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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Ⅰ

셰일가스 라는 말은 이미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shale gas) .

혁명이 붙여진 셰일가스 혁명이란 말에 더 익숙해져 있다 그만큼 미래와현.‘ ’ ‘ ’

재 우리의 삶에 있어 셰일가스가 몰고 오는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 한‘ ’

다 사실 셰일가스는 세 한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탈수되어 굳은 암석. ‘

인 진흙퇴적암층 에 함유된 천연가(Shale) 스를’ 1)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을 중심으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옛 서부 개척시 의 골드러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셰일가스가 석. .

유에 버금가는 정도로 차세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에너지는 일상생활에 착되어 소모되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런 만큼 안, ‘

보 개념이 늘 붙어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석유를 둘러싼 예에서 보듯 새로운.’

에너지원 역시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장면# 1 : 년 월 제 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수출기구 가 원유1973 10 4 (OPEC)

생산량을 감산하면서 제 차 석유파동 이 발생하 다 이어 이25% , 1 (oil shock) .

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년 월 의 기습적인 유가 인상 여파로1978 12 OPEC 1980

년 제 차 석유파동이 발생하 다 석유가 국제무 에서 정치무기화된 표적인2 .

사례로 세계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 다 에너지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 ’

장면# 2 : 년 월과 년 월 러시아는우크라이나로가는가스관을 차2006 1 2009 1

단하 다 러시아로부터의 가량 가스 수입에 의존하 던 유럽은 겨울이었. 30%

던 당시 가스 란을 겪었다 년 월 크림반도의 병합에 따른 우크라이나. 2014 3‘ ’

사태의 와중 속에서 월 일 러시아 국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공6 16

급 가스를선불제로 바꾼다고 선언하고공급을 중단하 다.2) 미러간 갈등이커

1)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내외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국제에너지 자원 동향, ,“ ” ｢ ㆍ ｣

(2012.6.28).

2) 중앙일보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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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권이 가스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러시아에 의해 향

을 받고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장면# 3 : 년 월 셰일혁명으로에너지 패권을 넘보는 미국은 전략비축유2014 3

를 전격 방출했다 국제사회는 셰일가스(SPR: strategy petroleum reserve) .

개발로 팍스 사우디아메리카의 지위에 오른 미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견제‘ ’ ‘ ’

를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3)

장면# 4 : 년 월 일 푸틴 러시아 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2014 5 21

주석과 러 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년 넘게 끌어왔던 양, 10ㆍ

국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 다.4)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낮은 가격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얻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었다.

장면# 5 : 년 월 일 유럽연합 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방위2014 7 29 28 , ,

산업 등 주요 경제부문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심해 시추 셰일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첨단 에너, ,

지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5)

위의 사례에서 보듯 먼저 에너지 안보 문제가 꽤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석유 셰일가스. ,‘ ’ ‘ ’

등 에너지를 둘러싼 모습은 협력 보다는 갈등과 립 경쟁 분쟁의 요소가 더, ,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우크라이나 사.

태로 인한 러 제재에 셰일가스 탐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對

어 있다는 점은 유념해서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는 미국 셰일가스. 發

혁명이 적지 않게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동은 석유자원으로 인.

해 국제정치 무 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고 미국과 러시아 역시,

3) 서울경제 , 2014. 7. 21.｢ ｣

4)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년부터 년간 연간 억 을 공급하게 된다 연간 공급량2018 30 380 .㎥

은 중국가스 소비량의 가즈프롬 전체 수출량의 에 달하는 양이다 전체 계약은 억23%, 16% . 4,000

달러약 조 천억 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410 2 ) . , 2014. 6. 20.｢ ｣

5) 조선일보 , 2014.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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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책에 최우선외교순위를 부여할수밖에 없는상황이었다 석유라는 에. ‘ ’

너지 자원이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여 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상 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중동을 바라보는 외

교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못지않게.

아시아로의 회귀 균형 에 무게를 두는 모습(pivot to Asia) , (re-balancing)‘ ’ 再

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예고한다.6) 셰일가스 부흥을 계기로 경제 외교 안보, ,

등 많은 부문에 걸쳐 변화의 시 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국제2008

무 에서얻고자 하는 바도 에너지확보와 안정적수송으로귀결된다 중국이.‘ ’

해군력을 강화하고 외 군사적 향력을 제 도련을 넘어 제 도련으로까지1 2

확 하려는 시도도 이와 연계된다 에너지 루트를 개발해 연계하는 해상교통.

로 의 확장인 셈이다 센카쿠열도 쿠릴열(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 . ,

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등 동아시아 토분쟁 역시 에너지 문제와 접맥되어, ,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동맹 수준까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 ‘ ’

화시켜 나가는 것도 에너지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렇듯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제질서 재편 안보 환경 성격,

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은 단순한 체에너지의 개발.

차원이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 향배를 결정짓는 향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되

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부 글로벌에너지

센터에서 지금까지 모두 차례에 걸쳐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2 ‘ ’

는 등 나름 비책을 강구하고 있다.7) 또한 경제계 및 학계에서도 셰일가스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관련 기술. ,8)

파급 향과 주요국의 응 분석,9) 경제적 효과 및 전망10) 등 경제적인 측면에

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 서울 국립외, ( : 』

교원, 2013), pp.32-33.

7) 글로벌에너지센터는 년 월 일 년 월 일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2012 9 12 , 2013 9 10

다 참조. http://energy.mofa.go.kr .

8)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 주요국의 셰일 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 , , KIEP , Vol.“ ” ｢ ｣

년 월 일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12 No. 11(2012 6 28 ); , “ ”, 경 노트SERI China (2013.7.2);｢ ｣

중국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 해양한국 이근상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주요 핵심기술, (2013.1); ,“ ” ｢ ｣ “

검토 제 권 제 호 한원희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NICE , 31 3 (2013); , ,” ｢ ｣ “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김경식 세계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 가스(2012 September); , , KOGAS“ ” ｢

산업 도현재 박주 유럽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와 제약요인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2013); , , ,｣ “ ” ｢

사이트 제 호 외, 12-37 (2012.9.28),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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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둔 연구경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아직 셰일가스에 담겨진 국.

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11)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셰일가스의 파급 향과 국제정치적 함

의를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 ’

는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인, ?

측면 이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그 파급?

향은 무엇인가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해 어? ,

떤 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물음에 답해보려는 것이다? .”

연구의구성은 먼저 장에서는 미국주도하 셰일가스개발 배경과동향 셰2 ,

일가스정책및 전략적입장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파급 향, 3

과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어 장에서는 이에 따른 시사점과 우. 4 對韓

리의 응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스 실체 에 지 안보.Ⅱ

미 가스 흥 경1. 發

셰일가스는 왜 에너지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주도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고 그에 담긴 안보적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 ?

자.

9) 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셰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응 오늘의 세계경제, , , , KIEP , Vol. 13“ ” ｢ ｣

년 월 일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경제No. 4(2013 2 25 ); , : , SERI“ ” ｢

포커스 이 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국 러시아 경제 포커스(2013.5.14); , , , SERI｣ “ ” ｢ ｣

이권형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정치경제적 함의 정책포럼 최(2013.6.4); , , JPI (2012.12.21);“ ” ｢ ｣

호상 셰일가스 셰일오일 생산 확 의 경제적 향과 향후 과제 국제금융, , , inside , vol.16;“ ” ｢ ｣

정유경 셰일가스가 가져올 변화 경 노트 외, 3 , SERI (2012.3.15)“ 大 ” ｢ ｣

10) 김연규 셰일가스혁명 계속될것인가, , ?“ ” Russia & Russian Federation, 권 호4 1 ,(2013), pp.23-28;

김성우 이한나 권경락 셰일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향 분석 환경정책 제 권 제, , , , , 21“ ” ｢ ｣

호 김경식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셰일가스 개발 향 가스산업4 (2013), pp.67-95; , , KOGAS“ ” ｢ ｣

유 성 셰일가스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이슈 진단 외(2011); , , , & (2013.3), pp.1-25“ ” ｢ ｣

11) 송주명 에너지이행과 국제천연가스질서 셰일가스와 미국의 가스패권 한국정치연구 제 집, : , , 22“ ” ｢ ｣

제 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2 (2013), pp. 275-301. ,  

지 환경의 변화 서울 국립외교원(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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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는 년 들어 막 한 부존량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 첨단2000 , ,全

채굴기술의 적용에따른 경제성확보 등으로석유 석탄을비롯한 기존전통 에,

너지원의 체 에너지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셰일가스는 가채 매장량이.

로 전통적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인 를 초6,622tcf(trillion cubic feet) 6,609tcf

과하고 있다.12) 앞으로 전 세계가 년간 사용할 수 있고 년에는 석유59 2030 에

이어 제 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 ’ 13) 또한 석유가 중동에 치

우친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순위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 ,

러시아 브라질 순이다, .

시기적으로는 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에 해 막 한 투자2009

금이유입되면서생산량이폭증하고기존에너지판도가급변하 다 북미셰일.

가스 탐사 및개발 단가는 년 당 달러에서 년기준 달러로2007 1000 73 2010 31㎥

절감되어 전통가스 개발 단가인 달러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46

다.14) 그간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으나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 등 년 들어 새로운 시추기술이 발전함(hydraulic fracturing) 2000

에 따라 량생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셰일가스 혁명의 저변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량생산은가격의 하락을가져왔으며 이역시폭발력을 발휘하게 된,

다 즉 미국내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러시아와 간 가스가격 재. EU

협상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 전통가스가. 非

전세계 가스 생산량의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셰일가스 혁명의24%

추세와 파급 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셰일가스는 경제성 있는 체 에너지원의 출현뿐만 아니라 국제무 에서

에너지 공급자로서 국제적 향력을 지녀왔던 전통적 에너지 공급자들의 향

12)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생산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 하향안정화 전망 국제에너지, ,“ ” ｢

자원 동향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간한 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채 매장량은(2012.5.16). 2013ㆍ ｣

로 년 보고서에서 밝힌 에 비해 가량 늘어났다7,299tcf 2011 6,622tcf 10% .

검색일www.eia.gov/analysis/studies/worldshalegas ( : 2014.8.4).

13) http://biz.chosun.com (2012.7.21).

14) 성동원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 ” Issue Briefing, Vol. 2012-R-07(2012.10.2), p.3;

http://biz.chosun.com (2012.7.21).

15) 경제적 측면에서 셰일가스는 가스산업에의 저가격 가스시 도래 석유화학 산업에 가스원료 중,

심으로 구조 전환 전력산업에의 가스발전 비중 확 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유경 셰일, 3 . , “

가스가 가져올 변화3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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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가스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에,地政ㆍ地戰略的

너지 안보와 연계된 국제질서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천연가스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년 러시아를 제. 2009

치고 세계 최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변화하 다.16)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은 년 에서 년 로 증가될 것으로2011 23.0tcf(trillion cubic feet) 2040 33.1tcf

예상되고 있다.17) 새로운 에너지 강국의 등장인 셈이다 셰일가스는 년. 1998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만 에 그쳤으나 년 억1.9%(2,800 ) , 2010 24.1%(4㎥

만 까지 크게 늘었다8000 ) .㎥ 18) 비중의 측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미국 셰일가스는첫째 풍부한 매장량 둘째 저렴한 생산 비용 셋째 채굴, , , , ,

기술의 발전 넷째 유연한 가스관련 규제 등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

다.19) 현재셰일가스의 경우첨단기술을 활용할 수있는미국이 주도적으로 생

산하고 있다 미국이 셰일가스혁명을 토 로차세 에너지 무기를패권적으. ‘ ’

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더 이상 중동에 의지.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급자의 위치.

에서 에너지를 전략적 지렛 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더해 주는 요소로 셰일오일(shale

oil)20)의 부흥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년 배럴 일이었던 생산량이. 2009 2,500 /

년에는 백만 배럴 일로 약 매나 급증하 다 최근 년 동안 미국원유2012 2 / 800 . 5

생산량은 증가했고 년에만 증가되었는데이중셰일오일이기여한32% 2012 14%

비율이 로 매우 큰 역할을 하 다 국제에너지기구 에 따르면 가까135.6% . (IEA)

운 시일 내 셰일오일이 미국 원유 수입의 를 체하고 년에는 수출국40% , 2017

으로 전환되며 년까지는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2035 100% .

물론 한계나 장애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파생되.

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

1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 에너지 자원 동향, (2012.2.3), p.6.｢ ㆍ ｣

17)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참조.

검색일www.eia.gov/energy_in_brief/article/about_shale_gas.cfm ( : 2013.3.18).

18) http://biz.chosun.com(2012.6.22).

1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관련 글로벌 가스시장 동향 분석 국제에너지 자원 동향, ,“ ” ｢ ㆍ ｣

(2012.5.21),

20) 셰일오일은 셰일가스와 함께 함유된 비전통 석유로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유

로 로 명명된다Light Tight 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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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압파쇄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다량의 용. ,

수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지진 야기 등, ,

이 문제되고 있다.21)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마

다 개발에 차이가 있다 독일 프랑스 남아공 호주 등에서는 엄격한 환경규. , , ,

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중부와 멕시코만 중국 캐나다 서부. , ,

지역에서는 환경문제에 개의치 않고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국제환경의 문제.

점을 안고 있지만 셰일가스 개발의 부흥은 에너지 패권을 담보해 주는 성격을

지닌 채 미국 주도하에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표 셰일가스의 혁명적 변화 요소와 파급영향< 1>

미 에너지 책과 가스에 략 장2.

셰일가스 정책과 수출망 구축 현황(1)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 , , ,

너지 효율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 한 활용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달성

하려는 전방위 에너지 정책 으로 집약된(All-of-the-above Energy Policy)‘ ’

21) 는 년 월 친환경적이고 개발을 용인할 수 있는 비전통가스 개발 원칙을 제시하 다 셰IEA 2012 5 .

일가스와 관련된 환경 이슈들에 한 자세한 내용은 Yang-Hoon Sonn, Shale Gas Impacts ,“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자료 참조(2012.7.11) .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막 한 매장량o 全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 확보o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부상과 더불어 기존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o

석유 석탄 위주의 기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o ,

천연가스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o

독점적 국제 원유가의 하락 효과o

도입선의 다변화와 에너지 수요자들의 혜택 증가o LNG

o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탄력 저하, , ,

o 에너지 안보와 국제안보질서 역학 구도 재편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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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 혁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

셰일가스 개발과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23) 즉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셰일,

가스 혁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통령. 2012

은 미국은 년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자원이 있다 새로운 에너지100 ,“ ” “

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년간 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밝히는10 60 ” 24) 등 셰일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은 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출할 예정으로 경제2017 ,

적 회생은 물론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활용에도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또한 년경에는 북미지역이 중동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발전. 2020

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 에너.

지정보청 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부활된 것으로(EIA)

평가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를 해외로수출하는 수출망구축 동향에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망 구축 작업은 첫째 국가별 협력 둘째 터미널, , , LNG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셋째 수출 허가 넷째 내 정책 검, , , , 토ㆍ지원 등으로 진

행되고 있다.

첫째 인도 카타르 이탈리아 중국 등 외국기업의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 , ,

있는 상태로 에너지 부문에 한 국가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

청은 년 이래 적어도 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미국 에너지개발에2010 200

투자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텍사스주에 집중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

구체적으로 인도 그룹과 미국 사는 이Relinace Pinoneer Natural Resources

글포드지역에 억 달러를 투자하 고13 ,26) 중국 와 미국계SOSC Weatherford

사 간 셰일가스층 개발을 목적으로 에너지서비스 합작회사 설립 협상도 진행

22) 이미소 미국 오바바 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주요 현안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2 , , 13-27“ ” ｢ ｣

호 참조(2013.7.19) .

23)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과 전망 북미 동향 등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 차 셰일, LNG 2“

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자료 및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 미국 쉐일가스 개발 동향(2013.9.10) ,” “

및 전망보고서 국제에너지 자원동향 특집보고서 참조(2012.9.14) .” ｢ ｣

24) Remark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 ”

www.whitehouse.gov/ the-press-office/2012/01/24/remarks-president....

25)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 자원동향, - (2013.5.30)｢ ｣

2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위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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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는 년 월 미국. SK E&S 2013 9 Freeport

가 텍사스주에 건설 예정인 천연가스 액화시설을 년부터 년간 사LNG 2019 20

용하는 계약을 체결하 다 최근에도 이노베이션이 셰일가스와 오일 등 비. SK

전통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27) 이밖에 미 의회에서는 민

주당 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가운데 상원의원의 주도하에 국, Barrasso NATO

가 일본을 비롯한기타 동맹국에 한 수출을 촉진하는법안을 발의하, LNG

다.28)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의회가 나서서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수출 수입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다, LNG / .29) 이미 승인된 수

입터미널은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

이미 승인된 수출터미널은 셰일가스 주생산지인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를 중

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년 기준으로 터미널 구축의 신청 잠정 지역. 2013 ㆍ

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지역 곳 태평양 연안에도 곳이 있어 주목, 3 , 3

되었다 특히 수출 터미널은 곳으로 수입터미널 곳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24 4

차지해 향후 수출을 겨냥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출한다는 점에 전략적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

셋째 수출 터미널을 통한 수출 허가이다, LNG .30) 미 에너지부는 년2011 5

월 사에게 최초로 미국산 의 체결국으로서의 수출 허가를Chenier LNG FTA非

승인하 으며 년 월 두 번째로 사에게 허가 승인을 내주었다, 2013 5 Freeport .

후술하겠지만 이의 상자가 바로 일본이다.

년 월에 미 에너지부는 루이지애나주 소재 지역에 소2013 8 Lake Charles

재한 수출터미널을 통한 수출을 허가하 다 이는 년 최초로LNG LNG . 2011

허가 이후 년간의 향 평가를 거친 후 나온 것으로 개월 전 두 번째로 승인2 3

을 받은 사에 이어 달 만에 나온 허가이기도 하다Freeport 3 .31) 미 에너지부

는 고용창출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가격 향 국내 제조업 향 등을 고려, , , ,

27) 매일경제 동아일보, 2014. 8. 4, , 2014. 8. 4..｢ ｣ ｢ ｣

28) 에너지경제연구원 미 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도전 세계 에, ,“ ‘ ’” ｢

너지 현안 인사이트 (2013.5), p.18.｣

29) 북미지역 수출 수입터미널 승인 지도와 북미지역 수출 수입터미널신청 잠정 상황LNG / ( ) LNG / ( , )

지도는 에너지 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 ‘ ’”

pp.6-7.

30) 미국의 수출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 성 외 셰일가스 개발 전망 관련산업 파LNG , ,“

급효과 및 정책방향 셰일가스 공개세미나 도입분과 발표자료 참조, TF : (2012.7.11) .” ‘ ’

31) 미국정부의 수출 정책 관련 동향 참조LNG ,(2013.8.16), http://energy.mofa.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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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건별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지정학적 역할 및. LNG

고용확 등을 감안한가운데 수출에 한 승인이가속화되고 있는 추세LNG

를 반 한다.

반면 현재 북미지역에서 셰일가스를 액화시켜 반출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

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간 사용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

근 미국 내에서는 여개 액화수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셰일가스해외20 ,

반출에 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32)

끝으로 내 정책 검토 지원이다 미국은에너지정책과 관련 경제성장. ,ㆍ ①

이산화탄소배출감소 에너지가격하락 무역적자 감소 등 가지 목, , 4② ③ ④

표 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미 산업계 및 정계 일부는 에너지시장의 미국 우위.

상황의 를 우려하면서 수출 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적 입LNG失機

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미 에너지부는 수출 허가신청 심사에 해 정. LNG

해진 순서에 따라 사례별로 차후의 누적효과를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진행하,

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천연가스 자원위원회의 청문회를. ㆍ

통해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목표 국가에의 수출 조건 환경오염, FTA LNG ,非

규제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에너지 안보 논쟁 등 다양한 의견을, ,

수렴을 통한 정책 검토와 책 강구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전략적 입장(2)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

것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 체에너지로서? . ,

셰일가스 혁명 주도권 확보및 세기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패권 창출 도모21‘ ’ ‘ ’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관련 미래에너지 시장의주도및 국내 경제성장. , ,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검토하

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국가 터키 등. NATO ,

국가별 셰일가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 석유의 사례에서 보듯‘ ’

동맹국들의 러시아 이란에의 에너지 의존에따른동맹국 결속 약화와 정치적, ‘ ’

지렛 활용에 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셰일가스의 수출을 통한 정치적. ,

전략적 응 카드로 활용할 잠재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2) 매일경제 , 2013. 9. 10,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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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 및 경제성장 도모이다 미국은 체결국, . FTA非

을 포함한 모든 외국국가들에게 향후 년간 일일 규모의 수출이20 2bcf LNG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셰일가스 수출은 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

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에,

도 진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안보 체제의 창출 및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 .‘ ’

치경제 질서 재편과 연계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락한 미국(IPE) ,

경제의 부활과 향력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무역질.

서 재편을 놓고 경쟁 중에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협정 와 역내포. (TPP)

괄적경제동반자협정 와 에 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RCEP), IMF IBRD

신개발은행 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AIIB), (NDB) . TPP

이끌어 내고 경제적 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체결국. FTA對中 非

에게도 수출을 허용한 것은 다분히 일본을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LNG .

은 년 월 정상회의에서 에관심을 표명한이후 년 월협2011 11 APEC TPP 2013 3

상 참여를공식선언하 으며 월부터 회원국동의하에실제 협상에참여하기, 7

시작하 다 실제로 미국이 회원국인 일본에게 특혜 성격의 셰일가스. FTA非

수출을 허용한 것은 일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 로 사용TPP ‘ ’

한 결과이기도 하며 참여의 결정에 한 전략적 호응이기도 하다, TPP .

넷째 중장기적 수출체계 구축에 일본의 첨단기술 도입 및 규모 투, LNG

자 유도이다 일본이 규모 상선을 운 하고 있음을 고려한 가운데 첨. LNG

단 특수강의 유정관 기술 선박 건조 지질 탐사 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LNG ,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아가 셰일가스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ㆍ일 기술 공조의 국제규범화와 주도권 확보

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제 의 산업혁3①

명에 버금가는 체에너지원의 출현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의 우, ②

선순위와 지정학적 중요성 변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지속과 국제 역학 구, ③

도의 변화 가능성 등 다층적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8 STRATEGY 21, 통권 호34 년(2014 Vol. 17 No. 2)

가스 급 향과 치 함.Ⅲ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 향을 여기서는 글로벌 지역질서와 아태지역 수준으

로 나눠 파악해 본다 에너지 판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격을 지닌 채 셰일.

가스와 에너지 안보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파급 향1.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파급영향(1)

글로벌 지역질서 재편과 관련된 파급 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가 에서 로. , ‘中東 亞太 ’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셰일가스가 원유를 체할 제 의 에너지원으로 등장. 2

함에 따라 기존 와 중동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역학 관계가 변모될 가OPEC

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셰일가스는 중국 북미 유럽 아르헨티. , , ,

나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동과 러시아에 치우쳐 에너지 공급에 독점.

적 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 가스 시장에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즉 셰일가스 혁명으로 러시아와 등 산유국들의 국제적 향력과 위OPEC

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출현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점,

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주도는 러시아.

가즈프롬의 에너지 시장 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

성 저하 회원국간 갈등 노정 및 생산조절 능력 저하 등 향력 축소도, OPEC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부상에 따른 구도의 형성 셰일가스의 공급. G2 ,

과 수요의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등 기존 에너지수요국이 위치한 아태지, , ‘

역이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이다 미국의 셰일혁, .

명에 따른 북미의 천연가스와 유럽의 러시아 유가연동 가스 가격과低價 高價

의 괴리가 증 되고 있다 년 말 년 초 유럽가스 수입국들이 반발해. 2001 ~2012

러시아 가즈프롬과 가스 가격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가즈프롬은 미국의 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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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가격 폭락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회사로부터 가스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

태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국들은 러시아 신에 중동 아프리카 수입을 증 시켜 나PNG , LNG

가고 있으며 유럽가스 시장 변화는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로 파급되고,

있다 북미 셰일혁명으로 초래된 국제 교역구도의 변화는 러시아의 동북. LNG

아 선회 천연가스 전략을 진작시켜 아시아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배경으로 작용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과캐나다는 서부해안과멕시코 만에 위치한기존. LNG

수입기지를 수출기지로 전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의 유럽,

에 한 가스 수출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미ㆍ러 간 에너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셰일가스 혁명.

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로서 기존 천연가스 독점적 지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를 석유와 가스 수출에. 50%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의 재정 악화 국력의 약화 향, ,

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경상수지 적자 정부재정 악화 유가. , ,

의존형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내환경이 조성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러시아는 가스공급자로서 의 위상을 갖고 원유공급을 일시 중단했‘甲’

던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를 정치적 전략적 지렛 로 활용하 으,

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러시아가 지닌 천연가스 부문에서의 전략적 우위의,

위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의존을. 對

탈피하기 위해 년 월 로얄 더치 쉘과 약 억 달러에 달하는 셰일가스2013 1 100

생산 및 거래 계약을 체결하 다.34)

러시아는 지구촌 최 의 에너지 보유국이자 공급자이다 당연히 셰일가스.

혁명에 해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 로 이에 해 준비하고 있다 초기 단계.

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응책 마련에 부심하,

고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시장의실지회복 동북아시아시장개척가속화. , , 對

중동 외교 강화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35)

33) 가즈프롬 은 년 분기 가스 판매 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하(www.gazprom.ru) 2012 2/4 50%

다 최근 가즈프롬의 일일 가스 생산량도 우크라이나에 한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2012.11.2).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헤럴드 경제5 . , 2014. 7. 16.｢ ｣

34) www.chosun.com (2013.3.7).

35) 이 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국 러시아 경제 포커스, , SERI (2013.6.4), p.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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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셰일가스혁명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향력강화를 도모하고 러시,

아는 상 적 지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에너지 시장 부문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지닌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에 한

향력 약화를 추구할 것이다 반면 유럽 내 주요 가스공급자로서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향력 위축에 해 적극 처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에 벌.

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저변에는 미러 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안보 경쟁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6) 앞으로

미국의 중동 이슬람권에 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對 37) 러시아의 동북아,

동남아 등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에 새로운 질서 재편을 둘러.

싼 지정학적 합종연횡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차세 비 전통에너지 개발 및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의 심화이다, .

셰일가스 혁명과 성과를 토 로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해

타이트오일 오일샌드 초중질유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 ,

될 것이다.38) 이에는 에너지 기술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패,

권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밖에 국제환경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두될 가.

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표 셰일가스 혁명의 부문별 파급영향< 2>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 변화 에서 로: ‘中東 亞太 ’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 급변

∘미 러간 에너지 경쟁 심화 가능성ㆍ

∘차세 비전통에너지 개발 경쟁 심화

∘새로운 국제환경 문제의 두?

아태 및 동맹질서

관련

∘미 일 동맹 중 러 전략적 균형 구도 견고화 가능성ㆍ 對 ㆍ

∘미 중간 에너지 개발 관련 경쟁과 협력 심화,ㆍ

∘중 일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 를 둘러싼 경쟁 심화ㆍ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한 에너지 외교 강화

36)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 국제정치적 함의는 홍완석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2014“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 권 호 년, , 30 2 (2014 ), pp.89-117.” ｢ ｣

37) www.chosun.com (2012.7.21).

38) 미주지역에서의 전통에너지 개발 동향에 한 자세한 내용은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非 “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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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및 동맹질서 관련 파급영향(2)

다음으로 아태 지역 질서와 연계된 파급 향을 살펴보자.

첫째 미 일 동맹 중 러 전략적 균형 구도가 견고화될 가능성이다, .‘ ㆍ 對 ㆍ ’

셰일가스혁명에 따른 에너지안보 중요성 및전략수급에의변화에 조응하는‘ ’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및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 전개와 맞물려 역내 국제질서 재편에 응하고 견제하려(re-balancing)

는 중 러 간 전략적 협력의 틀이 보다 심화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ㆍ

구체적으로시진핑은 년 월 러시아를 방문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중2013 3

핵심을 이룬 것이 중 러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이어 금년 월. 5ㆍ

푸틴의 중국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가격에 한 이견으로 체결하

지 못하 던 에너지협정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정정도.

향을 미쳤지만 보다 큰 전략적 시각과 틀에서 보면 역내 전략적 균형 구도,

를 견지해 나가고자 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반면 이미 언급한 로 미국은 일본에게 셰일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 내렸

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 중 러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

있는 것이다 에너지 협력의 모습은 향후에도 미 일 양국 간 상호 전략적 이. ㆍ

익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39) 셰일가스에 기

초한 미국의 패권력 강화는 중견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의 확보, , sea lane

지속 역내 안보질서 주도 축 견지의 측면에서 미 일 동맹 강화에 긍정적인, ㆍ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미 중 간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ㆍ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한 에너지 전략 지렛 를.

확보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체결국이 아닌 국, . FTA

가에도 셰일가스를 수출할 예정이며 년부터 일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 2017

고 보도된 바 있으며,40) 점차 회원국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NATO .

그간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는 수출 상에서 엄격히 제한하 다FTA .

한편 중국에 해서는 첨단기술 획득 노력에 한 견제를 강화하고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41) 중국 해양석유공사 는(CNOOC)

39) 미일 경제동맹 실체는 에너지동맹 주간조선 호? , 2272 (2013.9.2)“ ” ｢ ｣

40) www.chosun.com (2013.2.7),

41)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내용은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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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국 석유회사 유노컬 입찰에 실패하 고 최근에는 캐나다2005 (Unocal) ,

에너지 기업 넥센 에 한 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도 실패한 바 있(Nexen) 150

다 반면 로열더치셸과 셰브론은 중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

며 시노펙 등중국 국 기업도 수십억 달러를 미국 셰일가스프로젝, (Sinopec)

트에 투자해 기술 습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향.

후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노하우전수 노력과 미국의 에너지 기술 민족주의가

상충되어 상호 갈등과 견제 상황을 노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셋째 중 일 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 를 둘러싼 경쟁 심화이다 미, .ㆍ

국 주도하 셰일가스 혁명은 일본에게 안보적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에너지 우산을 제공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중간 셰.‘ ’ ㆍ

일가스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획득 노력과 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제해

권을 둘러싼 중 일 간 군비경쟁 및 에너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ㆍ

중국의셰일가스매장량은세계최고로 전략적가치도 막 하며 중동석유,

자원에서 소외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단점은 분야 전문기술이 없으며 핵심기술을 외국. ,同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의 자체적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전망

이다.42)

일본은 로 지칭되는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3E (energy security),

환경보호 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하고 있다.43)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에의TPP

참여 결정도 다른 측면에서는 셰일가스 확보를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44)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 일 간 토 분쟁 중동정세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ㆍ

안보의 위기상황에 비하는 측면에서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가국제무 를 통해 보여준외

교 행로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45) 상호 경쟁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자원 확보를 위해 아베 총리가금년 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1

월에 각각 동지역을 방문해 정상회교를 하 다 월에는 양 지도자 모두3 . 7~8

42)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등(CNOOC), (SINOPEC), (CNPC)

주요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공동개발 등 셰일가스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국토, .

부는 셰일가스 자원부존량 계산 및 평가기술 요구시행령 을 발표하 다( ) .(2012.7)‘ ’

43) 최승은 일본아베정권의에너지정책기본방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 13-17 (2013.5.3).“ ” ｢ ｣

44) www.chosun.com (2012.7.21),

45)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참조, 2014. 7. 26, , 2014. 7. 25, , 2014. 8.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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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한 에너지 외교 강화이다 미국 주도의 셰일, .

가스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위기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이에.

러시아는 역내 향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수출을 중

국에의 의존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다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베트남에의 원전 건설 및 해군 기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한 향력 제고 노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첫째 기존 유럽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장으,

로의 방향 선회를 시도하고 있다 년 월 동부시베리아 야쿠티야 가스전. 2012 10

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스관 공사 를 추진하고 년까지3,200km (PNG) , 2020

완공목표로 액화 설비를블라디보스톡에 건설할 예정이다 둘째 셰일가LNG . ,

스 수출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압파쇄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제 환경단체에의 지원을 확 하고 있다 셋째 셰일오일의 개발. ,

에도 진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시베리아 바제노프 층에 억 톤 억 톤. 250 ~500

추산전통 오일의 배의 셰일오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코일 자회사( 2 ) ,

인 이 매년 세일오일 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RITEK 40 .46)

전체적으로러시아는 위협이자새로운출구라는인식하에셰일가스및셰일‘ ’

오일에 한 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내 새로운 매장지 발굴 및 참여,

에도 진력하고 있다 가즈프롬. , TNK-BP, Lukoil, Rosneft, Surgutneftegaz

등 거 석유기업들이 셰일오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프롬네프티와,

로스네프티와엑슨모빌등합자기업도활발히활동하고있다Shell, .47) 이러한

점에서 지난 월 일 와 미국이 셰일가스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러7 24 EU

제재안을 내놓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에 큰 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의 셰일가

스 및 기타 비전통가스 개발의 상업 생산 시점과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천연

가스 수출 여부가 될 것이다.48)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아시아지

역 향력 확 의 필요성이 두된 년 중반 이후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2000

에 적극 나서고있는상황이다 가즈프롬은 년 동시베리아가스관 건설 계. 2012

획을 승인하 고 년경부터 차얀다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구간 가, 2017 - -

46) 김선래 셰일혁명 러시아를 뒤흔들다, , ,“ ” Russia-CIS FOCUS (2013.3.11).

47) 이 식 또 하나의 셰일 혁명 셰일오일 혁명, , ,“ ” Russia-CIS FOCUS (2013.3.4).

48) 김연규 북미셰일 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 ,“ ” Russia-CIS FOCUS (2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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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관을 통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 가스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얀다 가, .

스전은 한 러 양국 간 협의 중인 남북러 가스관 건설 관련해 잠재적 가스 공ㆍ

급원이기도 하다.

이밖에 러시아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년까지 연방정부 측의 각종, 2020

지원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중

이다.49) 동시베리아 지역은 북극해와 셰일오일 등 비전통 자원 매장 지역과

함께 현재 러시아정부가 신규 매장량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

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러시아정부는 향후에도 동시베리아지역에 한.

각종 지원 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50) 아울러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과 맞물려 한중일 등 아시아 가스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치열

하게 경쟁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 한 에.

너지 외교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치 함2.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1)

무엇보다 셰일가스 혁명의 주도국으로 미국은 글로벌 패권력 강화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부활하는 미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즉. .

셰일가스 부흥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지속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셰일가스 혁명은 년 글. 2008

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 적 국력 약화와 국제무 에서의 리더십 저하를 겪고

있는 미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견지해 나가는 데 유리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먼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 요소로 경제적 부흥과 산업 부활에1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 안보의 지렛 로서의 활용 가치도. ‘ ’

확보하는효과를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에서 만 개. 170

49)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산업 및 정책에 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동시베리아, , “

석유 가스 산업 개황 보고서 국제 에너지 자원 동향 참조/ , (2013.2.19) .” ｢ ㆍ ｣

50) 러시아의 아태지역에너지협력에 한자세한분석은한혜진 러시아의아태지역에너지협력중, “ ㆍ

단기 추진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호 참조, , 13-6 (201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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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석유 시추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수도,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년간 미국 에너지 생산량620 . 2

은 셰일가스 개발에 힘입어 연평균 증가했는데 이는 년부터3.7% , 2000 2008

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즉 셰일가스 개발을0.3% .

계기로 천연가스 산업의 부활 및 새로운 직업 창출 등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셰일가스는 최근 미국 경상수지가 나아지는 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낮아진 원자료 값 등 부가적,

효과로 인해 미국 내 철강 화학 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1)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국가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미국은셰일가스생산관련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매,

장량을 보유한 가운데 중동에 의존되어 있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

회를마련하고있다 연간 억 만 톤의 가스 수출을 목표로 개 프로젝트. 1 2,000 8

를 진행 중이며 생산에 있어서도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 의 생산 국, LNG

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중동에서의 전략적 경쟁.

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셰일가스 주도권을 통한 주요국에 한 전략적 지,

렛 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테면 미국의 일본에 한 셰일가스 수출 결.

정 및 일본의 협상 참여 선언에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TPP ‘

구축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2)

다음은 셰일가스가 세기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 로 활용될 가능21 ‘ ’

성이있다는 점이다 셰일가스는 석유에 버금가는 로 에너지 안보 기. 戰略物資 ‘ ’

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 에너지는 군. ‘ ’ ‘

사무기와 함께 국제질서 주도권과 역학 관계를 결정짓고 재편하는 요소로 작’

용해 왔다.

석기 청동기 철기 활 말 총 탱크 비행기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이어, , , , , , , , ,

져 온 군사무기의 변천과 함께 국제질서 패권적 질서도 향을 받아왔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에너지 특히 석유 의 확보가 국가생존과 발전의 핵심 요소로(oil)

51) Special Report , The Economist‘ ’ (20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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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해왔다 다만석유자원의 한정된 지역에의분포로 인해주 석유생산지.

인 중동 지역과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높았으며 미국을 위요한 주요,

국들의 외정책의 정책 우선순위도 중동에서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년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석유파동도 이러한 배경 요인에서 출1970

현된 것이며 년 이라크전도 그 근본 배경에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경, 2003

쟁이잠재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안보와국제질서재편은 접한. ‘ ’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한 외적 노력이 지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중국의 부(SLOC) .

상에 따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부각된 중,

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토 갈등 등도 해양 군사력 증 및,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중sea lane .

국의 해양 진출은 미국의 중국 봉쇄에 한 봉쇄 성격을 담고 있으며 나,逆

아가 에너지 수송 루트의 안정적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림 에너지 안보와 중국의 해양 진출진주목걸이 확대 추이< 1> ( ) 52)

*www.china-briefing.com(2009.3.18). http://news.donga.com(2013.11.19).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셰일가스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 일본경제 부활 미, ,

일 안전보장체제 강화의 세 가지 이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인 만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수입 공동전, ,

선을 구축하고 중간 판매 리점의 역할을 갖고자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 .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셰일가스 수출을 겨냥한 천연가스 허브 구축을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주목된다.53)

52) 서동주 푸틴 집권 기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특징과 함의 한국슬라브학회 학술회의 발표논, 3 : ,“ ”

문 참조(20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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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와 관련해 현재 미일 간에는 미국의 일 수출 허가 및 물량LNG

확 수출 인프라 건설 및 첨단기술 협력을 꾀하고 있다 안보정책 공조, LNG .

의 의미에서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 일.‘ ’ ㆍ

동맹 강화에 있어 셰일가스의 전략적 지렛 로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으며 역,

내 동맹질서에의 파급 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베.

노믹스 지지 셰일가스 수출 허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자위, ,對日

의 군사력 증강 묵인 아베정부의 참가 포위망 구축에의 지원 등, TPP , 對中

미 일간 경제 군사 에너지 협력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 . G2ㆍ ‘

체제 등장에 따른 중국 견제라는 공동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의 동아시,’

아 질서 재편이 지속되는 한 기본 축으로 변함없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3) ‘ ’

셰일가스의국제정치학적함의중 또다른하나는 앞으로국가간 에너지확

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일 중 러 등. , , , , EU

주요국들은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제반 파급 향을 고려해 중장기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석유 중동 석유수송로 확보와 연계된 해양 안보의 중요성 등 중= = (SLOC)‘ ’

동 중시 정책이 전개되었음과 비교되어 셰일가스는 셰일가스 미주 수, = =LNG‘

급체계 확보와 연계된 해양 안보 중요성 부각 등 추후 한국 중국 일본 등 기, ,’

존 에너지 수요국이 위치한 아태지역이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각될 것임을‘ ’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제 가, G2

시화에 해 미국과 일본의 견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셰일가스를對中 ‘ ’

비롯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미 일 중 러 주요국 간 협력 경쟁이 심ㆍ ㆍ ㆍ ㆍ

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중 러는 년 월 시진핑 방러 및 년. 2013 3 2014 5ㆍ

월푸틴의방중을계기로에너지동맹에버금가는협력체계를구축하 다 미. ㆍ

일역시 아베총리의 방미를계기로 셰일가스 일 수출허가 등에너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연계되어 미 일 간. ㆍ

에는 중 견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추후 미일동맹은 정치 군사+ +

53) 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아시아 천연가스 허브 노린다 주간조선 호, , , 2248 (2013.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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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에너지+ 동맹이 결합되는 다층적 네트워크 동맹(multilateral-complex

성격으로 변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미 캐나다 지network alliance) . ㆍ

역 에너지 산업 부문에의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 역시 러시아와의,

에너지 부문 경협에 나서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이 가속화되고‘ ’ 合從連橫

있다 한편 미국의 중동에 한 핵심 이익은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바 자체. ,‘ ’

에너지 조달 능력의 확보로 향후 동지역에 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및 중동

질서에의 개입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54)

,

그림 셰일가스의 국제정치학 자원 분포 영향 성격 동향< 2> : , , ,

*자료 조선일보 년 월 일자: < >, 2012 7 21 .

54)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해외진출 동향에 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셰일가스, “

개발 동향 및 시사점 참조, (2012.10.2) pp.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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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에너지부국의 등장과에너지 전략존에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테면 폴란드는 러시아에 정도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년간 소비할 분60% , 300

량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러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가對

능성이 있다 유럽은 셰일가스 개발에 한 관심은 높으나 환경오염 등 개발. ,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정책 추진 강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

폴란드는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엄격한 환경 규제,

하에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만 단중기적으로 유럽 국가들도 본격적인 개. ,

발에 나설 경우 에너지 안보 독자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남미.‘ ’

국가 중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에너지 자립과 경제개발과 연계시켜 적극적,

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촌 전체에 걸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서 셰일가스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결론 시사 안. : 對韓Ⅳ

최근에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품목으로 프린터 사물인터넷 나3D , ,

노기술 빅 데이터 그리고 셰일가스 등이 제시된 적이 있다 셰일가스 혁명이, .

문자 그 로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셰일가스와 관련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 향과 혁신적 변화에 점을 두었으

나 차세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위상 측면에서 보아 안보적 관점에서의 접,

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로 셰일가스 혁명은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

에의변화를 예고하는 등글로벌 지역질서에 향을 미치고있다 또한 미 중. , ,

일 러 등 역내 주요국 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협력과 경쟁 심화 등 아태 및,

역내 동맹질서에도 적지 않은 향을 끼치고 있다 이밖에 셰일가스 혁명은 첫.

째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 둘째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 로, , ,

작용 셋째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 등의 국제정치적 함의, , ‘ ’

를 지니고 있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안만큼 그에 한 정책적.

안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게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정.

책 시사점과 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에너지 구도 변화에 한 올바른 이해와 선제적 처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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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셰일가스 혁명은 제 차 산업혁명에. 3‘ ’ 55) 비유될 정도로 석탄 석유를 체,

하는 에너지원으로 국제경제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新

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한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한. 56) 가운

데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제반 파급 향을 이해하고57) 향후 바람직한 에너지

외교 계획과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 .

둘째 에너지 안보의중요성 인식 및국가정책 어젠다 이다 우리의 경우, .‘ ’ 化

해외에서의 에너지 수입이 에 이르는 에너지 안보의 취약국임을 고려해에97%

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비하는 노력이 긴요하

다 그간 에너지안보 부문은복지 물가 산업 환경 노동 농업 등여타어젠. , , , , ,

다에 비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에너지 외교 강화.

등 에너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58)

셋째 국제안보질서 및 에너지 역학 구도 재편 틀 속에서의 정책 구상이다, .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 역내 국제 안보질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학 구도 재편

에도 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양자 간의 혼재 상황을 고려한 올바른 정책 전.

개가 바람직하다.

특히우리로서는 수입선 다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중동 동남아 위PNG/LNG, ,

주의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도모가 바람직하다.59) 또한 셰일가스 개발 진출

기회 창출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원 석유화학산업 등 연관 산업부문 파급효과,

응 및 이익 극 화 도모가 중요하며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도 필요가 있다, .

넷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 일 간 에너지 안보 경쟁 및 포괄적 견제, ㆍ ‘ ’

구도 심화에 비해야 한다 최근 중일관계의 악화는 과거사 인식에 한 차이.

55) 제 차 산업혁명은 차 석탄증기기관차의 개발과 철도 철광업 증기선 외 차 석유자동차 중3 1 ( , , ), 2 ( ,

화학 도로 건설 사업 외에 이은 것으로 비전통 에너지 부문을 지칭분산형 에너지원 정보통, ) ( +

신산업의 융합 외)

56) 손양훈 너무나 부족한 에너지 안보 노력, , www.chosun.com(2012.11.13).“ ‘ ’ ”

57)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과 함께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도입처의 다변화 가스 석탄 석유 이외에, , ,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비중 조절 문제 외교와 지정학적 정책 우선순위 변모 가, ,

능성이 포함된다.

58) 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 하는 중장기 국가에너지 전략의, ‘ ’

수립 실천이 필요하다 이밖에 가스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으로의 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 CNG

차량과 선박의 개발 및 보급 확 가스를 활용한 화학산업 혁신 에너지 믹스 변화 등도 검토할, ,

필요가 있다.

59) 한국은 미국과의 체결국가로 년부터 연간 만 톤 셰일가스로로 만든 도입 계약FTA 2017 350 LNG

을 이미 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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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센카쿠 열도 토 분쟁 일본의우경화 역내안보 경제 질서 재, , , ㆍ

편을 둘러싼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센카쿠.

열도 분쟁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보장의 시험 역할을 검증하는 요소가 담겨

져 있으며 나아가 제해권 역 확 를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도 내포되어 있,

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항해의 자유를 표방하며 기존 에 한 제해Sea Lane‘ ’

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항모 건설 등 해양 전력 강화를 통한,

향력 확 를 도모하고 있다 점차 중국이 제 도련선으로까지 해양 향력을. 2

확 시키고 있는 등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에너지 수송로와 연계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다 이에 응할 수있는해양능력의강화를 준비해놓아야할 것이다 셰일가. .

스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 이슈 향배 역시 미 일 군사안보 협력의 큰 틀 범주‘ ’ ㆍ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다 큰 시각과 전략적 사고를 갖고 우리 나름 로의 제.

해권 확보 및 해군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셰일가스 혁명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향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기여 등 셰일가스 혁명의 긍정적 요소를 살.

리고 셰일가스 개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투자 확 셰일가스 개발관련 장, , ,

비 설비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이밖에 소규모 천연가스 발전 가스터빈 설계 제작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를 비롯해 선박 건조 배관에 필요한 철강재산업 기지 플랜트 산업LNG , , LNG ,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초정 화학산업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산업 등 산업 부,

문에의 파급 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셰일가스 혁명을 계기로 자원개발 사업.

분야에의 적극 진출 기회로 삼고 인프라 구축사업에의 진출 차기 성장 동력, ,

화와 비교우위의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러시아와 연계된 한 중 일 에너지 공동체 형성 노력을 지속해, ㆍ ㆍ ‘ ’

나가야 한다 에너지 수요국인 한중일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치중된.

도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단가하락 효과 및에너지 부담을 경감할 기회를LNG ,

갖고 있다 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동북아내 국가간 에너지 공동체 수립 등 에너지 외교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은 중동을 체할 수 있는 원유.

공급원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 공급처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장기적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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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축 노력 강화가 긴요하다 년 월 제 차 에너. 2013 9 5

지 아시아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지역내 석유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 석유

가스 교역시장 설립에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울산 여수에 만. - 3,660ㆍ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 저장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 건설 사업 추진 오, 4

일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년 월 한중일 개국의 한. 2012 9 3

국가스공사 일본미쓰비시 중국 가 아시아로 수출하는 캐나, , PetroChina LNG

다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키로 합의한 사항 등도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일곱째 신에너지강국의 출현에 비하는것이다 셰일가스 부문에서 신흥, .

에너지 강국의 출현에 비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에너지 개발 합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중동과 이라크 등 전통적인 에너지 중요국의 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이라크 외교도 지속 견지할 필요가 있. OPEC , 對

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이라크 에너지 전망 특별보고서에. (2012.10.9)‘ ’

따르면 총 증가분 가운데 비중으로 년까지 이라크가 세계 원유생산 증가2035“

분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셰일가스미래를 가늠할핵심변수의 모니터링 및수입국 기회를 활,

용하는 것이다 셰일가스의 확산과 강도를 가늠하는 핵심인 미국 셰일가스. ①

생산확 여부 미 수출 승인 확 여부 중국 및글로벌 상업생산, LNG ,② ③

성공 여부 등에 한 모니터링과 사전 응강구가 긴요하다.61)

미국에 를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카타르 호주 캐나다 등의 천연가스LNG , ,

는 수요처 확보에비상이 걸린상태이다 이에향후러시아 미국 및중동의천. ,

연가스 생산국가들 간 아시아 에너지 시장으로의 접근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가스 수요와 북미 지역 직거래에 따른 가스 가. LNG

격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므로 수입국의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입 위국으로서 한일간 공동조달 방안 정책적 타당성 검토도LNG 1, 2 LNG

바람직하다.

60)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톡 플랜트 건설을 위해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일본의 간LNG Japex, Itochu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지나친 진출에 경계하면서도. 2009

년부터 스코보로디노 다칭 지선을 통해 연간 백만 톤의 원유를 수출 중이다 또한- 15 ESPO .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천연가스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고려 동시베리아 지,

역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의 일본 참여를 기 하고 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 . , ｢ ㆍ

자원 동향 제 호 참조. 13-103 (2013.2.19.) .｣

61)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산업별 향 및 강도 셰일가스 확산 시나리오와 핵심 모니터링 변,“ ” “

수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수혜 셰일가스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월간 신한리뷰, ,” “ ” ｢ ｣

년 월호 참조(2013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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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경제안보강화및 미 일 중 각관계 향배에주목해야한다 경제안- - 3 .

보의 측면에서 경제 국제질서 변화 동향에 주시하는 한편 중장기적 측면에서+

일본의 아시아 가스중계 패권을 겨냥한 움직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의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환경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미주의 석유 가스 산업에 한 투자 지속과 수입환경을 구축하는ㆍ

것이 긴요하다 또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석유화학 분야 등 여타 제조업 부문에.

의 부정적 파급 향을 제어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미 중 중 러 미 러의 양자관계 및 미 중, ,ㆍ ㆍ ㆍ ㆍ ㆍ

러 미 일 중 중 러 일 등 각 관계 향배도 중요하다 특히 셰일가스와, , 3 .ㆍ ㆍ ㆍ ㆍ

관련해서는미 일 중 각관계의 성격 변화와추이가중요하고 이에 한정3 ,ㆍ ㆍ

책적 관심과 응책 강구가 긴요하다 이에는 의 구성 문제 중. TPP, RCEP , ㆍ

일간 군비경쟁 미중관계에 따른 역내 안보 상황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이 포, ,

함된다.

셰일가스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 국가도약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

는 요소도 담고 있다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는 지. ‘ ’

속될 것이다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의 향배에 주목하. (security architecture)

면서 과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 ’

셰일가스 혁명의 시 를 맞아 이를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회로 잘 가꾸어 나가

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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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hale gas Revolution

Suh Dong-Joo *62)

Revolution of Shale gas literally brings about great changes in many spheres. In

the past most academic research had been focused on the influence and innovative

change in term of economic perspective. But nowadays we should more concern

about the security approach and perspective as its status of the future’s core energy

resources. Revolution of Shale gas has an great influence on the reshaping of

global and regional alliance order.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Contribution of energy hegemony with leading U.S.; Acting

as strategic leverage on the reshaping international order; Deepening competition

among major states on the construction of energy security and so on.

We’d better make a good solution and systematic policies which are

preparing for the Shale gas’s revolution period including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hange on the global energy structure and making a national policy

agenda of energy security issues and so on. The thesis like ‘to get the energy

resources is to get the hegemonic power in the world’ will persist. The same

holds good of Shale gas case. To meet the revolution of shale gas era, we

have important tasks as like making an opportunity to develope not only

regional but also international prosperity.

Key words: Shale gas. energy security, political implications, geopolitics, energy

community, SLOC, OPEC, EIA, All-of-the-above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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