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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중요한 3대 변화를 밝혀내고 

2009년 이후 유럽가스 시장의 경쟁도입과 가스허브 구축으로 인한 러시아의 독과점적 

수출 관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전략은 가격전쟁을 통해 유럽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가스허브가 빠르게 구축되는 

북서부유럽의 주요 가스허브에 허브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아직은 미국의 

LNG등이 유럽으로 유입되어도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

하고 오히려 저유가 시기에 유럽으로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 국내적으로 러시아는 거

버넌스 재편을 통해 유럽 수출 감소를 대비해 아시아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즈프롬이 아닌 로스네프트와 같은 신규 가스수출회사가 시장확대를 하도록 수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684)

이 논문은 2016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6000000002811)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78 유럽연구

출전략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국내 노바텍과 같은 신규 

LNG 플레이어를 육성해 LNG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Ⅰ. 서   론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주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탈석탄

과 탈원전 에너지전환이 일어나 가스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

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수요증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는 여전히 석유에 비해서도 국제거래와 공급인프라, 계약방식 등에 있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석유는 가격 급등과 급락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

만 단일국제가격과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기제가 비교적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석

유가 천연가스에 비해 수송이 용이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관련 거래가 국제 시장에

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이 주를 이

루면서 인접지역 중심으로 분리된 시장이 형성되었다. 국제 천연가스/액화천연가

스(LNG)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의 3개 시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지역

시장 고유의 가격결정과 거래방식이 서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은 주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의한 독과

점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오랫동안 취약하게 의존해왔다. 

200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은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새

로운 경쟁과 시장통합 움직임은 기존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독과점적인 천연가스 

수출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9년 이후 유럽 천연가

스 시장의 가스허브구축을 둘러싼 움직임과 이러한 가스허브 동학에 러시아가 어

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은 글로벌 천

연가스 시장 3대변화와 2009년 이후 특히 북서부유럽에서의 가스허브와 자체 가

스가격의 형성 등에 관한 기존연구를 소개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 붕괴에 따른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 수출 전략에 대한 러시아내부와 서구의 논쟁을 소개한다. 

제3장은 유럽가스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한 유럽수출시장 변화에 대한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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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략적 대응은 가즈프롬社를 중심으로 한 국내 가스산업 거버넌스를 재편

하는 것임을 논의한다. 제4장은 미국 LNG의 유럽유입에 대응해 러시아 파이프라

인 가스의 가격경쟁력과 유럽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가스의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입장을 논의한다. 

Ⅱ. 유럽의 가스허브 동학과 러시아 가스수출 전략

2000년대 후반 들어 가속화된 글로벌 가스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

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첫째는 가스시장의 전반적 확대 속에 특

히 LNG 거래의 확대를 중요한 추세로 강조하는 연구들이다.1) 2016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3538.6bcm (billion cubic meter)이고, 총거래량은 

1,042.4bcm이다. 전 세계의 천연가스 교역은 2000년도 이후 70% 이상 증가하였

고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교역

은 점차로 글로벌 LNG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 파이프

라인가스(PNG)의 거래량은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32.5%로 아직은 파이프라인 거래가 압도적이다. LNG 교역 흐름(trade flow)의 

규모와 다양성은 새로운 수출국가와 수입국가의 등장으로 더욱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2005년에는 15개 국가에 불과했던 LNG 수입국이 2016년에는 39개 국가

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LNG 수입국의 증가는 부유식 저장시설(floating 

storage)과 재기화 시설(regasification units)의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 2022년까

지 LNG 교역을 위한 액화 시설은 160 bcm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며, 주로 호주

(30 bcm)의 액화시설 투자 및 미국(90 bcm)의 대규모 액화 시설 투자에 기인하

고 있다.3) 

지역기준으로는 세계 LNG 총거래량이 263.6mtpa(million ton per year)인데, 

1) 글로벌 가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Agnia Grigas, The New Geopolitics of Natural 

Ga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2) IEA의 ‘Gas 2017-Analysis and Forecasts to 2022’(2017. 7. 13.) 보고서 요약본. 

3) I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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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191.6mtpa을 차지한다. 전체 거래량의 72.7%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3

국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거래량은 144.9mtpa로 세계 총거래량의 55.0%

에 해당하는 양이다. 천연가스 시장은 유럽과 북미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자국내 생산과 PNG 수입에 기반한다. 반면, 아시아 가스 시장은 LNG가 주 

공급원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교역은 증가할 것이나 다수의 시장에서 강한 경쟁에 직

면할 것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은 LNG 이용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PNG 수입 규모

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노르웨이와 알제리는 유럽시장에 대한 파이프라인 천연가

스 공급자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교역과 관련하여 2개의 새로운 대형 루트가 향후 5년 

이내에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터키 및 유럽

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미래의 글로벌 가

스 교역의 주요한 근간(artery)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가스시장 재편의 두 번째 중요한 추세로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증가로 가

스계약 방식이 기존의 장기계약과 경직적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단기와 현물

(spot) 계약이 증가하여 유연한 LNG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4) 

도착지 제한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 되고 이에 따른 재판매 및 차익거래가 활성

화되는 등 가스트레이딩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LNG 시장의 유연화와 

거래화에 대한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LNG의 충분한 공급 

여력(ample availability)은 전통적인 가스 가격산정 및 마케팅 방식의 변화의 압

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LNG의 초과 공급과 유가의 하락은 천연가스 가격을 전 

4) Younkyoo Kim, “Asian LNG Market Changes under Low Oil Prices: Prospects for 

Trading Hubs and a New Price Index,” Geosystem Engineering, Vol. 20 (2016), pp. 

129-141; M. Hafner & S. Togliapietra, (Ed.) The European Gas Marke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LNG Market Hubs in the Asia 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March 2017), 

https://www.eia.gov/analysis/studies/lng/asia/pdf/lngasia.pdf. (검색일: 2018. 3. 4); A. 

Barbe & D. Riker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in Natural Gas. (Working Paper 

ID-043)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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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LNG 

공급 관련 경쟁압력의 증가는 과거의 장거리 LNG 계약의 가격과 계약에서의 경

직성(pricing and contractual rigidities)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계약방식 기준으로 세계 LNG 거래 중 스팟(현물) 및 단기거래 비중은 28.3%인

데, 세계 총거래량에서 동북아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단기거래 물량은 미

주지역에서 63.2%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의 단기거래 물량 비중은 세

계 17.5%에 불과하다고 말한다.5) 

LNG시장의 거래화를 위해서는 원유과 유사한 선물/파생상품 거래 확대와 금융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최근 Spot LNG 거래가 증가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선물거래 약정이 용이해지고, 투자 규모 확대로 투자자들은 선물거래를 

통한 Risk Hedging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LNG Liquidity 공급자 역

할 비중 확대됨에 따라 선물계약 활성화에 필요한 대량의 Spot 시장 증가가 진행 

중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선물시장 설립 추진중이며, 아시아태평양의 LNG 

Surplus와 유로존의 천연가스 수입처 다원화의 상호보완적 거래의 확대 가능성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글로벌 가스시장 재편의 세 번째 추세는 기존의 지배적 공급국으로서의 중동, 

러시아가 미국, 호주 등으로 공급 패러다임 변화함으로써 기존 공급국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가세로 LNG 시장은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

하고 있으며 트레이딩과 포트폴리오 거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구매자위주의 시장

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미국 LNG는 Henry Hub 가격연동과 유연한 계약으

로 유리하며, 러시아는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으로 유럽과 한중일 3국을 공

략하려고 한다. 

2016년 2월 미국이 저유가체제하에서도 LNG 수출 시작, 주로 남미지역으로 수

출하다가 2016년 말부터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 (2016년 수출 4 BCM, 

2017년 20 BCM 예상) 하였다. 2017년 5월 미국 상무부는 100일 행동계획

5) KPMG 보고서, “Uncharted Waters: LNG Demand in a Transforming Industry,” 

November 20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sian Quest for LNG in a 

Globalizing Market (Paris, France: OECD/ IEA, 201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Developing a Natural Gas Hub in Asia: Obstacles and Opportunities (Paris, 

France: OECD/IE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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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y Action Plan)의 일부로 중국과의 LNG 수출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국제

유가가 60달러대로 진입하면 본격적으로 수출확대에 진입하여 2018-2020년 사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80 BCM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중국에서 미

국 LNG는 러시아 파이프가스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타르도 韓⋅中⋅日과 

중장기 계약이 2023-2025 만료될 예정으로, 미국, 러시아 등 신규 공급 물량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LNG 교역 확대의 관건은 공급 초과의 현 상황을 다시 수급 균형

(balancing)으로 맞추는 것에 달려 있으며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LNG 수요 증가가 있다고 하지만, LNG 시장을 2022년까지 균형(현재의 초

과공급 상황 해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2009년 이후 전반적 공급초과로 인한 구매자위주 시장 (buyer’s 

market) 형성과 LNG의 확대라는 글로벌 가스시장재편과 함께 구체적으로 유럽가

스시장의 재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핵심적 사항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는가? 

우선 시기적으로는 유럽가스시장재편은 2009년에 본격화되어 2012-2013년까

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최근 유럽가스 시장 재편에 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2009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변화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소위 가스허브와 자체 가스가격의 형성 등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는 점이다. 가스허브 가격의 등장은 전체 유럽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고 북서부

유럽에 국한되어 일어났다. 다수의 연구들이 당시 유럽 가스 시장에서 가격과 계

약방식 변화를 초래한 연쇄적인 현상으로서 유럽의 가스 수요감소로 인한 초과공

급, 북서부 유럽에서의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한 다수의 가스허브 구축, 그리고 유

연한 계약조건을 가진 현물가격과 장기유가연동 가격의 괴리 등을 논하고 있다.7)

6) Kim (2016), pp. 129-141; H. Rogers, The Impact of Lower Gas and Oil Prices on 

Global Gas and LNG Markets (Working Paper) (Londo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uly 2015). 

7) Alexander Gusev and Kirsten Westphal, “Russian Energy Policies Revisited: Assessing 

the Impact of the Crisis in Ukraine on Russian Energy Policies and Specifying the 

Implications for German and EU Energy Policies,” SWP Research Paper Sti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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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의 가장 핵심사항은 결국 가스계약관행과 가스가격의 변화인데 계약의 변화

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약의 변화를 가져오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는 허브가격(프

라이싱)의 등장이기 때문에 허브가격이 유럽에서 기존 장기계약 가격과 경쟁하여 

지배적인 가격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럽가스 시장은 유가연동 장기가격(oil indexation)과 현물가격(spot prices), 

두 개의 가스가격 체계가 존재하는 혼합체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 중

요하다. 비중으로는 유가연동 가격이 지배적이었다. 유가연동 가격으로 가스를 공

급하는 공급국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가즈프롬)와 노르웨이

(스타트오일) 북아프리카(알제리-소나트락) 등 이었다. 알제리는 주로 러시아의 파

이프라인 공급이 약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 이베리아 반도에 파이프라인과 

LNG로 수출한다. 계약은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계약형태를 따르고 있었다.8) 

대부분의 도입계약은 유가연동 가격결정구조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었으며, 의무인수 조항 (Take-or-Pay clause)과 목적지제한조항 (Destination 

clause)이 경직성을 더욱 증가시켰다.9) 

2008년이 되면서 북서부 유럽에 형성되어 있던 영국의 NBP(National Balancing 

Point), 네덜란드의 TTF (Title Transfer Facility), 벨기에의 지브루게(Zeebrugge) 

3개 가스허브의 가스수입시설과 저장 탱크에 가스가 충분해지고 그동안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아직은 소규모에 불과했던 LNG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10) LNG 

현물가격과 미국 등 헨리허브 기준 LNG 장기계약가격이 파이프라인 유가연동 장

기계약과 경쟁이 가능해 진 것이다. 2009년 초부터 유가연동 가격이 북미가격/현

물가격과 괴리되기 시작해 현물가격의 2배에 이르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2009~2011년 사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PNG 대신 단기와 현물중동, 아프리카 

LNG 수입을 늘렸다. 북유럽 전력회사들의 러시아 등 장기 PNG 공급자에 대한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2015).

8) 박진호, “국제 가스시장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LNG 도입 대응방안 연구,” 에너지경

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6-16 (2016).

9) Patrick Heather, “The Evolution of Traded Gas Hubs in Europ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104 (December 2015), https://www.oxfordenergy.org/ 

wpcms/wp-content/uploads/2016/02/NG-104.pdf (검색일: 2018. 3. 7).

10) Grigas (201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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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가격 요구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물 또는 장기 LNG와 경쟁하게 되는 유럽 가스공급은 가격과 계약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러시아가스 공급은 대부분 파이프라인이

며 대부분 유가연동으로 최근 가스연동이 7∼10% 정도 차지하게 된다. 현물과 가

스연동 가격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다. 러시아 다음으로 유가연동을 주장하는 공급

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리비아)이다. 알제리도 최근 가스연동 가격이 0∼10% 사

이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유럽가스공급국과 가스연동 가격 비중

가스공급국
가스연동 비중

(gas linked percentage)
공급량 (BCM)

러시아 7-15 152

노르웨이 45 110

네덜란드 60 79

영국 100 40

카타르 30 37

알제리 0-10 37

리비아 0 11

평균 35-38 465

출처: Timera Energy, “Gas Indexation in Europe – A Tipping Point?” August 29, 2013. 

https://www.timera-energy.com/gas-indexation-in-europe-a-tipping-point/ (검색일: 

2018. 3. 8).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글로벌 가스시장변화와 유럽의 가스시장 변화에 대해 러

시아정부와 가즈프롬社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한다. 우선 일부연구들은 이러한 유럽의 가스시장변화가 러시아의 국내 

가스산업과 거버넌스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 “국가안의 국가”라고 

11) James Henderson and Arild Moe, “Russia’s Gas ”Tripoly“: Implications of a Changing 

Gas Sector Structure,” Eurasian Geography & Economics, Vol. 58, No. 4 (2017), pp. 

442-468; Lars Petter Lunden, Daniel Fjaertoft, Indra Overland and, Alesia Prachakova, 

“Gazprom vs. other Russian Gas Producers: The Evolution of the Russian Gas 

Sector,” Energy Policy, Vol. 6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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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우며 러시아 가스산업을 독점지배하던 가즈프롬은 글로벌 가스시장 변화와 러

시아 국내 가스시장 변화로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가스시장을 두고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가스공급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면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정부의 半가스시장 자유화(controlled gas market liberalization)의 기치아래 생

산, 운송, 수출 부문에서 신규 가스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12)

저유가 체제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셰일 플레이어들 간의 석유시장 점유

를 둘러싼 각축은 많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나, 석유와 가스 모두를 생산하는 러

시아의 석유가스 전략은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 저유가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자와 가격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러

시아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신규 LNG 플레이어들과 시장점

유율과 가격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유가연동 가격의 필요성을 유지하면서도 유

럽 전력회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면서 가격 재협상을 통해 러시아 PNG 계

약 가격과 조건들을 수정했음을 지적한다.13) 다양한 연구들이 러시아의 가스수출 

원가와 미국 LNG의 수출 가격 구조를 비교해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해오

고 있다.14)

12) Finn Roar Aune, Rolf Golombek, Arild Moe, Knut Einar Rosendahl and Hilde Hallre 

Le Tissier, “Liberalizing Russian Gas Markets – An Economic Analysis,” Working 

Papers No. 11 / 2015, Norweg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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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P- Deutsches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olitik und Sicherheit Berlin, 2014 (SWP Research Paper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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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adek Boussena and Catherine Locatelli, “Gazprom and the Complexity of the EU 

Gas Market: A Strategy to Define,” Post-Communist Economies, Vol. 29, No. 4 

(2017), pp. 549-564.

14) Anne-Sophie Corbeau and Vitaly Yermakov, “Will There Be a Price War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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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시아 가스 산업 변화

국제석유시장과 가스 시장은 흔히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

다. 석유는 국제적으로 통합된 시장하에서 단일 국제가격으로 거래 되며 1981년 

국제석유거래소(IPE)가 설립되었으며, 1983년 NYMEX(뉴욕상업거래소)에 WTI 

가격지수가 상장되었다. 그리고 OPEC 세력 약화 이후 산유국들 간의 판매 경쟁 

치열해지면서, 1984년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장내파생상품 활성화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선물

시장 대표로 페이퍼 거래 증가하고 석유 파생상품시장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2000년 경부터 고수익 투자처를 필요로 하는 해외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 등 투기

거래자(speculator)가 파생상품시장에 대거 참여, 석유시장에 대규투자자금 유입 

되면서 원유거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15) 

석유가 천연가스에 비해 수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련 거래가 국제 시장에

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이 주를 이

루면서 인접지역 중심으로 분리된 시장이 형성되었었다.16) 국제 LNG 시장은 아

시아태평양, 유럽, 북미의 3개 시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지역시장 고유의 가격결

정과 거래방식이 서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러한 국제가스시장의 특징이 러시아의 국내가스 산업 거버넌스 형태에도 그대

로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 국내가스 산업은 소련시대부터 단일 거대 가스기업인 

가즈프롬社가 생산, 운송, 수출을 독점하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갖추게 되었다.17) 

보통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개발, 파이프라인 운송, 정제

와 수출 등의 공급가치사슬로 구성되며, LNG프로젝트는 가스전개발, 생산된 가스

Russian Pipeline Gas and US LNG in Europe?” July 2016, KS-1643-DP037A, The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 (KAPSARC).

15) Grigas (2017), p. 25-34.

16) Peter Rut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nergy in Russia,” in Slawomir Raszewski 

(E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Oil and Gas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8), pp. 23-39.

17) Ekaterina Sokolova, “The Economics of Competition in the Russian Gas Industry,”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7, No. 8 (December 2014), pp.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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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액화플랜트로 보내기 위한 파이프 라인 건설, 가스를 처리⋅액화하는 액화 플

랜트 건설, 액화된 가스를 수요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LNG수송선 건조, 수요지에

서 LNG를 인수⋅재기화하는 LNG 터미널 건설에 이르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포함

한다. LNG 공급 사슬에서 통상가스의 탐사⋅개발⋅액화까지를 상류부문, 액화된 

가스의 해상수송을 중류부문, LNG 인수에서 재기화 및 수요처로의 공급을 하류부

문으로 분류한다.18) 

위와 같은 가스산업의 단계별 형태에 대해서는 주로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모델과 수직분할 모델 (vertical seperation)의 두 가지 형태가 제시되어 왔으며 

효율적 산업운영을 위해 어떤 모델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

다.19) 수직통합 모델이란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같이 단일기업이 가스생산을 하면

서 파이프라인 운송 네트워크도 자연독점적(natural monopoly)으로 소유하는 경

우를 말한다. 통합모델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 

경제는 가스 생산과 운송을 철저히 분리하는 수직분할 모델을 따르고 있다.20) 

비교적 경쟁이 도입되어 있는 러시아의 석유산업과 달리 가즈프롬社가 수십년 

동안 이러한 형태의 가스 산업구조를 갖추게 된 이유는 러시아의 최대 가스수출 

대상 지역인 유럽이라는 거대한 안정적 수요처를 가지고 있었고 경쟁 공급국이 없

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가즈프롬 모델”에 의해 유럽은 “물량리스크”를 부담하고 

러시아는 “가격리스크”를 부담하고 대규모 자본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가스전개발

의 특성상 러시아는 장기 계약에 의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 순

위였다. 

러시아 가스 생산은 지역적으로는 서시베리아(Nadym-Pur-Taz 지역의 우렌고

이, 얌부르그, 메드베제 가스전 (Urengoyskoe, Yamburgskoe and Medvezhe) 

와 야말지역에 집중되어 왔고, 가즈프롬社 생산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서시베리아의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한 가스

생산 비중은 85 퍼센트에 이르렀다.21) 가즈프롬은 또한 러시아 전역의 가스관 자

18) Skolova (2014).

19) Skolova (2014), p. 37-38.

20) Skolova (2014).

21) Lunden, Fjaertoft, Overland and, Prachakova, (2013), p.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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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해 독점을 유지해왔다. 

유럽의 안정적 가스수요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즈프롬을 

통한 유럽으로의 안정적 가스 수출로 인해 통해 러시아 경제 운용도 바뀌게 된다. 

가스 수출 가격을 높게 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산

업용과 주택용 가스 가격은 수출 가스 가격 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는 이중가스 

가격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22) 러시아 국내 석유 가격이 국제 석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08년 가즈프롬社의 평

균 가스수출 가격이 1000 입방미터 당 (cubic meter) 370 달러이었는데 반해 국

내 주택용 가스 가격은 50 달러에 불과했다.23) 2010년 가즈프롬社는 480 BCM 

(billion cubic meters)의 가스를 생산해서, 262 BCM을 국내에 공급했고, 70 

BCM을 구소련 국가, 148 BCM을 유럽에 공급했다.24) 가즈프롬이 러시아 국내에

서 얻는 수익은 약 20조원이었지만, 유럽 수출에서 얻는 수익이 36조원으로 훨씬 

컸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가즈프롬 모델”의 작동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 서시베리아 가스전은 급격히 노후화하고 70-80 퍼센트의 고갈율

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25) 따라서 가즈프롬은 서시베리아 노후 가스전 정체와 

고갈을 대비해 신규로 개발 투자한 곳이 쉬토크만(Shtokman) 북극 해상 가스전과 

야말 육상 가스전인 보바넨코보 가스전(Bovanenkovo)이다.26) 북극 해상 가스전

은 기술 부족과 투자 부족으로 2000년대 후반 탐사가 중단되었으나, 대신 북극 

육상가스전이라 할 수 있는 보바넨코보 가스전은 2006년부터 상업 생산되어 년간 

약 100 BCM의 추가 생산능력을 갖게 되었다. 유럽의 수요확대에 맞춰 서시베리

아 가스전과 야말 가스전에 과잉투자한 결과 생긴 100 BCM 정도의 잉여 가스물

량이 문제다. 서시베리아에서와 야말의 가스생산비가 점점 상승한다는 것도 문제

이다.27)

22) Rutland (2018), p. 31.

23) Rutland (2018), p. 31.

24) Rutland (2018), p. 31.

25) Gusev and Westphal (2015) p. 18.

26) Henderson & Mitrova (2015), p. 47.

27) Henderson & Mitrova (201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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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후 가즈프롬의 위상 하락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유럽의 가스 수요 

정체 내지 감소이다. 북극 육상 가스전 개발에는 가즈프롬의 막대한 투자비가 투

입되었으나 유럽의 수요 감소로 소위 “가스버블”로 귀결되었다. 가즈프롬 위상의 

최고점은 2008년이었다. 당시 가즈프롬의 시가총액은 3,670억 달러 (367 billion 

dollars) 이었고, 러시아 정부는 조만간 시가총액 1조 달러 (1 trillion dollars) 시

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2015년 현재 가즈프롬의 시가 총액은 510억 달러 (51 

billion dollars)에 불과해 300조원이 사라진 셈이다. 러시아 국내가스 수요는 줄

어들기 때문에 해외수출 의존도는 높아져야 하지만 유럽의 가스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셋째, 그동안 러시아가스 산업 구조상 낮은 국내 가스가격 때문에 가즈프롬의 

경쟁 가스 생산자는 등장할 수가 없었다. 유럽 수출 시장의 변화로 줄어드는 수입

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내가스 가격 인상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아직도 국

내가스 가격은 수출 가격과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는 사이 독립민간 가스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갔다. 2008년 가즈프롬의 국내 가스시장 점유율은 82 퍼센트였

으나 2015년 65 퍼센트까지 떨어졌다.28) 가즈프롬이외에 독립가스기업들의 생산

비중은 1996년의 6 퍼센트에서 2014년에는 32.4 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29) 가

즈프롬 이외에 부상하는 대표적인 독립가스기업은 로스네프트와 노바텍(Novatek)

이다.30) 로스네프트와 노바텍은 우선 가즈프롬보다 세제 혜택이 있어 낮은 가스 

가격을 통해 산업계 고객을 늘려갈 수 있었다.31) 가즈프롬은 여전히 가스관체제 

(UGSS)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텍과 로스네프트는 가스관 사

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로 운송하기 보다는 가스생산지에서 가까운 

산업계 고객을 중심으로 가스 공급 점유율을 늘려왔다.32) 2012년부터는 가즈프롬

28) Mart Raamat, “Developments in the Russian Internal Gas Sector: Cosmetic Changes 

or Concrete Reforms?” RKK-ICDS, Analysis (March 2015), p. 7.

29) Gusev and Westphal (2015), p. 20.

30) Lunden, Fjaertoft, Overland and Prachakova (2013), p. 605; Kateryna Boguslavsk, 

“Gazprom: From Monopoly to Oligopoly on the Russian Gas Market,”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74, October 26, 2015, p. 5. 

31) Gusev and Westphal (2015), p. 21.

32) Kateryna Boguslavsk, “Gazprom: From Monopoly to Oligopoly on the Russian Gas 

Market,”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74 (October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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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무적으로 독립가스 기업들에게 가스관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게 되었다.33) 

2013년 12월 푸틴대통령은 가즈프롬의 액화천연가스 수출 독점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하였다. 가스관 수출 독점은 유지되었다.34) 2015년 6월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즈프롬의 가스관 수출독점권 폐지를 주장했

다. 더불어 가즈프롬의 생산과 운송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35)

동시베리아에서는 가즈프롬이 75-80 BCM 생산규모의 차얀다가스전과 코빅타

가스전을 신규 투자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사할린 극동에서는 20-25 BCM 규

모의 사할린 3 해상 키린스코예 가스전이 신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36) 2014년 

5월 중-러 가스관 계약이후 국제정세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푸틴은 서구의 러

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아시아로 중심을 이동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중국은 러시아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경제관

계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중러 교역량은 US$ 95.3 billion에 달했지만 2015년 US$ 63.6 billion으

로 감소하였다. 2013년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US$ 4 billion에 달했

으나 2015년에는 US$ 560 million 으로 대폭 감소하였다.37) 2015년 한해 동안 

중국은행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출은 US$18 billion 였지만 제재

이전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은행으로부터 2013년에만 지원받은 금융이 US$ 

261 billion 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38) 러시아 원유수출이 순조롭

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으로의 러시아 가스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

다. 

33) Boguslavsk (2015), p. 4.

34) Andrei V. Beliy, “Gazprom-Rosneft Competition for Asian Gas Marke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 15.

35) Boguslavsk (2015), p. 5.

36) Henderson & Mitrova, (2015), p. 48.

37) Alesander Gabuev, “China’s Pivot to Putin’s Friends.” Foreign Policy, June 25,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6/25/chinas-pivot-to-putin-friends-xi-russia-gazpromt

imchenko-sinopec/) (검색일: 2018. 3. 8).

38) Gabue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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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시아 가스 수출 전략 변화

1. 시장점유율 對 가스가격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가스시장 자유화 시도와 2009-2012년 북

서부 유럽에서의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한 다수의 가스허브 구축과 현물 LNG 가

격의 유가연동 가격과의 비동조화로 러시아는 특히 유럽으로 공급되는 미국 LNG

에 대처한 새로운 가스 수출전략을 도출해 내야 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유럽

의 가스 시장은 한편으로는 장기 유가 연동 가격에 기반한 물량이 있는가 하면 

단기 또는 현물 가격에 기반한 물량이 존재하는 이중 가격체계의 시장으로서 완전

한 가스 시장 체제는 아닌 혼합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39) 

러시아가 새로운 가스 수출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스 수출 가격을 낮춤으로써 유럽 가스 시장점유율 (market share)을 유지할 것

인가 아니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더라도 가스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4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은 2014년 유가하락 이후 미국셰일플레이어들

에 대해 펼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가격전쟁”을 벌이는 것

이다.41) 미국 LNG 수출비용보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비용이 낮다는 가정하에 고

비용의 미국 LNG 수출업자들이 비용 압박에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

다.42) 단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출 대금의 감소로 재정 압박

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단기적으로 가즈프롬의 목표는 유럽 가스시장의 약 30 퍼센트를 유지하는 것

이 목표이지만 유럽으로의 향후 미국 LNG 수출은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경 유럽으로 수출될 미국 LNG의 물량은 약 70 

BC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43) 가즈프롬의 부회장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39)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5.

40) S. Boussena, & C. Locatelli, “Price War and Uncertainty: What Are the Strategic 

Options for the European Gas Market’s Main Suppliers?. Cahier de recherche 

EDDEN no. 1/2016.

41)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5.

42)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6.

43) Stuart Elliott and Fabio Reale, “US LNG vs. Pipeline Gas: European Mark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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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edvedev)는 러시아가 미국 LNG와 유럽시장을 놓고 가격전쟁을 통

해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LNG는 러시아 파이프

라인 가스와는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이유는 미국의 헨리허

브 가스도매 가격이 2020년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100 퍼센트에 가깝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44) 헨리허브 가스 가격은 2017년에는 3.2 달러, 2018년 3.8 달

러, 2019년 4.3 달러, 2020년 4.9 달러와 같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미국 에너

지 정보청에서도 예측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셰니어社가 계약하는 미국 LNG 수출 가격은 유가 연동 가격이 아

니라 미국의 헨리허브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이 가격 산정 공식이다.

미국 LNG 수출 가격 = 115% x HH + 액화비용 (liquefaction fee) + 운송비

현재처럼 미국의 현지 헨리허브 도매가격(HH)이 3달러이면 3.45 달러 기본 원

료 가스 비용 (3x115%=3.45)에 약 2.25∼3.5 달러 사이의 액화비용이 추가되고 

유럽으로는 1달러의 운송비 아시아로는 2달러의 운송비가 추가되어 최종 수출 가

격이 산정되게 된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북유럽의 허브 NBP 가격이 4.6 달러, 

아시아의 현물가격이 5.5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지역 모두 미국 LNG는 경

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45)

2016년 5월 독일 국경에 공급된 러시아가스 가격은 $3.99/MmBtu 였다. 러시

아 정부가 가져가는 수출세를 합하면 약 5달러 정도이다. 2016년에 러시아 가스 

가격이 더 낮아진 이유는 루블화가 달러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 가스 수출 가

격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취해야 할 수출 전략으로서 우선 러시아의 가스 가격은 유가연동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에 취약함으로 유가가 현물허브 가격 보다 높게 형성될 때에는 

차이만큼 유가연동 가격을 할인해 주면서 일부를 가스허브에 판매하는 전략을 채

War?” Natural Gas Special Report, April 2017, Platts.

44) Elliott & Reale (2017), p. 4.

45) Corbeau and Yermakov (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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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다.46) 두 번째 취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 전략은 허브연동 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미 12.7 퍼센트의 러시아 가스 수출은 허브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기존 가스수출 비즈니스 모델의 대대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가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취해야 할 가스 수출전략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장기계약과 

유가연동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

리는 연구가 다수이다.47) 예컨대, 2014년 말 리투아니아 정부가 LNG 현물 LNG

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가격을 23 퍼센트 이상 

할인해주었다. 가격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은 러시아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 결

론이다.48) 러시아는 유럽 가스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대응하여 계약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으며, 유가 연동과 현물가격 사이에서 혼합 가격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49) 일부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는 소량의 가스를 이미 현물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5년 이러한 양이 17 BCM에 달했다.50) 러시아는 일부 가스

를 경매에 의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가스 계약의 7-10 퍼센트 사이에서 가스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다. 

가스가격 공식의 일부 방정식을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가스 수출가격은 

2013년 $10.0/MmBtu에서 2014년에는 $9.75/MmBtu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는 $6.17/MmBtu까지 급락하였다.51)

2. 2016년 이후 미국 LNG 수출 동향

2011-2014년 동안은 아시아와 유럽의 LNG 수입가격은 미국 LNG 수출업자에

게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높았으나, 201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

46) Corbeau and Yermakov (2016), p. 36.

47)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7.

48) J. Henderson, “Gazprom – Is 2016 the Year for a Change of Pricing Strategy in 

Europ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anuary. Oxford Energy Comment 

(2016).

49)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9.

50) Henderson (2016). 

51) Boussena & Locatelli (2017), p.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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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가격이 더 이상 수익 마진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셰니어社의 추산에 의하면 2016년 1월 현재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의 

경우 제반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남는 최종 수익마진이 1.8 달러/MBtu이며, 유럽

의 경우는 1달러에 불과하다.

<표 2> 2016년 1월 셰니어社 수출 마진

비용 항목 유럽 아시아

가스 $2.60 $2.60

운송 1.00 2.50

기화 0.40 0.00

최종비용 4.00 5.10

도착가격 5.00 (TTF) 6.90 (JKM)

수익마진 1.00 1.80

출처: Sylvie Cornot-Gandolphe, The US Natural Gas Exports: New Rules on the 

European Gas Landscape (Paris, France: IFRI, 2016), p. 29.

2016년 4월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의 수익 

마진은 0.60 달러인 반면 아시아로의 수출은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6년 2월 미국에서 LNG 수출이 시작된 이후 유럽이

나 특히 아시아로는 LNG 수출 물량이 향하지 못하고 대신 수익이 가능한 남미나 

중동, 인도 등으로 향했던 것이다.52)

2016년 4월 포르투갈에 첫 미국 LNG 수입 선적이 도착하였다. 미국 LNG의 

유럽으로의 수출개시라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2009-2010년 셰일혁명 초기의 논

쟁이 다시 일어났다. 과연 미국의 유럽으로의 LNG 수출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

스 의존으로부터 유럽국가들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2016년 4월의 유

럽으로의 수출개시가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한

편 러시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미국 LNG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52) Sylvie Cornot-Gandolphe, The US Natural Gas Exports: New Rules on the European 

Gas Landscape (Paris, France: IFRI, 201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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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의 유럽으로의 LNG 수출은 남부 유럽에 국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포르투갈 (1 카고), 스페인 (1 카고), 이태리 (1 카고), 그리고 터키 (2 카

고)가 포함된다. 대부분은 “테스트” 성격의 한번 선적분에 그쳤으며 후속 선적으

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53)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LNG는 남부유럽 지역으로는 수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북동부유럽 (Northwest Europe)에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파이프라인 가

스 공급과의 경쟁에서 미국 LNG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가즈프롬社는 여러차례에 걸쳐 특히 저유가체제하에서는 미국의 LNG수

출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54) 북동부 

유럽 국가의 가스수입업자들도 미국의 셰니어社에게 파이프라인 가스공급이 충분

한 상황에서 미국 LNG 수입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

다.55) 

2016년 유럽과 터키로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량은 년 180 BCM에 달

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유럽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도 115 BCM

으로 사상 최대였다. 2016년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87%는 아직도 파이프라인에 의한 것이며 러시아의 점유율은 34%에 달한다. 가즈

프롬社와 유럽 수입업자간에 장기공급계약은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체결되

어 있다. 

러시아의 가스생산비용은 2013년의 US$1.2/MmBtu에서 2015년에는 US$0.85/ 

MmBtu로 감소하였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에 의하면 러시아의 유럽으로 가스

공급 비용은 US$3.5/MmBtu이며 미국의 US$4.3-5.0/MmBtu에 비해 훨씬 더 유

리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56) 2015년 이후 새로운 변수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 루블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였다. 2014년과 비교해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60%나 하락해서 실제 환율을 고려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비용은 US$ 

3.1/MmBtu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57)

53) Platts, “US LNG Makes Negligible Impact on European Gas Market,” December 27, 

2016.

54) Platts (2016).

55) Platts (2016).

56) Hender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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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NG 수출에 대비한 러시아 가즈프롬社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서시베리아

에 여분으로 이미 개발해 놓은 100BCM 정도의 가스생산분을 저가 공세의 기반

으로 활용하는 것이다.58) 2000년대 중반 가스 수요 전망이 낙관적인 확대에 기반

하여 러시아는 야말반도 가스전에 과잉 투자 생산을 한 것이다. 이러한 여분의 생

산량에 기반해 미국 LNG와 가격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선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중요한 3대 변화를 밝혀내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LNG거래가 파이프라인거래에 비해 증가해 현재의 3:7 정도

의 비중이 5:5 정도로 까지 LNG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천연가

스 공급 패턴도 2:8로 파이프라인 가스수입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

럽연합의 EC(집행위원회)가 LNG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며 러시아의 

유럽시장점유율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향후 연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미국의 LNG등이 유럽으로 유입되어도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은 가격 경

쟁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저유가 시기에 유럽으로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가 시장점유율 전략보다는 가격전쟁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다. 국내적으로 러시아는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유럽 수출 감소를 대비해 

아시아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즈프롬이 아닌 로스네프트와 같

은 신규 가스수출회사가 시장확대를 하도록 수출전략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국내 노바텍과 같은 신규 LNG 플레이어를 육성해 LNG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며 향후 연구의 방향

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추세로서 가스계약 방식이 기존의 장기계약과 경직적 계약 방식

57) Henderson (2016).

58) Henderson (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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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단기와 현물(spot) 계약이 증가하여 유연한 LNG 시장이 증가함을 지

적하였다. 글로벌 가스시장변화 추세가 유럽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변화가 바로 허

브와 가격변화이다. EC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

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가스계약관행과 가스가격의 변화 관련 부분이

며, 러시아의 가즈프롬에 가장 타격이 될 정책이라고 앞서 지적하였다. 결론적으

로 러시아는 이미 유가연동 장기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적절히 대

응하고 있음을 앞서서 보여주려고 하였다.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은 일부를 허브가

격으로 공급하고 특히 북서부유럽의 빠르게 등장하는 가스허브에 러시아가스를 직

접 공급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적 전략이 될 것이라는 논의를 앞서 소개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독일의 가스시장변화와 러시아-독일 가스협력

을 집중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배적 공급국으로서의 중동, 러시아가 미국, 호주 등으로 

공급 패러다임 변화함으로써 기존 공급국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

의 가세로 LNG 시장은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트레이딩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유럽에서의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러시아

의 유럽가스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가스허브가 형성되고 경쟁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북서부유럽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유럽과 남부유럽에서는 앞서 제

기되었듯이 미국의 LNG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처음 예측된 것과는 상

당히 다르게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추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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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Gas Market Changes and Shifts in Russia's Gas Export 

Strategy towards Europe

Younkyoo Kim

59)

This article examines three sea changes in global natural gas markets in the 

2000s and Russia’s reformulation of export strategies reevaluating past 

monopoly/olygopoly practices and business model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the emergernce of gas hubs in Europe. Russia’s 

new export starategies are to main export market shares through pricing war 

and to supply natural gas to major gas hubs in Northwest Europe.

Russia’s pipeline gas maintains pricing competitive edge relative to US LNG, 

and therefore has increased its exports to Europe under low oil prices. 

Regarding domestic governance, Russia is also preparing to increase gas exports 

to Asia through non-Gazprom players such as Rosneft. Over the long term, 

Russia seeks to break into the LNG export market by supporting Novatek, a 

new LNG player.

Key-words : global natural gas markets, energy security, Russia energy strategies, 

gas trading 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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