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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에 지 수 구조의 변화의 시기를 맞아 아시아의 성장에 순기능을 하도록 하기 한 에

지 수 시스템의 재구축에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가스의 수요 규모가 큰

동북아의 가스의 수 에서 나타나는 격한 변화와 함께 동북아의 가스 시장은 세계 에

지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가스 시장은 수요의 변화가정책

에 의존 이라는 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나 장기 으로 가스의 역할이 확 될 것으로 보

이며 공 자의 확 와 경쟁 심화로 인한 구매자 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 기 되고 있

다. 계약 조건의 개선, 가격 결정 체계의 변화, 트 이딩 허 의 구축 계획은 동북아 가스

시장 유연화의 주요한 변화의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미국 LNG의 동북아로의 수출이 시작

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동북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과 경합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

다. 한국은 특히 력 부문에서 발 원의 환으로 인해 가스의 비 이 증가할 것이 망됨

에 따라 가스 도입에서 수입처 환, 거래 방식 변화, 가격 결정 방식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리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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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 상황의 격한 변화 시장 구조의 환이 나타나는 세계 인 에 지 시장의 재

편과 함께 동북아의 에 지 시장은 세계 에 지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0년 의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 러시아의 동방 정책은 성장 권역인 아시아

로 향했으며, 유가의 국면 하에서 에 지 시장에서 그 경쟁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은 냉 이후 수출 주의 경제 성장을 이룬 지역이며

제조업 가동에 필요한 에 지를 부분 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 의존해왔다. 향후 동남아

국가들까지 고속성장의 경로에 어들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에 지 소비는 로벌 에

지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에 지 수 구조의 변화의 시기를 맞아 아

시아의 성장에 순기능을 하도록 하기 한 에 지 수 시스템의 재구축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21세기 이 지역의 평화와 지속 경제성장을 해서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측면에서 아시아의 번 과 에 지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 이라는 것

을 인식하고 있다.

첫째로 동 주의 공 체계에 나타나는 변화에 한 응이다. 과거 획일 이고 독

인 공 자 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불공정하고 비효율 인 에 지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 으로는 고가의 리미엄을 지불하는 악순환이 지속

되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의 미국의 셰일 명으로 미국이 동, 러시아를 능가하는 에

지 수출국으로 등장함으로써 공 자 측면의 경쟁이 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 과잉

국면은 시장을 구매자 주의 시장으로 속히 변모시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에 지

교역은 동 의존 구조에서 륙의 러시아와 새롭게 에 지 수출국으로 등장한 미국 등

으로 차 인 방향 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다. 재 아시아 국가 에 지 공 의

동의존율 60%는 40%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며 감소된 20% 수 의 물량은 러시아와 미국

이 분할해서 차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변화

를 최 한 활용하여 에 지시장을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꾸도록 최 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계 인 에 지 수 구조의 변화는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을 동반한다는 것

이다, 과거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에 지안보 문제를 독자 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아시

아 권역 밖에서는 에 지가 빈번히 쟁의 요한 원인이 되고 경제 성장의 결정 요소

가 되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에 지 문제에 해서는 수동 인 수요자 입장에서 벗어나

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에 지 독립의 망과 함께 동 에 지 보호와 공 에

수십조원의 군사비를 지불할 의사가 약해지고 있으며 동이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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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으로 에 지를 공 하도록 하는 문제에 한 요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인식의

환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러시아의 에 지를 이용한 아시아와 유럽에의

향력 확 를 견제하기 하여 미국이 동의 유럽, 아시아 에 지 수출에 여하

으나 이제는 미국이 직 유럽과 아시아로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LNG)

수출을 추진하면서 에 지를 동인으로 하는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

이다.

국제 으로 신기후체제 응을 한 탄소 경제시스템 환이 요구되고, 국내 으로는

미세먼지와 지진 등으로 기오염과 원 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 한 것 역시

한국의 에 지 미래에 변곡 을 가져왔다. 특히 기후변화 응 신기후체제에 따라 ‘구체 ’

의무로 실화되어 기후·에 지 문제가 실 인 도 과제로 등장했다. 국제기후변화 연구

기 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응노력은 세계 최하 권으로 2016년

12월에 발표된 기후변화 응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58개국 54 에 그쳤다. 이러한 환

경 이슈에 한 한국은 응은 발 원 믹스에서 탈석탄, 탈원 의 기조로 나타났다. 온실가

스 다배출원인 석탄의 사용과 방사능 등 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 에의 의존에서 탈

피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 신재생에 지는 온실가스와 안 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서 비교 자유로우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 지가 궁극 인 미래의 체 에 지원으로서의

역할이 증 될 것이 상되지만 발 효율이 낮고 기술개발 속도가 더뎌 단기간에 발

설비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가스 발 이 석탄발 과 원 에서 신재생에 지로 넘어가는

환 시기의 에 지원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나타나는 로벌 가스 시장 재편을 아시아에 한 동의 원유가스공

패권의 재편과 동공 감소분에 한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의 측면에서 동북아 가스 시

장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한국, 일본, 국을 심으로 동북아 국가들

의 최근 가스 수 황을 분석하고,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에 지 수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 에서의 한국의

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가스 수 변화에 한 기존 연구

2016년 11월 발간된 IEA의 세계에 지 망(World Energy Outlook)은 석유시장과 마찬

가지로 가스시장에도 2040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향후 에 지시장에서 가장 요

한 역할을 하게 될 에 지는 재생에 지와 가스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 으로 2040년까지

석유와 석탄 사용은 감소할 것이지만 가스 사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망을 보인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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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IEA는 미래 에 지수요 경쟁에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주요 에 지원은 가스와 재

생에 지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에 지원이 선두 자리를 차지

할지는 불확실하며, 결정 인 변수는 정부의 정책이라 보고 있다.1)

세계 인 가스 수요는 202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이며, 연간 가스 소비량은 2022

년까지 4조 입방미터(4,000 billion cubic meter, 이하 bcm으로 표기)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가스 소비 증가의 90% 내외는 국 등과 같은 신흥 개도국이 견인할 것으로

망되었으며 산업, 수송 부문도 요하지만 주로 력 부문의 수요 증가가 클 것으로 보인

다.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오염물질 규제나 탄소 가격제(price on carbon) 등과 같은 가스

소비에 유리한 인센티 가 없으므로 석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신흥

개도국의 가스 소비 증 의 장애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2016년 세계 가스 생산량은 3,612 bcm으로 이 약 70%가 생산국에서 자체 소비되고

30%인 1087bcm 가량이 수출입을 통해 거래되었다.2) 1087 bcm 가운데 70%는 이 라인

가스(Pipeline Natural Gas, 이하 PNG) 형태로 거래되며 30%인 327bcm 정도만이 액화천

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나 2000년의 20%, 2006년

의 24.6%, 2010년의 30% 진입과 함께 LNG의 비 에 꾸 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3)

세계 가스 수요가 2016년의 3648bcm에서 2030년 약 4466bcm로 증가할 것이 상되는 가운

데 가스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LNG의 비 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4) PNG

거래가 2/3를 차지하던 로벌 가스 거래는 향후 LNG 비 이 50% 까지 늘어날 것으로

망되고 있다.

2011-2014년 기간 동안 세계 LNG 시장을 이끌어 간 요인은 후쿠시마 사태이후 폭증한

아시아의 신규 LNG 수요 다. 당시에는 이러한 아시아 심의 신규 수요에 비해 세계

공 차원에서 액화용량(liquefaction capacities)이 부족한 상태 다.5) 2015년에 들어와서는

반 로 신규 액화시설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 수요 증가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1차

에 지 수요 약화와 세계 경제에서의 에 지 집 도(intensity)의 감소로 인해 가스를 포함

한 화석연료에 한 수요 증가의 감소 경향이 보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가스는 값싼

석탄, 신재생에 지 발 단가의 하락과 지속 인 정부 지원 등이 있는 계로 다른 에 지

원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요하다. 아시아의 경우 특히 가스 가격이 가장 격히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Medium-term gas market report 2016. p.15.

2) IEA, Natural gas information, 2017. p.34, p.46.

3) IEA, Natural gas information, 2000, part Ⅱ. ;2011, part Ⅱ.; 2017, part Ⅱ.

4)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p.197.

5) Sylvie Cornot-Gandolphe, “The US Natural Gas Exports: New Rules on theEuropean Gas Landscape”, É

tudes de l’Ifri, June 201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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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지만, 가스 수요 증가는 상당히 약세를 보 는데, 이러한  가스 가격과 가스 수요에

한 직 인 연 계의 부재는 재의 낮은 가스 가격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지

되기도 한다. 상 으로 에 지 믹스(energy mix)에 있어서 가스의 비 이 향후 5년간 근

소하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지만 세계 LNG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일본, 한국에서 수

요 정체, 원 재가동 재건설로 수요 감소가 망되기도 하 으며, 2017년 이후의 정책 변

화는 향후 가스 시장을 망하게 하는 요한 요인이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석유가스 소비국을 벗어나 주요 생산국으로 등

장함으로써 에 지 뿐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구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상되는 가운데 과

연 이러한 로벌 에 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존 에 지 강 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

시아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동북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의 동북아 에 지 시장에의 근에 한 분석과 7) 셰일 명의 향8)에 한 분석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정책 인 측면에서의 에 지 력의 구상에 한 연구9)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

근 미국 LNG 수출 개시 이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수 변화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 최

근의 수 황과 망을 바탕으로 변하는 동북아 시장에 한 체계 인 근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국제 질서의 재편을 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냉 의 구도가 나타나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동북아의 에

지 시장에서 나타내는 경합과 각축에 한 분석의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6) Kirsten Westphal, Macro Overhaus, Guido Steinberg, (Ed.) The US shale revolution and the Arab Gulf

States: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of changing energy markets.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Naser Al-Tamimi, “Asia-GCC Relations: Growing Interdependence,” ISPI, Analysis # 179, June 2013; James

Henderson and Tatiana Mitrova,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NG 103, September 2015; Bassam Fattouh, Howard V.

Rogers, and Peter Stewart, “The US shale gas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Qatar’s position in gas markets,”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Columbia University, March, 2015; Bassam Fattouh, “The US Tight Oil

Revolution and Its Impact o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ctober 2014.

7) 엄구호,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국가의 에 지 안보, 『 소연구』 39권 1호. 2015 pp.231-269

; 윤 미, 러시아의 국가 에 지 략에 한 소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27권

1호. 2009 pp.57-79; 윤익 , 이성규,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 여건과 푸틴 집권 3기의 에 지 수출 략: 동북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동서연구』 24권 4호. 2012 pp.205-234 ; 신범식, 제5장 : 러시아의 에 지 동방정책

과 동북아 국가들의 응 , 『세계정치』 23권, 2015 pp.229-273.

8) 김연규, 제3장 : 로벌 셰일 명과 동아시아 에 지 시장/지정학 변화 , 『세계정치』 21권, 2014 pp.85-132 ;

이재승, 제3장 : 북미 셰일 명과 동북아시아의 응 -에 지 력 가능성 모색, 『세계정치』 23권, 2015

pp.133-164.

9) 진상 , 동북아 국가의 에 지 력에 한 연구: 천연가스와 석탄을 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52권,

2009, pp.179-203 ; 안상욱, 한국의 동북아 LNG 허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일과의 력 부재 , 『세계지역

연구논총』 32권 3호. 201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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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북아 가스 시장의 수 변화

1. 동북아의 불확실한 LNG 수요

기존의 동북아 LNG 시장의 지속 수요 확 망이 2012년 이후 반 되면서 동북아 국

가들의 LNG 수요 약세와 과 공 상황이 맞물리고 있다. 2020년까지는 재 개발 인

많은 LNG 로젝트들이 실패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 인 LNG 산업에 한

비 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3-2014년의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최근 10년 평균을

크게 돌았으며 주요 시장인 아시아에서조차 천연가스 수요 약세가 목격되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이 10년 평균 증가율인 2.3%에 미치지 못하

는 연평균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상된다. 2014년 6월 이후 국제 유가의 격한 하락세는

석유 시장을 넘어 석유와 연동성이 강한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에도 지 한 향을 미치고 있

으며 국, 일본, 한국의 LNG 수요 감소가 동북아 LNG 가격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 까지는 과 공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

수이며 LNG수요는 각국의 에 지 정책과 경쟁 연료간의 상 가격에 의존 이라 보고 있다.

동북아 시장에서 2020년 , 과 공 이 해소되고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환 되는 시기

에 응하기 한 동북아시아 각 국의 입장과 략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본 에서는 LNG

시장에서의 비 이 높은 순서에 따라 일본, 한국, 국의 순으로 정책에 의존 인 각국의

수요 황을 분석하 다.

<그림-1> 동북아 3국의 천연가스 소비량과 수입량 추세

주 : 꺾은 선(우측 축)은 세계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3국의 소비량의 비 을 나타냄.

출처 : IEA,2008;2010;2014;2017를 바탕으로 자 작성



동북아 가스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응 방안 연구

57

1) 원 재가동에 따른 일본의 가스 수요 변화

일본 LNG 수입량은 2015년 회계연도에 년 비 4.5% 감소한 85 mtpa(million tons

per year)이며, 2016년 회계년도에는 더욱 감소한 79.6 mtpa ( 년 비 6.4% 감소)이 될

것이라고 망했다.10) 최근 일본의 LNG 수요 감소는 원자력 발 소의 재가동 과 신재생에

지 확 가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2015년 8월 큐슈 력11)이 원자력 발 소를 재가동하

으며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이후 4년 동안 유지해 온 원 불가동 LNG 체 발

의 종식을 견 하는 정책 변화이다. 일본은 원 1기가 재가동 될 때마다 LNG 수요가

100만톤 씩 감소하며 후쿠시마 사태이 의 원 가동률을 회복하면 세계 LNG 수요의

17% 만큼이 감소하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원 이용을 단하여 가스 수

요가 30% 가량 증하 고 이로 인해 2013년 LNG 수입액이 2010년 비 2배로 증가(3.5조

엔→7조엔)하여 31년 만에 무역 자를 기록했었다. 사고 이 일본의 에 지안보 정책 구상

에 의하면 당시 원자력발 이 원구성에서 30% 비 을 차지하고 있었고 2035년까지 14개

의 신규발 소 건설을 통하여 원자력의 비 을 53%까지 확 할 정이었다. 그러나 사태이

후 원구성에서 LNG의 비 이 40% 로 증가하 으며 화석연료 비 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

다. 일본의 경우, 동일본 지진 前 2005년 시 의 원구성은 원자력(31%), 석탄(26%), 수

력(8%)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40%가 LNG와 석유에 의한 화력발 이었다. 그러

나 2011년 지진 후 원 의 정지로 2013년도에는 원자력 비율이 1%로 하락, 석탄 30%, 수

력 9%로 기 원비율이 40% 로 하락함으로써, 석유, LNG 발 원의 비 이 증가했다. 이

로 인해 가정용 기요 이 재해 에 비해 약 20%, 산업용의 경우 약 30% 인상이 불가피

하 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3월, 2030년 시 의 최 원구성에 해 안정 으로 발

가능한 원자력, 석탄화력, 수력발 의 비 을 체 발 량의 60% 이상 확보하고, 장기

으로 LNG와 석유 등 연료 조달비용이 높은 원에 한 비율을 낮추어 기요 을 인하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원 재가동과 신재생에 지 등으로 국가 에 지 공 원의 균

형을 추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한 불확실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원

재가동 심 정책이 지체될 수 있다. 기 원으로서의 원 재가동에 한 반론이 강할

경우 2020년경 LNG 비 을 높이는 안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에 지 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가스 수요 변화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2015년 2월 LNG 수입이 26%나 감소하 고 LNG 물가격도

13.48달러/MMBtu로 20%나 하락하 다. 이는 원 3기가 재가동 되면서 LNG 수요를

10)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IEEJ), Economic and Energy Outlook of Japan through FY2017,

12/26/2016.

11)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센다이 지방 력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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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7차 력수 기본계획(2015~2029년)도 원자력발 LNG발

을 둘러싼 오랜 논란에서 원 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 다. 2029년의 최 력 수

요를 11만1.929㎿로 측해 22%의 설비 비율을 용하면 3,456㎿의 설비용량이 부족한데,

이를 1,500㎿의 원 2기 추가 건설로 메우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골자 다. 이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 이 23기에서 35기로 늘어나는 것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새정부는 원 의 단계 퇴출 계획을 통해 원 확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세먼지에 한 책과 원 안 성 논란에 한 응으로서 석탄 발 과 원 에

한 의존도를 이겠다는 공약 실행과 함께 국 으로 10기의 노후 석탄 발 소 가동을

잠정 단하 고, 동시에 신고리 5, 6호기 원 건설을 단시키는 등 빠른 조치가 취해졌

다. 석탄 발 과 원 발 용량 감소는 가스와 신재생 기반 발 증가로 보완될 것이라는

것이 원 계획의 골자 다. 이로 인해 발 원 믹스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 이 재의

22%에서 2030년에는 37%로 확 되고, 가스 발 에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수년간

LNG 수입이 매년 1–2%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망되었다. 2017년 상반기

LNG 수입량이 19.7백만 톤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8.3% 증가한 것으로 볼 때 LNG

수입 증가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매량이 2013년까지는 연평균 7%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9% 감소했으며, 2015년도에는 년 비 5.3%, 2016년도에는 어들 것으로 상되었다.12)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 계획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2012년 이후 202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하고, 발 용 수요는 연평균 5.5% 감소할 것으로 망한데 비해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반 수 , 발 용 수요는 두 배가 넘는 감소량을 보 다. 이러한 천연가스 매량 감소는

기 발 비 증가로 첨두부하인 발 용 LNG수요가 폭 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 다.13) 정부는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 계획 수요 망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증할 것으로 망한데 비해 LNG수요의 60% 상당을 소비하는 LNG복합발 이용률이

감할 것으로 상되어왔다. 그러나 새 정부의 발 원 환 정책이 제 8차 력수 계획, 제

12차 장기천연가스수 계획에 어떠한 구성으로 반 되는가에 따라 LNG수요는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에 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탈원 의 공론

화와 사회 합의는 가스의 역할과 LNG의 수요 규모에도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가스 발 확 는 곧 LNG 수입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향후 매년 1-2%의 LNG 수입 증

가가 상되며 이러한 연료 환의 혜택은 카타르와 호주에 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망이

12)《에 지신문》, “가스공사, LNG 매물량 어 국부유출(TOP) 기”, 2015년 9월 21일.

13) 기 발 비 이 2013년 70%에서 2014년 74%로 늘어나고, 력공 비율도 2013년 5.5%, 2014년 11.5%로

매년 상승해 첨두부하용인 LNG발 기 이용률은 2014년에는 46.7%, 2015년에는 30% , 2016년에는 15~20%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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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호주 Gorgon project로부터의 공 은 호주 LNG의 한국에의

유율을 2016년 12%에서 2017년 상반기 20%로 크게 증가시켰다. 한편 한국의 장기공 계

약에 의한 LNG 공 율은 2015년 87% 2016년 89%에서 2017년 93%로 확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근래의 물 시장의 낮은 가격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으로 충분한

공 물량과 재정거래 기회 증가로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기니, 노르웨이 등의 비 통

시장으로부터 수입 등의 보완이 있지만 2014년 이후 지속 인 하락세를 보인 물 시황과

구매자 주 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된 상황에서 장기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물 물량 도입을 확 시키지 못하고 있다.

3) PNG 다변화를 추구하는 국의 천연가스 수요

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 향상으로 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2000년 이후 증하 다.

2001년-2006년 기간 천연가스의 소비증가율은 15% 지만 2006-2011년 기간은 18%로 가

르게 증가하 다. 2011년 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128BCM 으로 년 비 21%나 증가해

일본을 추월하 으며 미국, 러시아, 이란에 이어 세계 4 천연가스 소비국이 되었다. 2013

년에는 소비가 167BCM에 달하 으나 2014년 이후로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세가 꺾이기 시

작하여 2014년의 년 비 증가율은 10%, 2015년의 년 비 증가율을 4%에 불과했다.

유가 체제 이후 국의 천연가스 소비가 감소하면서 LNG 도입 구매 계약 물량을 모두 소

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의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한 2014년에는 LNG 수입 계약량의

77% 정도 밖에 수입하지 못하 다. 2014년 국의 LNG 수입 터미 가동율은 55%를

돌았는데, 이는 국 경제의 성장세의 둔화와 유가로 인해 원유가 가스를 체한 결과로

평가된다.

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륙 천연가스 이 라인 연계망(pipeline

connection)과 국내 가스 생산을 동시에 가진 LNG 수입 국가이다. 국은 이 라인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 지역에 가스를 공 하기 하여 LNG를 도입하 으며 수입물량의 약

40%가 LNG로 사용된다. 천연가스 수요 감소세와 함께 국의 PetroChina와 CNOOC은

수입 LNG 가운데 일부를 국내로 도입하지 않고 다시 해외에 재 매하고 있다. 이 시기

ㅊ 국은 해외 가스도입에 있어 PNG 다변화를 공격 으로 추구하고 LNG 수요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0년에 투르크메니스탄, 2014년에는 미얀마의 가스가 도입되기 시작

했으며 2014년 5월과 11월에 러시아와 맺은 PNG 계약으로 2020년부터는 68 BCM의 러시

아가스가 이 라인으로 국에 공 될 정이다.

2020년까지의 천연가스 소비량 추정치는 기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의 CNPC

는 2020년 국의 가스 소비량을 350 BCM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세 로 라면 2020년까

지 천연가스 소비는 300 BCM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와 기타 에 지 자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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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동향, 국 정부의 에 지, 환경 경제 정책 등을 종합 으로 고려했을 때, 국의 천

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2014년을 으로 차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보다 구체 으로,

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0% 안 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2. 미국의 LNG 수출 시장 진입과 공 자 경쟁 심화

아시아 가스수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아시아 가스 수요 폭증을 기 하고 확 된 가스

생산분은 과공 물량으로 기하게 되었다. 2020년경이면 164 bcm의 LNG 물량이 시장

에 추가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과 호주 공 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재 1 LNG 수출국인 카타르를 제치고 호주가 LNG 수출 1

국이 되고, 카타르에 이어 미국이 3 의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측된다.14)

2016년 2월, 미국은 오랜 기간의 논란 뒤에 첫 LNG 수출을 시작하 다. 미국의 LNG 수

출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된 기업은 셰니어(Cheniere Energy Partners) 다.15) 첫 LNG 선

은 라질로 향했으며 지 LNG 물가격은 아시아 지역의 4$/mmbtu 내외 보다 훨씬

높은 7$/mmbtu에 거래되었다. 2016년 4월 포르투갈 이후 아시아에서 최 로 미국 LNG를

수입한 국가는 일본이 아닌 인도 다.16) 수입 물가격은 5$/mmbtu 로 아시아 물 가격

인 4.3$/mmbtu를 상회하 다. 아랍에미 이트와 쿠웨이트도 셰니어의 LNG를 수입하 으

며 이 동 국가들은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자 마침내 미국

천연가스를 수입하기에 이른 것이다.17) 2016년 반 단 당 4달러까지 하락한 아시아 지역

LNG 물가격은 유럽의 물가격보다 더 낮아져 아시아 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유럽의

LNG 거래증가를 가져왔다.18) 2016년 후반으로 가면서 LNG 가격의 리미엄은 남미,

동, 인도 등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호주는 아시아지역과의 수송 거리상의 이 으로 운송비 측면에서는 미국 LNG 보다 유

리한 측면이 있다. 호주 LNG 수출의 90%가 아시아 수입국으로 향하고 이 가운데 70%가

일본과의 거래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LNG가 동북아 시장에 진입하면 생산비 측면에서 불

리하여 경쟁을 심화시킬 요인 의 하나로 평가된다. 기존의 생산 인 라를 이용하는 미국

은 생산비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며 호주는 신규 생산 인 라를 이용하는 고비용 구조

14) Tim Boersma, Charles K. Ebinger & Heather L. Greenley, “An assessment of US LNG exports,” Natural gas

issue brief #4, Brookings Institution, November 2015.

15)《Bloomberg》 D.Chakraborty, “U.S. taps India as Asia’s debut buyer of US shale gas. , April 1, 2016.

16)《CNBC》 A. Otani, “In a first, Cheniere to export US liquefied natural gas,”, February 24, 2016.

17)《CBC News》 T. Johnson, “LNG exports begin from U.S. as Canada sits on sidelines,” February 25, 2016.

18) Sylvie Cornot-Gandolphe, “The US Natural Gas Exports: New Rules on theEuropean Gas Landscape”, É

tudes de l’Ifri, June 201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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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임에 따라 유가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19)

한편 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문으로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6년 6월 개통된

나마 운하는 1914년 문을 연지 102년 만에 통항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수송규모

확 와 수송시간 단축으로 세계 해운물류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망된다20).

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해 필요한 자 53억 달러 8억 달러를 일본에서 지원하 는

데, 2020년경이 되면 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LNG선박이 년간 550척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부분이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일본은 재까지 미국 셰일가스 생

산량의 2400만톤을 확보한 상태로 한국도 20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280만톤의 LNG를 수입

할 정이며, 이때 확장된 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21).

Ⅳ. 동북아 가스 시장의 유연화

1. 도착지 제한 조항 철폐

공 자 주의 시장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도착지제한 조항은 호주와 미국으로부터

공 되는 새로운 물량으로 인하여 세계 LNG 공 과잉 상황이 되고 최종 수요자가 더

이상 재 공 물량을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구매자들이 보다 유연한 계약조건을 요구하

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이후로 일본의 LNG 장기 공 물량의 42.3%가

구매 계약의 갱신과 변경이 정되어 있으며 특히 구매 물량의 잉여분을 제 3국에 매하

지 못하는 도착지 제한 규제가 있던 장기계약 종료된다. 일본의 장기 계약 물량의 계약 갱

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도착지 제한 조항 철폐는 아시아 LNG 시장을 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가스시장과 력시장의 자유화와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일본의 력회사들이 구

매한 LNG 계약분의 재 매 필요성이 높아졌고, 력･가스 기업들의 LNG 구매 패턴이 변

화 함에 따라 가격경쟁력과 함께 유연한 계약조건에 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일

본의 형 력･가스회사들은 잉여물량 처분을 해 해외 가스소매시장에 진출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천연가스 조달정책 방향을 “장기안

성 정량 확보”에서 “유연성과 탄력성 확보 시장 활용”으로 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 필요하며, 장기계약으로 필요 이상의 물량

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외에 이를 매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에 지경제연

19)《Forbes “The U.S. and Australian race to export liquefied natural gas,” Forbes, January 31, 2016.

20)《USA Today》 B. Loveless, “New Panama Canal a big boon for LNG exports,”, July 3, 2016.

21)《Bloomberg》,“Panama Canal to See 550 U.S. LNG Tankers a Year After Expansion”, July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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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2016).

동북아 시장에서 단기 재 매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JERA(도쿄 력, 주부 력

JV)은 EDF( 랑스 력공사)와 LNG 매매계약을 체결해 미국산 LNG를 유럽에 매할 정

이다. 이 계약을 통해 JERA는 자국 수요변화에 유동 으로 응할 수 있으며

NBP(Nataional Balancing Point, 국 허 가격)에 연계한 가격으로 공 할 정이라 차

익거래도 가능할 수 있다. 일본은 2014년 이후 원 재가동을 시작해 자국 LNG소비량이 감

소할 것으로 상되지만 JERA와 주고쿠 력 등 일본 력회사들은 차익거래를 목 으로 자

국 수요 이상의 LNG 수입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LNG의 융상품화와 이 상

품의 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망되었다22).

통 으로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왔던 천연가스 시장이 LNG

를 심으로 경계가 확 되고 장기 으로 통합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망된다. PNG

(유럽, 북미 천연가스 시장)의 경우 기본 으로 주요 수출입국들이 배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과잉공 이 발생했을 경우 잉여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환하기가 쉽지 않으며 륙

간 거래는 불가능하다. LNG(동북아시아 시장)는 장기계약 물량이 부분이고 도착지/재

매 제한이 있어 단기, 물 거래의 비 이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 까지 3

개 지역은 명확히 구별된 가격결정 구조와 거래방식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도착지/재

매 제한이 없는 미국산 LNG 공 에 힘입어 단기, 물 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로벌

LNG 단기, 물 거래량은 2015년 102bcm 규모로 로벌 LNG 거래량의 27%를 차지하

으나, 2025년경에는 200bcm 규모로 폭 증 돼 35%를 차지할 망이다(IGU,2017). 이를

통해 수입처가 재기화 설비를 보유해 운송비 조건이 경쟁 인 수 이라면 차익거래가 가

능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더 나아가 LNG를 심으로 로벌 가스시장이 통합될 가능성

이 있다.

2.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

2011-2013년 동안 LNG 수요와 가격은 아시아가 세계에서 최고 수 을 나타내었다. 도입

물량으로 세계 최 수 인 한국과 일본의 도입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내 가격과 비

교해 5.6배, 유럽 국가들과 비해서도 60% 수 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에 비해 유럽, 아시

아지역의 높은 천연가스 가격은 주로 천연가스 자체 시장조건이 아니라 유가에 연동(oil

indexation)된 장기계약 때문이었다. 동북아로 공 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JCC:

22) 시카고상품거래소는 2016년 2월 LNG DES Japan 선물상품을 신규 상장해 거래를 개시하 으며, 이 상품은 일

본도착 LNG를 10,000mmbtu 단 로 거래하는 것으로 도착지 제한조항과 재 매 지 조항이 없는 미국 산

LNG 물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미리 융상품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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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rude Cocktail)에 연동되어 생산지의 기업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어

LNG를 확보하는 것이 천연가스 도입에서 일반 인 거래형태 다. 유럽의 가스거래 허 23)

구축을 통한 유가연동거래 축소의 추세와 함께 아시아 지역도 단기 물 거래(spot and

short-term market)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기 물 거래

도 가스 트 이딩 허 의 부재로 장기계약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왔다. 한국의 경

우, 물거래의 83%가 장기계약거래의 가격보다 높은 수 이었다.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의 락과 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LNG 가격 체

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LNG 물 거래가 증가하

면서 물가격과 국제유가가 탈동조화(decoupling) 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유가에 연동

된 장기계약 가격도 유가 락과 함께 하락하 지만 아시아 LNG 물가격 JKM24)은 JCC보

다 선행해서 하락해서 유가연동 장기계약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25) 아시아

의 JKM 가격은 2014년 20달러/MMBtu 으나 2015년 7달러/MMBtu 이하로 떨어졌다.

둘째, 지속 인 유가 추세는 LNG 구매자들 사이에서 유가연동 방식에 의한 가스가격

과 가스시장에 의한 물 가격결정 방식의 장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일본 미쓰

이(Mitsui) 가스부문 경 진은 일본 LNG 구매자들은 JCC와 미국 헨리허 (Henry Hub)

가격이 모두 반 된 혼합형 가격결정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상했으며, 북미산 LNG를

수입하는 일본의 LNG 수입업체들은 유가연동 신 가스 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LNG시장이 유가연동에서 탈피하느냐의

건은 결국 ‘가스 허 가격 연동’이 ‘유가 연동’에 비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을 갖췄느냐

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동 지표에 따른 가격 수 의 비교 평가와 함께 가격 산정 방식이 재 상의

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 CNPC는 카타르가스(Qatargas)와의

가격 재 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인도 페트로넷(Petronet)이 카타르가스

(Qatargas)와의 보다 다양한 가격 산정 방식의 재 상을 통하여 25년 장기계약상의 도입가

격을 반 수 으로 낮춘 데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JERA는 지난해 9월 2020년까지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약 1천만톤의 LNG 수입물량을 향후 기, 단기 물계약으로 구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철 석 수입과 마찬가지로 3개월 평균 물가격이 원용될 수 있

23) 국(NBP:National Balancing Point), 네덜란드(TTF:Title Transfer Facility), 독일(NCG:Net Connect

Germany) 등.

24) Platts에 의해서 2009년 2월 2일이후 집계 발표되어 왔다. JKM은 2011년까지는 평균 7 달러 내외로 JCC 연동

장기계약 보다 항상 낮은 수 에 머물 다.

25) Takeo Kumagai, “Japan’s Oil and LNG price evolution on the path to tranparency,” September 2016,

PLATTS,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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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했다.

3. 천연가스 선물시장 형성

국제 유가는 ‘실물시장과 생상품시장’ 간, ‘거래 지역 유종‘ 간의 한 연계 계 속

에서 결정되며 헤지펀드와 스왑딜러가 원유선물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원유는 다른 어떤 원

자재(commodity)보다 선물시장이 가격결정에 있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천연가스도 시장 수 으로 가스 가격이 결정되는 상이 확 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가스

가격 결정 주체가 유가 는 동 산유국에서 ‘가스 수 자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천연가스 시장은 석유 시장 발 과 유사하게 미국 LNG 수출과 함께 로벌 LNG 물

거래 늘어나고 선물 시장 역시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체 LNG 교역량 단

기 거래 비 이 30% 수 이며 선물시장 활성화를 한 움직임이 확 되고 있다.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세계 LNG 물동량 5년 이하 공 계약 물량 비 은

29.6%로 증가(2005년 8.0%) 하 다. 이는 1995년 이후 동ㆍ동남아産 장기계약의 진

인 종료와 호주․아 리카․미국 등의 구매처 다원화, 유가 변동성 확 에 따른 단기/ 물

거래 확 , Trading Co.의 시장 참여 등이 원인이다. 구매처의 변화와 가격 결정 방식

거래 형태의 변화는 선물 계약 활성화와 선물 시장 확 의 기반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LNG 선물 시장은 일본 OTC, 싱가포르 SGX를 시작으로 물량 확 를 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2014년에 SGX LNG 인덱스를 설립하여 매주 아시아 LNG 도매가

격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 로 하는 LNG선물과 스왑 시장을 2016년 1월 창설했

다. 여기에 사용될 거래 물량을 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회사인 빌리온은 탄

자니아의 LNG 구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한 아시아 LNG허 의 주도권을 잡기

해 LNG 터미 구축 등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3년 300만톤 규모의

LNG 터미 가동을 시작해 2016년 말 연간 취 량을 600만톤으로 늘렸으며 2017년에는

1,100만톤까지 늘어나게 될 망이다.

Ⅴ. 미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 시장 경쟁

1.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 상황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의 신규 시장으로 아시아로의 진출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측이 있지만 유럽으로의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은 공 자간 경쟁이 심화

된 시장 상황과 에 지원이 다변화되고 화석연료 사용이 제한되는 수요 망에 따라 감소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정부의 아시아가스 수출 청사진(Eastern Gas Program)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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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 마련되었지만 재까지 아시아 석유수출 계획에 비하면 추진 속도가 더디게 나타

났다. 동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가스수출은 46.8 bcm으로 상당하지만,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14.6bcm에 불과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국,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인 라 구축은 여 히 미래형이다. 재의 동북아로의 가스 수출량은 2009년에 개

통된 사할린 LNG 수출분이 부다. 유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의 탈석유 가스 명은 아

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26) 러시아 원유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과는 조 으로

국으로의 러시아 가스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 라인1(동부라인)과 라인2(서부라인)는 2년 넘

게 지속되고 있는 유가 체제하에서 제 로 된 진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

월에 체결된 동부 라인의 38 bcm가스 공 은 공 시기 면에서 2018년에 시작되어 2024년

이면 최 38bcm에 달할 것이라고 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출 개시 시 이 2024년으로 늦

춰졌으며 최 공 량인 38bcm은 2031년이 되어야 달성될 것으로 수정하 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 의 노선도 변경되었다. 원래 계획은 코빅타(the Kovyktinskoye field)와 차얀다

가스 (The Chayandinskoye gas field)에서 시작해서 블라고베셴스크를 거쳐 하바로 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2015년 2월 러시아 에 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바로 스크-블라디보스토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은 블라디보스토크

LNG 터미 계획이 무산된 것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부라인의 지연의 더 큰 이유는

코빅타 가스 과 차얀다 가스 개발 지연이다. 차얀다 가스 이 목표치인 연간 22bcm을

생산하려면 2022년은 되어야 하며, 코빅타 가스 의 경우는 최 목표치인 13bcm에 달하려

면 2024-2031년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 졌다.

국의 가스 수 구조와 로벌 가스 구조 변화에 비쳐 볼 때 국이 러시아 가스 수입

을 서둘러 해야 할 유인이 어든 것 역시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재로서

국의 가스 수입은 주로 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와 미얀마가 우선 으로 고려되며,

앙아시아와 미얀마에서 국으로 연결된 가스 의 용량이 70bcm으로 2020년까지는

90bcm까지 확 될 것으로 보인다. 27) -러 가스 이 정 로 최 에 달해도 앙아시아

로부터의 수입에 반정도의 규모라 볼 수 있다 .추가로 국은 수입량의 반 수 을 LNG

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 가스는 LNG 수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13-2015년 동안 국은 11개의 LNG 수입 터미 을 건설하 으며, 2016

년에는 16개로 늘어났다.

26) 손지우, “ 국 탈석유시 의 개막,” SK 증권 보고서, 2016. 4월.

27) 2014년 앙아시아와 미얀마로부터의 실제 수입량은 최 용량의 약 50%인 31 BCM, 2015년에는 62 BCM 이었

다 (2015년 국의 총 해외 수입량은 191 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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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 에도 불구하고 -러 가스 이 결국 완성되어 실행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그 이유는 국과 러시아 양국에게 -러 가스 은 에 지 수 이외에도 정치

목 을 달성하는데 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각에서 -러 가스 은 동시베리아/극동

의 가스화라는 커다란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의 입장에서는 국 동

북부의 가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가스 생산과 수출이 심각한 도 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사 으로 러시

아 가스 생산이 85 퍼센트가 서시베리아의 특정 가스 에서 이루어져 주 수입지역인 유럽

국가에게 가스 으로 공 해왔기 때문이다.28) 한 국내 가스 수요 감소로 해외 가스수출

에 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도 주요한 요인이다.29) 유럽의 수요확 에 맞춰 서

시베리아 가스 과 야말 가스 에 과잉 투자한 결과 발생한 100bcm 정도의 잉여 가스물

량의 처리와 서시베리아에서와 야말의 가스 생산비의 상승 역시 러시아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30) 유가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자와 가격과 시장 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러시아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

수의 신규 LNG 공 자들과 시장 유율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미국의 LNG 수출개시와 수출방향

2016년 2월 이후 미국의 LNG 수출량은 총 4.2 BCM (320만 톤)으로 비교 소규모에

그쳤으며, 사빈패스 수출 터미 시설용량도 2개의 트 인 (Train 1 & 2) 에서만 수출이

진행되었다. 2016년 동안 미국의 LNG 수출 지역 측면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남미가 44%,

아시아 27%, 유럽 17%, 동 12%의 비 으로 7-8월까지는 남미로의 수출이 60-70%를 차

지했으며, 9월 이후 아시아의 비 이 늘어나면서 체 으로 남미의 비 도 감소했다는 것이

다.31)

미국과 남미는 에 지 시장 측면에서 이미 오랜기간 동안 통합과 상호의존의 계를 가

지고 있어서 미국은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멕시코, 베니주엘라 등으로 부터의 원유수입 비

이 30%에 달한다.32) 최근 미국의 메이 석유회사와 력회사들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라

질, 베네주엘라의 에 지 사업에 투자를 격히 늘려왔다. 멕시코는 국내 생산감소와 가스수

요의 격한 증가에 비해 국내 에 지시장을 개방해 신규 가스 사업등이 증가하 으며

28) A. Gusev and K. Westphal, “Russian Energy Policies Revisited,”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German,

2015, p.20.

29) Ibid., p.18.

30) Ibid., p.20.

31)《Timera Energy》, “US export flows, the supply glut and Europe,” March 13, 2017.

32)《Foreign Affairs,》 Lisa Viscidi and Rebecca O’Connor, “Trump and Latin American energy”

,February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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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 지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최근 미국의 LNG 수출이 칠 , 아르헨티

나 등으로 가장 많이 향하게 된 배경은 남미 지의 $6-7/MmBtu 수 의 비교 높은 물

LNG 가격이 가장 큰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1-2014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의 LNG 수입가격은 미국 LNG 수출업자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상황이 완 히 역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

의 물가격이 더 이상 수익 마진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셰니어社의 추산에 의하면 2016년

1월 재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의 경우 제반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남는 최종

수익마진이 1.8 달러/MBtu이며, 유럽의 경우는 1달러에 불과하다. 2016년 4월 아시아와 유

럽의 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의 수익 마진은 0.60 달러인 반면 아시아로의

수출은 마이 스 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2월 미국에서 LNG

수출이 시작된 이후 LNG 수출 물량은 유럽과 아시아 신 수익이 가능한 남미나 동, 인도

등으로 향했던 것이다.33)

2017년 4월 미국은 100번째 카고가 수출되었음을 이례 으로 발표하 으며 미국 LNG를

수입한 국가는 18개 국가에 달했다. 2017년 5월 미국 상무부는 100일 행동계획(100-day

Action Plan)의 일부로 국과의 LNG 수출 합의를 발표하 으며, 국제유가가 60달러 로

진입하면 본격 으로 수출이 확 될 것으로 상하 다. 2018-2020년 동안 미국 LNG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80bcm 규모의 수출이 망되며, 한국, 국에서 러시아 이 가스와의

경합이 나타날 것으로 측된다. 재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LNG를 가장 먼 수입한

국가는 국으로 5개 선 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동북아 가스 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응

국내 으로는 발 원의 변경으로 천연가스 수요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역내 시장

변화의 이 을 리면서 유리한 가격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는 11차(2013년), 12차(2015년) 천연가스수 계획에서 에 지업계 문가들이 언

했던 력시장의 향후 방향과 세계 추세와는 반 로 오히려 발 용 LNG수요가 감소

할 것으로 망했다. 이는 원 , 석탄 등 기 발 기 증설에 따라 상 으로 고비용 발

인 LNG발 량이 감소할 것으로 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탄발 은 LNG발 비

항상 발 단가가 싸다’라는 인식이 올해부터는 조 씩 바 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 발 용

석탄단가는 12.5만원/톤으로 년 비 30% 오를 것으로 상돼 LNG발 단가와의 차이가

33) Sylvie Cornot-Gandolphe, “The US Natural Gas Exports: New Rules on theEuropean Gas Landscape”, É

tudes de l’Ifri, June 2016.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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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것으로 망되기 때문이며, 한 셰일가스, 직도입 LNG의 확 등으로 석탄 발

단가와 LNG 계약별 가격 비교의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하의 상황에서도 발 용

LNG의 경제성이 나타나고, 천연가스 수요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뿐

만아니라 2017년 5월 새정부의 정책 기조 발표 이후 에 지 정책에 환이 고되었으

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응, 기후 변화 응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LNG 안론’ 이 강

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일 기사업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고, 이 개

정안의 핵심은 ‘ 력거래소가 발 원별로 력을 구매하는 우선 순 를 결정할 때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 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른바 환경

의 내용이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발 비용은 낮지만,

안 문제와 환경오염이 우려 던 원 과 석탄발 소 신 력 비율이 낮을 때만 가동

하는 LNG 발 소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법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앞으로 수립이 정된 3차 국가에 지기본계획, 8차 력수 기본계획, 13차 천연가스

수 계획에 ‘LNG 안론’이 반 될 것이다.

석탄발 발 력량의 10% 수 인 20TWh를 LNG발 으로 환된다는 가정하에서 한

국 력의 구입 력비 연료비용은 9,1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발 량 비

을 31%로 9%p 낮추는 극단 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천연가스수 계획에서는 발 용

LNG를 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8차 력수 계획에 명시될 원구성에서 LNG의

비 이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토 로 올해 말 수립될 13차 천연가스수 계획에서

는 과거 발 용 LNG수요가 감소한다는 망(11차 –5.5%, 12차 –4.2%)이 늘어나는 망

(+2.6%)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올해 수립될 8차 력수 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는 상 계획인 '3차 국가에 지기본 계

획' 확정을 앞둔 상태에서 마련되고 있다. 력수 계획이 국가에 지기본계획보다 일찍 공

표될 정이지만, 사실상 2018~2040년의 에 지계획을 망라하는 3차 국가에 지기본 계획

과 상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는 8차 력수 계획을 통해 향후 국가의 장기 인 에

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를 기에 충족하기 해 장기 주로 도입계약을 체

결하면서 아시안 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 용인 다. 그러나 재 가스 수 도 상 으

로 안정화 되어 가스공사는 기존의 장기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물량을 물 는 단기물

량으로 체할 가능성이 높다. 2017~2018년 장기계약이 종료되는 로젝트는 인도네시아

BADAK과 말 이시아 MLNG2, 부르나이의 BLNG 등으로 이들의 연간 계약 물량은 총

400만톤이며 3,200만 톤 정도인 국내 수요의 13% 수 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Sabine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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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280만톤과 일부 물 물량으로 체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98만톤의 카타르

RasGas와 오만 OLNG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정이기에 2020년부터는 본격 인 비가 필

요하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시장이 유연화 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직 인

LNG 계약 행이 변화하면서 구매자 주의 시장에서 한국이 이 을 릴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 나타난 구매자 주의 가스 시장은 동북아 국가의 에 지 력을 통해 극 화

될 수 있다. 러시아의 가스수출이 아시아로 얼마만큼 확 될 수 있는지가 향후 동북아 에

지 력의 가장 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러시아- 국 이 라인 연결망 구축의 완성도

와 한국, 일본으로 까지 연결될 가능성의 정도가 요한 요인이다. 국과 러시아간 PNG

사업 상이 2014년 타결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으로 까지 이 라인 연결망을 확 하여 역

내 단일 가스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시작되었고 이는 최근 LNG 력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 (1) 로벌 LNG 시장은 공 물량 확 로 당분간 수입

국에 유리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망되고 (2) 기존 천연가스 생산국은 동, 러시아가

심이었으나, 최근 북미, 호주, 동아 리카 등이 새로운 규모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이며 (3) 앞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북아 시장에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LNG 가격 경쟁

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 동북아 LNG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해 에

지 력이 실하기 때문이다. 34) 2015년 11월 한일 양국 정상은 LNG 수 기 공동 응,

동북아 LNG허 구축, 인 라 공동활용 등 LNG 력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하 는데, 향

후 한 일 동북아 3개국이 LNG를 둘러싼 지역 력 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실

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Ⅶ. 결 론

동북아 가스 시장은 수요의 변화가 정책에 의존 이라는 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나 장

기 으로 가스의 역할이 확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가스 거래의 유연화와 함께 러시아

와 미국 간의 동북아 시장에서의 경합은 구매자 주 시장을 맞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요

한 기회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 LNG 수요처로서 향후에도 LNG 수요가 꾸 히 증

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은 가격인 소 ‘아시아 리미엄’을 지

불하고 있으며, 도착지 제한(Destination Clauses)과 같은 경직 요소를 가진 계약이 다

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 단기 으로는 계약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장기 으로는 시장의 수 상황을 반 한 가격을 확보하기 한 역내 가스 트 이딩 허

34) 이윤정, “한 일 3국 정상회의” 『조선비즈』 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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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어 왔다. 계약 조건의 개선, 가격 결정 체계의 변화, 트 이딩

허 의 구축은 동북아 LNG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나타나는 상이자 주요한 변화의 방향이

라 볼 수 있다. 호주나 미국 등으로부터의 공 으로 2020년까지 약 1억3천만톤의 LNG가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써 LNG 구매자들은 생산업체들에게 보다 유연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끔 하여, 이 물량을 바탕으로 한 물(spot) 시장 혹은 트 이딩 확 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35) 동북아는 미국과 호주산 LNG 공 증가와 주요 LNG 소비국의 수요 침

체로 인해 구매자에게 다소 유리한 수 상황이 개될 것으로 상되는 2020년 반까지

의 기간이 유연하고 유동 인 LNG 시장 구축을 한 기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특히

력 부문에서 발 원의 환으로 인해 가스의 비 이 증가할 것이 망됨에 따라 가스 도입

에서 수입처 환, 거래 방식 변화, 가격 결정 방식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리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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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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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trategic Responses to Northeast Asian Gas

Market Changes

Younkyoo Kim*․Hanee Ryu**

There is a debate on the rebuilding of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growth in Asia as global market changes. The gas market in

Northeast Asia is emerging as a remarkable market in the world energy economy, along with the

drastic chang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gas in Northeast Asia, which has a large demand

for gas. The gas market in Northeast Asia is uncertain due to the fact that the demand change

is dependent on the polic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gas will expand in the mid-

to long-term. The buyer’s market will be formed due to the expansion of suppliers with

intensive competition. Improvement of contract conditions, change of pricing system, and

construction of trading hub are the major changes in Northeast Asian gas market liquidity. As

the US LNG exports to Northeast Asia begin to emerge, competition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ill occur in price competition in the Northeast Asian market.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gas due to the plan for energy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avorable market for the procurement of gas under

the change of importing sources and tr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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