
(2012)
출처: e-나라지표 “에너지 수급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중동

do?idx_cd=2781)

을 나타내어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원국 중 가장 빠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4, 183).
2012년 기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역시 OECD 평균인 4.28 toe를

아시아

넘는 5.23 toe를 기록했으며,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는 세계 10

사우디아라비아

286,588

쿠웨이트

139,853

아랍에미리트(UAE)

110,809

이라크

90,739

카타르

86,090

이란

48,214

오만

3,543

호주

15,992

인도네시아

13,242

브루나이

7,606

말레이시아

5,099

지역별 소계

786,813

97,047

아메리카

329

아프리카

8,096

유럽

22,790

에너지 안보의 구조는 1) 높은 대외의존도, 2) 높은 화석연료 의

총계

915,075

존도, 3)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라는 세 가지 특징에 의해 형성

* 단위: 천 bbl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p. 82-83

위1를 차지했다.
위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의 면모를 보이는 한국에서

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특징면에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가 95.7%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2013년 한
국의 총수입액 5,156억 달러 중 에너지 수입액은 34.7%에 달하는
1,787억 달러를 차지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8). 게다가 1차 에
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37.8%)을 점유하는 원유 수입은 세계 5

표 4. 나라별 천연가스 수입량(2013년)
국가

카타르

수입량 13,354

인도네시아

오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이집트

기타

5,627

4,331

4,314

1,141

620

599

9.889

* 단위: 천 톤
** 기타 국가는 러시아, 예멘, 적도기니, 트리니다드, 나이지리아, 알제리, 아랍에미레이트 등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 111.

위2에 있으며, 원유의 수급구조를 보면 중동의존도가 무려 86%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LNG 수입량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

2014, 9), 1차 에너지원의 18.7%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의 수급은

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태인데(International Gas Union

카타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한국 순.

2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

284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두 번째로, 2013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원별 구성은 석유
37.8%, 석탄 29.2%, 천연가스 18.7%로 화석연료 비중이 86%이며,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지형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285

석유·석탄 의존도 비중 역시 선진국 수준인 60%보다 높은 67%
를 차지하고 있다. 비화석 에너지원의 비중은 원자력 10.4%, 수력
0.6%, 신재생에너지 3.2%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게다가 1차 에너지의 75%가 전환·손실되는 전력 발전의 에너
지원은 석탄 38.8%, 천연가스 24.7%, 석유 6.1%로써, 화석연료가
약 70%의 높은 비중을 지닌다.
1차 에너지원 공급 추이를 살펴볼 때, 석유의 비중은 1994년
62.9%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해마다 줄어들어 왔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37.8%)을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1986년 0.1%의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13년 역대 최고인 18.7%
까지 비중이 상승하였다. 석탄은 1985년 39.1%가 가장 높은 비중
이었으며, 2013년 29.2%를 기록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4).
1986년 이래 원자력이 10% 이상의 비중을 줄곧 차지해 온 점을 감

낮추고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여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에너지 밸런스 흐름도(2013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 xxi.

안하면, 한국의 1차 에너지원 비중의 흐름은 석유와 석탄의 비중을

세 번째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집약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는 연료용 납사
표 5.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추이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1981

28,848

180,053

-

2,709

2,897

2,492

1990

43,405

356,348

2,329

6,361

52,887

797

2000

66,525

742,557

14,557

5,610

108,964

2,130

2013

129,554

825,202

40,278

8,394

138,784

8,987

* 단위: 석탄, 천연가스는 천 톤, 석유는 천 bbl, 수력, 원자력은 GWh, 신재생은 천 to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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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 10대 수출입 품목(2013년)

표 6.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연도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수출

최종 에너지

수입

순위
1990

36,150

21,971

14,173

2,812

75,107

1995

62,946

29,451

27,148

2,416

121,962

2000

83,912

32,370

30,945

2,625

2005

94,366

36,861

35,559

2013

130,906

37,341

37,330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위

반도체

57,143

원유

99,333

149,852

2위

석유제품

52,787

반도체

34,619

4,068

170,854

3위

자동차

48,635

천연가스

30,645

4,670

210,247

4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7,168

석유제품

29,539

5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8,613

석탄

13,074

6위

무선통신기기

27,578

컴퓨터

9,142

7위

자동차부품

26,079

철강판

8,850

8위

합성수지

21,369

철광

8,355

* 단위: 천 to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pp. 20-21.

와 연료용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인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산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전

9위

철강판

17,494

정밀화학원료

8,290

력과 운송 부문을 제외한다면, 화학제품(18.85%), 비금속 광물제

10위

전자응용기기

10.896

원동기 및 펌프

7,874

품(12,68%) 부문이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품목 액수

에너지(납사 등 산업원료)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4%로 대단히 높다. 결과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산업부
문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가 두드러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총액 대비 비중

327,762
58.6%

249,721
48.4%

* 단위: 백만 달러
출처: e-나라지표 “10대 수출입 품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
do?idx_cd=2455)

요컨대,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수출입 구조 역시 에너지 안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온 것이 한국

2013년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1차

의 에너지 안보의 특징이다. 하지만 미국발 셰일혁명을 시발점으

에너지원 자체의 수입이 각각 1, 3,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

로 해서 세계적으로 촉발된 일련의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는, 중

에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철강판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들

동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에너지 행위자들의 전

이 상위권에 놓여 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량 비중은 전체 수입량

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에너지 수급구조 재편의 문제를

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뛰어넘어 에너지를 매개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가운

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에

데, 동북아는 그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국의

너지 수입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안보 역시 전략적 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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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의 변화

업위원회에서는 ‘국내적 번영 및 전지구적 자유법(The Domestic
Prosperity and Global Freedom Act)’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는 공

1. 셰일혁명

화당 가드너(Cory Gardner) 의원이 제안한 LNG 수출 승인의 즉시
처리 법안을 핵심으로 하는데, 외국에 LNG를 수출할 때 에너지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이 급변하기 시작한 시발점은 2009-10년

(Department of Energy)는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

을 기점으로 발생한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기술

며,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출이 승인되도록 정한 법안이다.

적 한계로 인한 생산비용 문제로 인해 간과되어 왔던 셰일가스는,

또한 2011년 사빈 패스(Sabine Pass Liquefaction)를 시작으로 프

1990년대 후반 미첼(George Mitchell)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여

리포트와 플링(Freeport LNG Expansion, FLING Liquefaction) 2건,

도입한 수압파쇄기법(fracking)으로 인해 개발붐을 맞이하게 되었

카리브에너지(Carib Energy), 캐머론(Cameron LNG)까지 총 5건

다(Gertner 2013).

의 LNG 수출을 최종 승인했고, 4건의 수출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개발로 인한 셰일혁명은, 대표적인 에

다수의 수출을 심사 중에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하게끔 만들었

2015). 그동안 수출대상국의 미국 국익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5%가 증

하여 LNG의 수출을 억제해온 미국이 LNG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

가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며, 셰일혁명의 여

의 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80억 배럴로 추정되는 미

파를 에너지 수출로 전환시켜 무역 이득을 제고하고자 하는 미국

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으로 인해 석유 생산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이래 60%의 석유 생산량 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안보의 지형을 크게 뒤흔드

2006년에 31만 배럴에 불과하던 셰일오일 일일생산량 역시 2013

는 사건이었다. 세계 석유 수입 1위(EU 제외), 가스 수입 7위를 차

년 348만 배럴로 상승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지하는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은 세계 에너

를 넘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 중이다(Morse 2014). 전문가

지 시장에 근본적인 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셰일혁명으

들은 늦어도 2030년에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실현될 것으로 예

로 인해 에너지 수출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

측하고 있다.

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인해 잉여물량이 된 중

에너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 정계의 움직임 역시 활

동 LNG가 시장에 나오고 미국산 가스의 수출이 가시화되자, 러시

발히 이루어져 왔다. 2014년 4월 10일, 미국 하원의 에너지·상

아 가스의 주요 수입처인 EU는 탈러시아 및 공급원 다변화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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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전략을 재편하였다. 이러한 수출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서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사우디아라

따라, EU에 자국 가스의 약 93%를 수출하던 러시아로서는 막대한

비아와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이란과 우호관계를 수립하려고 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새로운 수출대상국을 모

력하는 등 중동에서의 중국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는 형국이다. 따

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라서 중동은 새로운 패권경쟁의 격전지로서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특히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이루어졌다(김연규 2013, 1-2).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경우, 중동에서

둘째, 에너지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동의 위

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테러리즘의 발흥으로

상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며, 새로운 에너지 수출국과 에너지

동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온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인해 중동에 대

원들이 부상하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서의 중동의 영향력은 현재보

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잉여물량이

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된 중동의 에너지원은 아시아와 EU로 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셋째, 동북아에서 일본은 미국발 셰일혁명이라는 기회를 적극

높은 중동의존도를 보이는 아시아에 더해 EU마저 중동의 수입처

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굳건한 우방으로서의

로 변화하게 된 상황에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과 FTA를 맺지 않은

천연가스 공급구조를 감안한다면, 에너지 시장에서의 중동의 영향

최초의 가스 수출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 LNG

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 수입을 위해 이하의 세 건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원형원

게다가 미국과 중동의 관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중국이 이란

2014, 14).

등 중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G2의 대립장이 된 중
동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권성욱 2014, 21-

표 8. 일본의 미국산 LNG 수입계약 현황

23).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소홀해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

미 LNG 기지

Freeport

Cove Point

Cameron

크 등에 대규모 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해왔다. 중

위치

텍사스

메릴랜드

루이지애나

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석유·천연가스 매장지 공동개발, 정유

사업자

Freeport

Dominion

Sempra

생산능력

연간 880만톤
(확장: 연간 440만톤)

연간 575만톤

연간 1,200만톤

생산개시

2018년

2017년

2017년

수출기간

20년

20년

20년

공장 합작사업, 중국의 정유공장 지분공유 등을, 이란과는 LNG 구
입 계약, 유전 광구 지분투자, 원유수입 대금의 위안화 결제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에너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기술
의 면에서 중동과 전방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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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도쿄가스 140만톤,
(연간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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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전면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판도를 바

중단된 일본은 에너지원 조달을 위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꿔가고 있다(Paik 2015, 4-10). 2014년 중국과 러시아는 두 건의 천

1987-2011년 기간 일본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가스 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은 2014년 5월 21일에 이루

30%에 달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 비중은 1% 이내로 떨어

어진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PoS)’다. 이는 러시아

졌으며 이로 인해 화석연료의 비중이 86%로 치솟았다. 원전을 대

동부의 가스를 연 380억m3씩 30년간 중국에 공급하는 4,000억 달

체하고자 가스 수입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2010년 대비 2011

러 규모의 대형계약으로, 이르쿠츠크, 야쿠티아, 하바롭스크, 블라

년 가스로 인한 전력생산은 25%가 상승하였으며, 2012년의 화석

디보스토크를 거쳐 중국 동북부로 이어지는 4,000km 구간의 파이

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은 2011년 대비 21%의 증가가 이루

프라인 건설이 이루어진다. 중국 측에서는 가스 수요의 증가 및 국

어졌다. 2013년 화석연료의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비용이 300억

내 가스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러시아로서는 유럽 시장의 침체를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 전체 수입비용인 2,500억 달러의 33%

피해 시장을 극동으로 다변화하는 이점을 지니게 되어 양국 모두

를 차지했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4, 175).

에게 이익이 있지만, 2014년 초까지는 사업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해외로부터의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일본

못했다. 2014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에 대

으로서는, 셰일혁명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아시아 프리미엄이 붙

응하여 미국과 EU는 경제제재를 시행하였고, 서방으로부터 고립

는 중동 LNG 의존도를 줄이고 우방국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된 러시아로서는 동아시아에 눈을 돌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스 수입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길을 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프리미엄이 붙은 중동산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셰일가스 수입이 늘어난다면, 가격경쟁으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러시아산 가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

로 인한 아시아 프리미엄의 감소와 더불어 한중일의 가스 확보 경

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성사된 것이다.

쟁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
력과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11월 9일, 양국은 PoS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을
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Altai)
지역에서 중국 서부의 신장·위구르로 연결되는 2700km 길이의

2. 중국의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파이프라인을 깔아, 연 300억m3의 가스를 중국에 30년간 공급하
는 계약이다. 이후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이에

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 활동은 현재의 동북아 에너지 지형

대한 협정이 이루어져,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4년부터 가스

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특히 최근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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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뿐 아니라 석유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3

와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지속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찾아야

년 이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3년 3월,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했다. 2014년 11월 중국정부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

시진핑(習近平)은 첫 해외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여 원유 계약을

2020)’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

체결하였다. 중국 동북3성에서 나오는 석유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지 비중을 15%로 높이고, 천연가스 비중을 10% 이상으로 올리며,

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양

석탄 소비 비중은 62% 이내로 억제할 것을 공언했다(박진주 2014,

국 정상회담 결과 러시아의 국영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

20).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서는 친환경·저탄소 전략을

는 하루 3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2018년까지 3배 이상 석유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막대한 양의 가스와 석유를 저렴한 가

공급을 늘릴 것을 중국과 약속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 최대의

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석유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서 아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동의 아시아 프리미엄 비용을 피하여, 러시

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중국이 택할 수

이러한 중·러 에너지 협력, 특히 대규모의 가스 협력이 가능

있는 합리적인 시나리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상

했던 까닭은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와 중국의 에너지 수요증

으로 수송해야 했던 중동자원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안보적 취약성

가 및 ‘탈석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을 낮추고,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에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활용

때문이다. 먼저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협

하여 최대한의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점령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시진핑 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

러시아 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EU는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

이 세계 2강 중 하나로서 보이고 있는 야심찬 행태가 특히 에너지

터의 가스 수입을 최소화할 것을 결정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이

사안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015년 3월 28일,

GDP의 1/4, 국가예산의 1/3, 총수출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에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지 수출국 러시아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러시아 국영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정

가스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다. 이

부가 10년간 추진할 중국 최대의 프로젝트로, 육상은 중앙아시아-

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러시아-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지대’로, 해상은 중

소비국 중국이 최상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국 연해-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유럽-남태평양을 연결하는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함과 동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하는 아

시에, 전체 에너지원의 70%에 이르는 석탄의존도를 낮추고 가스

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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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교통 인프라(항구, 철도 등)와 에너지 인프라(송유관, 가스관,

응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패권경쟁은 점

전선 등)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상호연결이 구상의 핵심을 이루며,

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프라로 연결된 국가들과의 FTA 수립 및 위안화 중심의 금융망을
구성하는 것 역시 계획 중에 있다(안용현 2014).

3.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지대가 형성되면, 중국은 중앙아시아
의 풍부한 자원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김연규 2015,

198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의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한

10).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 자원의 해상수송 의존을 탈피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것은 중국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중국이 중동에서 에너지원을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1997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의 해상노선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본격화되었다. 2001년 미국의 탈퇴라는 위

거쳐야 한다. 말라카해협은 잦은 해적 출몰로 인해 위험할 뿐 아니

기를 극복하고 EU의 리더십에 힘입어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

라, 미국의 해군력에 수송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가 이루어졌지만, 선진국만의 의무감축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교

황이라 중국으로서는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지니는 구조를 지니고

토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교토체제가 난

있다. 만약 말라카해협이 봉쇄된다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안

항해 온 이유는, 각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들

보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

어가는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했기 때

개하기 위해 육상을 통한 에너지 수급에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카

문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 인도, 한국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등의 선발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이 감축의무를 지

들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 않도록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설계에 미국 등의 주요 선

1997년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협력에 합의한 이래, 2000년 투르크

진국들이 반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교토체제는 기후

메니스탄, 2002년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스스탄, 2004년 우즈베키

변화라는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

스탄 등과 에너지 협력관계를 체결했으며(이상국 2009, 352), 2001

다는 규범적 성격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

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

고자 하는 국가행위자들의 이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충돌하는 장이

범시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post) 교토체제 수립의 핵심은, 교토의

타지키스탄의 6개국의 안보·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결국 이러

정서에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은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

여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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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12년) 직전 이루어진 2007

다(Parties have agreed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

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 도

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출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는 발리로드맵(Bali

applicable to all Parties)”라는 문구가 채택되었다. 법적 구속력을

Roadmap)을 작성하여, 2009년 COP15까지 장기협력계획(long-

지니면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의정서의 도출에 합

term cooperative action)을 통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에 합의

의한다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도

했다. 발리로드맵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국의 참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해 ‘국가적정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COP17은 국제사회에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가져다주었

NAMA)’에 대해 논의하도록 정했는데, 개도국의 경우 법적으로 구

다. 희망적인 요인은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되는(applicable to all

속력이 있는 감축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이행을 전제

Parties)’ 포스트 교토체제의 설립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토

로 국가별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감축행동을 마련

의정서의 교착을 가져온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common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위가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 즉 개도국 의무유

‘측정·보고·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보 규정이 없어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만큼 감축

MRV)’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에 참여해야 함을 뜻한다. 반면 절망적인 요인은, 모든 회원국들이

하지만 2012년 이후의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예

감축에 참여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정되어 있었던 코펜하겐 COP15는,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더반에서는 캐나다가 선진국으로서는 처

Accord)’라는 형식적인 문서만을 남긴 채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하

음으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현체

고 폐막되었다. 개도국들의 의무감축을 규정하지 않은 데에 불만

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공약기간부터 불

을 가진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내세우며

참할 것을 선언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이 참여

개도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의무 부여에 강경하게 반대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가 탈퇴한다

하는 중국/G77의 갈등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면 선진국은 사실상 EU만 남게 되는 셈이다. 더반에서 나타난 희

이후 2011년 COP17에서 발표한 ‘강화된 행동을 위한 더반

망과 절망은 모두 개도국, 특히 선발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를 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에서는 “회원국들

러싸고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더반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전지구적

은 협약 하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의정서, 또 다른 법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교착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도구, 혹은 법적인 힘을 가진 합의된 결과물을 개발할 것을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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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라는 개념

체제하에서 그 어떤 국가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화석연료에 의

이 도출되었다. 모든 회원국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감축목표를

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상향식(bottom-up) 방안이 합의된
것이다. 2014년 리마 COP20에서는 INDC 작성지침을 구체화하였
고, 2015년 파리에서 있을 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포스트 교

IV 한국 에너지 외교의 제약과 기회

토 신체제를 도출할 것에도 합의했다.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 대
응체제는 하향식(top-down)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감축목표

1. 한국 에너지 외교전략의 현황

와 기한을 규정한 교토의정서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별 국가에게
대응을 위임하는 자발적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세

국가의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는 상향식 방식이 공식화되

계적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보이며

면, 개도국 역시 INDC를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

그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pledge)해야 한다. 현재 개도국 중에서 가장 먼저 INDC를 제출

따라 한국의 에너지 외교 역시 이러한 에너지 구조의 안정성 확보

한 나라는 멕시코인데, 2015년 3월 30일 멕시코는 2030년까지

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종합

BAU 대비 22%의 온실가스와 51%의 블랙카본 배출량을 감축하여

정책으로 2014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총 25%를 무조건 감축할 것을 공약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

2014)에서는 ‘에너지 6대 중점과제’3 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 중

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는 2026년으로 설정했다. 감축뿐 아

점과제 네 번째 사안이 ‘에너지 안보 강화’, 다섯 번째가 ‘원별(석

니라 적응계획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마을의 수를

유, 가스, 전력, 집단에너지)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서 에너지 외

50% 줄이고, 2030년까지 산림전용을 완전히 없애며, 전략 인프라

교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를 보호할 것을 서약했다(Mexico 2015). 멕시코뿐 아니라 곧 중국

제고’에 포함된 내용인 기후변화 대응, 원전산업 혁신 및 안전관

과 인도 역시 INDC를 제출할 것이고, 비록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리, 미래에너지 기술협력 역시 에너지 외교와 관련되는 영역으로

지니지 않은 자발적 서약에 불과할지라도 국제사회의 구성원 모두

볼 수 있다.

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성립되는 의미를 지닌
다.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역
시 중요한 행동의 촉발 요인이며, 보편적 참여가 요구되는 신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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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차 계획에서 에너지 안보와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에

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11%로 늘리겠다는

너지 외교전략은 다섯 번째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포함된

계획이다. 이는 해외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

해외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확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의 안정

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시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의도

적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 원유도입선

를 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 지구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기후

다변화 추진, 그리고 탄력적 석유비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취하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고 있다. 한편 셰일가스 개발 확대라는 국제시장의 지형 변화에 직

성격은 국내정책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에너지 외교의 한

면한 가스에 대해서는, 미국의 LNG를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

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다.

간 350만 톤씩 공급받기로 계약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소
요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이다. 원거리의
중동 일변도 수급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에너지 외교전략은 네 번째 ‘에너지 안

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셰일혁명으로 세계 에너지 시

보 강화’ 항목으로, 이는 3개의 목표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목표는

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

‘자원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이다. 이는 이전

하기 위해 생겨난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

이명박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중점

서는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

적으로 추구한 자주개발률 제고를 수정한 전략이다. 제1차 계획에

하고, 지역 차원의 에너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의

서는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자주개발률을 2007년

체의 구축을 목표화했다. 북미 국가들과도 기술협력과 인력교류를

3.2%에서 2030년 40%로 늘리고자 했고, 공기업 중심의 해외 자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원개발을 통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 그 결과 단기성과 중심 경

해외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더하여, 2

영을 초래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차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외교전략은 ‘원전수출의 산업화 촉진’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수준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개발역량 및 성

다. 한국은 2009년 12월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함으로써 세

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산업통상자원부

계 여섯 번째의 원전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세계 원전시장

2014, 98). 이에 따라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의 경쟁이 더욱 격화된 상황에서 추가 수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 보완전략을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원전수출을 위한 수주 활동

수립하게 되었다.

을 전개하고, 원전 건설·운영정비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두 번째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서, 2012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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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8-79, 82-83).

지금까지 살펴본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에너지 외교전략과

권경쟁 속에서, 에너지 문제는 경제·산업적 영역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정치·외교·안보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외교 활동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외
교부이다. 2014년 『외교백서』에서는 에너지 외교를 1) 에너지 안

2. 당면과제와 전략모색

보 외교, 2) 국제에너지협력, 3) 에너지외교 인프라 및 민·관 에너
지 협력체제라는 3개의 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에너지 외교가 직면한 상황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외교부 2014,

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181-184).

것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를 고려함에 있어 경제적 사안뿐 아니라

요약하건대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곧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에

국제정치상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

집중해왔다. 기존의 공급원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공급원 및 에너

동으로부터의 석유와 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지원을 개척하고, 환경문제에도 대응하는 것이 한국 에너지 외교

구조를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중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에

동 자원부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지의 정치·경제

너지 안보 지형의 변화로 인해, 한국 역시 근본적인 전략변화를 모

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IEA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의 집단

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미국과 중국의 패

에너지 안보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중요한 외교

표 9. 한국의 에너지 외교 활동
분류

내용

에너지 안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에너지 협력 논의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원자력 분야 안전 협력 강화, 원전 수출을 위한 홍보
·지역 국제회의를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주도
·자원부국 관료 초청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 에너지 협력

·IRENA 및 IEA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 대변
·지역 다자기구 참여를 통해 에너지협력 저변 확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의 에너지 기업 해외진출 지원(재외공
관을 통한 정보 수집, 기업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
에너지 외교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에너지 외교(행사 양국 공동 개최,
민·관 에너지 협력체제
현지 에너지동향 수집,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협력체제 강화

306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환과 동북아시아

활동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중심으로 한 수급전략과
더불어, 동북아 에너지 거버넌스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
한 국제정치적 성찰을 에너지 외교전략 속에 녹여야 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안보는 중동으로부터
의 자원수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중동 석유의 60%가 동아
시아로 수출되며, 동아시아 석유 수입의 70%가 중동으로부터 이
루어진다(Dent 2013, 945).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향했으며,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은 채 중
요한 에너지 수입국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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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중동과 동아시아의 독점적 지배관계는 변화의 기로에 놓

여러 전문가들도 중동산 유가의 하락을 통해 북미 비전통 에너지

여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업계의 성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OPEC 국가들의 의도를 지적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일본과 미국의 에너지

있다(최부식 외 2015, 3). 이러한 공급자 간 치킨게임의 결과는 더

협력 강화 등이 동북아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변모시키고 있는 것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또 다른 주요 공급자인 러시아의 ‛아시아

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중동과의 관계에 여전히 큰 주안

로의 회귀’와 중·러 에너지 협력의 성사, 중국의 중동 진출 강화,

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신중한 관찰과 판단을 통

미국의 동아시아 셰일 수출이라는 일련의 정세 변화가 이미 이루

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자들의 행동이 일으키

어지고 있다. 미·중의 패권다툼과 자원민족주의를 앞세운 러시아

는 에너지 안보적 변화의 큰 흐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의 부활 속에서, 에너지 문제는 사실상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을 직

야 한다. 예컨대 최근 1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저유가 추세의 이면에

접적으로 반영하는 안보 사안이다.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수급전

는 미국발 셰일혁명에 대항하는 중동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지

략 위주의 에너지 위기대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자협력체의

난 5년간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던 국제 원유가의 흐름은, 2014년

구축과 같이 지정학적 변동을 반영한 장기적인 안보전략을 포함해

6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를 이어왔으며, 2015년

야 한다. 특히 중·러와 미·일의 협력 강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

5월 15일 기준 두바이유 63.4달러/bbl, 브렌트유 66.81달러/bbl,

는 동북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외교적 입장은 향후의 국운을 가

WTI 59.69달러/bbl을 기록했다(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유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셰일혁명에 따른 공급과잉이 꼽

둘째, 변화하는 에너지 안보의 지형을 고려하여 공급원 다변

힌다. 미국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증대로

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신중히 수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

인해 총공급이 증가했으며,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북아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Exporting Countries)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생산량을 유지

불안정하고, 지리적으로 멀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중

하기로 결정했고, 리비아 수출항 봉쇄 해제, 이란 핵협상 등 정치

동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것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적으로도 생산증대의 여건이 이루어졌다.

를 높이고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추세에 적응하는 중요한 전략

이러한 경제학적인 현상 뒤에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정치적 영

으로 고려되어 왔다. 특히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중동의

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중동의 공세적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높

수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러시아 등 신흥 공급국들

이는 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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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등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방향으

해 ‘동북아 에너지그리드의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에너지 공급의

로 전략을 수립·실행해왔다.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예를 들어 북미 셰일혁명에 대응하여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

모색하는 것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

축하는 것이 그 요체였다(새누리당 2012, 322). 하지만 두 구상 모두

였다. 2012년 1월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의 사빈 패스(Sabine Pass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선언적인 상태에 그치고 있는 현재,

LNG)와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스 수입선을 다변화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만한 사안은 동북아 역

하고, 기존 수입국과의 가스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내전력망의 구축인 ’동북아슈퍼그리드‘로 판단된다. 특히 청정에

이었다. 2017-36년 기간 연간 350만 톤의 LNG를 수입하게 되며,

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슈퍼그리드의 구축은 정치, 경제, 사회,

프랑스 토탈(Total)에 재판매되는 70만 톤을 제외하면, 2017년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터 국내에 들어올 물량은 연간 최대 2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

‘슈퍼그리드’란 ‘경제적 이익극대화 및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

인다. 직접 수입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의 15%를 소유한

하여 넓은 지역(대륙 간) 혹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전력계통을 연

LNG 캐나다(LNG Canada)에서 LNG 생산 개시 후에 연간 약 363

결함으로써 전력을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를 뜻한

만 톤을 추가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GS EPS 등 민간의 수

다. 이미 유럽에서는 9개국이 북해에 150 GW의 해상풍력단지를

입 계획까지 감안하면 현재 연간 총 703만 톤의 셰일가스 국내 도

2030년까지 건설하여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 송전하는 작

입을 예상할 수 있다. 셰일가스가 한국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와 북미에서도 초국경적인 에너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김연규 2012, 13), 비전통 에너지원의 적

지 수송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2000년대 들어 러

절한 수급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이 요구되

시아의 적극적인 연구와 북한의 전력난을 계기로 하여 러시아-북

는 시점이다. 특히 셰일혁명이 직접적으로 저유가 추세를 야기한

한-한국을 연결하는 전력망 건설이 논의되었으나, 북한의 정치적

현 상황에서 향후의 추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중

신뢰성이 문제가 되어 협력이 진전되지는 못했다. 2011년 후쿠시

동과 북미로부터의 수입에너지 믹스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마 사고 이후에는 일본도 동북아슈퍼그리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손정의의 몽골 고비사막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축으로 하는 ‘아시

한편, 중동 위주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구상이 제시되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 해저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더불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과 참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 대선공약을 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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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들 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역내 국가행위자들의 이

독창적인 구상이 요구된다. 또한 필연적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

해관계에 부합되는 측면이 강하다.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지역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경제

식시킬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적·환경적 부담 없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해야 할 필요

셋째, 자원빈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일변도의 에

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동북

너지 믹스를 변환시키고, 점차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국

아 에너지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

제규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에너지 외교가 취할

기로 전력부족의 문제를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전략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청정에너지를 매개

있으며, 만성적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안정적인

로 하여 국제협력을 진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에너지 지원을 얻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윤재영

하나는 이미 한국이 선도한 바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규범의 전

2013, 5-6).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용, 환경적 개선, 그

파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리고 북한과의 갈등 완화를 통한 평화 진전이라는 면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청정에너지를 통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 이니셔티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면만 고려한다면 합의와 협력이 가능하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외교부 2015)이다. 이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역내 국가들 간 존재하는 정치적 긴장관계와 이에 따른 신뢰성 부

안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보건, 마약, 재난관리와 같은 연성의

족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더딘 실정이다. 모든 역내 행위자들이

제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여 점차 경성의제로 협력의 범위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서는, 협력을 달

를 넓혀 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다. 한·중·일 삼국은 환경문

성하기 위한 정치적 긴장관계의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

제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여러 다자협력 체제를 모색해왔으며, 세

극적인 제도창출을 통해 협력의 진전을 촉진시키는 실용적인 접근

국가 모두 대단히 높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하는 국가들인

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러시아-몽골-중국-북

만큼 환경적 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이다. 이에

한-한국-일본의 6개국을 잇는 슈퍼그리드의 구축을 위한 다자협의

더하여, 한국정부로서 경성의제로 접근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는

체 구축 논의에 참여하고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북한에 대해서도,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술이전과 같은 연성의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합의할 수

협력을 공고히 하여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

있는 규칙의 고안, 기술적·제도적·법적체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

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설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된 한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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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egulators’ Meeting, TRM)‘를 확장하여 ‘동북아 5개국 원자

UNFCCC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 국제회의에서 녹색성장 전

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를 출범시킨 일은, 동북아평

도사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설파했다. 그 결과 한국은 녹색

화협력구상을 바탕으로 한 청정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의 대표적인

성장의 선도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았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사례로 볼 수 있다. TRM+를 초석으로 삼아 동북아 원자력안전 다

Climate Fund, GCF) 사무국의 유치라는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도

자협의체 설립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외교 활

달성하였다.

동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 지구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등 국제기구에서 청정에너지

또한 그동안 한국이 투자해온 노력과 시간을 생각할 때, ‘저탄소

논의를 주도하는 일 역시 한국 외교가 역량을 강화하여 수행해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익에

할 과제로 여겨진다.

유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규범의 전파자로서 한국 외교가

색경제로의 전환이나 녹색외교의 지속은 중차대한 국익의 사안이

선점한 바 있는 프리미엄을 다시금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명

므로, 정부에서는 다시금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여 녹색 분야에서

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국제사회에 보여준 녹색

국가의 이익과 평판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약 97%를 외국의 에

성장 외교는, 한국을 상징하는 국가브랜드로써 기후변화 대응 부

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절약

문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및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스마트 운송체제의 수립,

대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녹색도시의 확대, 원자력 안전의 강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내실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강력한 콘트롤 타워

화와, 이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정받고 확산시키는 일은 국가 차

로서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업이다.

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제를 완
비하여, 규제, 지원, 시장, 세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후변화정책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러한 대내적 정책의 구비는 UNFCCC, G20

V 결론

등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
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기반을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

에너지는 국가의 중추이며, 모든 국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설립하

을 최상위의 과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은 안전

여 녹색성장 전략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했고,

한 보급성과 합리적인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할만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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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급은 중

화하고 있다. 중국은 서쪽의 육상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유

동으로부터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럽으로 진출하려는 대전략을 선포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

견제하고자 전통의 우방을 결집시키면서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해

은 중동정세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중동 자원부국

소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차질 없이 관리하는 것이다. 현 시기는 세

지정학적인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은 세계 에너지 시장

계 에너지 안보 지형이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을 뒤흔들 또 하나의 변수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동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전제하는 보

서 벗어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저탄소 녹색경제가 국제사회

완 전략으로서 신중하게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

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동 이외의 에너지 부국들, 예컨대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중

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

앙아시아, 아프리카와의 에너지 협력은 신중한 정치·경제적 고려

축 및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INDC 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에너지는 단지 사안 자체의 문제

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적

로만 그치지 않고, 동맹·군사안보 등과 연결되는 사안연계(issue-

인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

linkage)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없으며, 단·중기적으로는 석유·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장

동북아는 에너지 안보 지형변화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사용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셰일혁명의 영향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근

국제사회의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녹색기술을 위한 국

본적으로 뒤흔들며, 지정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세계에 다시금 상

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기술적 우

기시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전통적 자원들, 즉 셰일가스,

위의 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양극화도 유발될 것이다. 녹색경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은 북미를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지대로

제에 조기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변모시켰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수출지대인 중동과 러시아뿐만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개도국들의 저항과 반발 역시 새로운 국

아니라 최대 수입지대인 아시아와 유럽마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제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수입국이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지정학적 축의 이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맡아,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 신재생

동은,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복잡한 세

에너지 협력의 촉진,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 그리

력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 사안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둘러싼 갈등의 중

가 협력에 도달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

재를 담당하는 중견국 외교를 펼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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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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