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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냉전기간 동안 소련가스공급은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소련과 서구국가들의 에너지 상호의존은 심화되었다. 1990년대-2000년
대 EU는 EC가 중심이 되어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자유화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유럽 수출 러시아 불공정 가스 가격과 계약적 측면에서의 장기계약,
의무물량(TOP), 도착지조항 등의 특징들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상업적 생산단계로
접어들면서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시장 측면의 EU 가스시장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
진 반면, EU 차원의 공동 에너지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은 상이하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지역협력은 EU 가스 시장 통합의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2016년 발표된 러시
아-독일 정부간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은 기존 EU가 추진하던 가스시장통합과 러시아
가스의존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러시아 시각에서 본 러시아-EU 관계의 핵심은 EU가 제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684)
이 논문은 2016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600000000211)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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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에너지안보 개념이 지나치게 소비국입장의 공급안보만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러
시아와 같은 공급국시각의 수요안보를 감안한 새로운 균형된 유럽에너지안보 개념의 도
출이다. 저유가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자와 가격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러시아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신규
LNG 플레이어들과 시장점유율과 가격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러시아는 보고 있다.

Ⅰ. 서 론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유럽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입이 중단되어 심각한 가스공급안보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2006년, 2009년과 달리 2014-2016년의 유럽-러시아 관계 위기는 아직 대
량 가스 공급중단으로 귀결되지는 않고 있다. 2014-2015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재연됨으로써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특히 가스의존의 전략적 취약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구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도 에너지와 가스 수출의 중심을 장기적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 셰일혁명으
로 유럽국가들은 지역 내부 파이프라인 거래 (PNG: Pipeline Natural Gas)인 러
시아 천연가스이외에 미국 셰일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거래
(LNG: Liquefied Natural Gas)를 통해 러시아 가스의존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글로벌 가스시장도 2000년대 후반이후 미국, 호주, 동아프리카 등이 신
흥 LNG 수출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LNG 거래를 중심으로 공급자 다변화, 가스트
레이딩 허브의 구축과 가스시장 가격의 등장 등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서구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유럽의 참여가 군사안보적인 측면의 유럽의 러
시아 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라면, 본 논문이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의 유럽의 러시아 가스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은 글로벌 가
스 시장 재편과 보조를 맞춘 EU가 소비국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시장 통합과
자유화이다. EU가 어떻게 가스시장 재편에 임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에서
의 가스시장 자유화에의 함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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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 탈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유
럽 연합의 정치적 분열이다. 에너지연합(Energy Union)이 제기된 가운데에도 독
일은 2016년 러시아와의 양자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제 2 노선을 확장하기로 합의
하는 등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안보 정책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對러시아 제재도 농업수출 금지 외에 주로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러시아의
에너지 섹터는 피해감으로써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와 차이가 난다.
2014-2015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중국-러시아간 대규모 가스공급 계약
체결이후 일부 연구들이 유럽의 러시아가스 의존에 대한 성급한 탈피 전망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유럽의 러시아가스의존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다각도
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EU의 러시아 가스의존의 정도와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존연구와
가스시장 자유화 과정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다음 장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 EU의 가스시장 자유화가 2009년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된 과정을 고찰하고,
EU의 러시아가스 의존 탈피를 둘러싼 EU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이 에너지문제에
대한 EU의 정치적 분열로 이르는 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을 통해 EU-러시아 에너
지관계 연구는 대부분 EU의 관점에서 서구 공급안보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러시아의 “수요안보” (demand security) 시각을 새롭게 조명하고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전략을 러시아 시각에서 동시에 살펴본다.

Ⅱ. EU의 러시아 가스의존과 가스시장 자유화에 관한 연구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의존의 전략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EU가 실질적인 러시아의존 탈피방안에 대한 정
책적 연구들에 착수함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단순한 국가별 러시아 가스수입량 측
정을 넘어 러시아와의 가스계약방식, 가스가격 체계의 불평등과 불합리성, 서유럽,
동유럽, 남동부유럽(발칸지역)의 러시아의존에 대한 지역별 편차 등을 부각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발표된 옥스포드 에너지연구소 보고서1)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러시아의 유럽국가 가스 수출량은 179 BCM (Billion Cubic Meters)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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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전체 가스 수입량의 34% 유럽 가스 수요의 30%에 해당하는 양이다.
EU는 지역별로 러시아 가스 의존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 최근 연구들
의 지적이다 (아래 <표 1> 참조). 특히 발트해 국가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러시
아 가스 의존도가 보통의 서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
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Gas Insfrastructure Europe
(GIE)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유럽 지역 전체 LNG 재기화 용량은 185 BCM 이
었는데 주로 서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 벨기에 등 4개 국가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서부 유럽 국가의 비중이
약 180 BCM으로 97%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그리스가 5 BCM으
로 유일했다. 이론적으로는 LNG 교역의 세계화로 유럽의 에너지안보가 크게 변화
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인프라 부족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스시장 자유화 과정과 주요 단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
가스시장 자유화는 국내 가스시장의 자유화와 해외 가스 수입방식의 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해외 시장의 독점적 가스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할 주요한 걸림돌
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3) 독점적 가스 공급은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아시아의 경
우에는 중동의 카타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많은 문헌들은 유가연동의 장기계약
과 의무계약물량, 도착지조항과 같은 주로 계약 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와 불공
정한 가격이 가스시장의 자유화를 그동안 방해해 왔음을 지적한다.4) 유럽과 아시아는
독자적인 가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가스 도입가가 국제유가에 연동해 결정되었다.
1) Ralf Dickel, “Reducing European Dependence on Russian Gas: Distinguishing Natural Ggas Security
from Geopolitic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No. 95 (October 2014).
2) P. Heather, “The Evolution of Traded Gas Hubs in Europ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104 (December, 2015).
3) J. Dutton, “EU Energy Policy and the Third Package.” EPG Working Paper 1505 (July
2015), Energy Policy Group, University of Exeter.
4) Gas Strategies, Asian Gas Hub: A Long Revolution in the Making. October, 2015; M. Herberg,
“US, Japanese, and Asian Energy security in a New era,” NBR Special Report, 5
(April 2015); P. Hughes & D. Muthmann, “Gas in Asia: From Regional Premium to Global
Commodity?” Pacific Energy Summit 2015 Beijing, Summit Working Pape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The Medium-Term Gas Market Report 2016: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IEA, 20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sian Quest for
LNG in a Globalizing M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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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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국가로의 러시아 가스 수출 (2003~2013) 단위: BCM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부
오스트리아

6

6

6.8

6.6

5.4

5.8

5.4

5.6

5.4

5.4

5.2

벨기에

0

0

2

3.2

4.3

3.4

0.5

0.5

0

0

0
0.3

덴마크

0

0

0

0

0

0

0

0

0

0.3

에스토니아

0.8

0.9

1.3

0.7

0.9

0.6

0.8

0.4

0.7

0.6

0.7

핀란드

5.1

5

4.5

4.9

4.7

4.8

4.4

4.8

4.2

3.7

3.5

프랑스

11.2

14

13.2

10

10.1

10.4

8.3

8.9

8.5

8.2

8.6

독일

35

40.9

36

34.4

34.5

37.9

33.5

35.3

34.1

34

41

그리스

1.9

2.2

2.4

2.7

3.1

2.8

2.1

2.1

2.9

2.5

2.6

아일랜드

0

0

0

0

0

0

0

0

0

0.3

0.5

이탈리아

19.8

21.6

22

22.1

22

22.4

19.1

13.1

17.1

15.1

25.3

라트비아

2.4

1.2

1.4

1.4

1

0.7

1.1

0.7

1.2

1.1

1.1

리투아니아

2.9

2.9

2.8

2.8

3.4

2.8

2.5

2.8

3.2

3.1

2.4

네덜란드

2.3

2.7

4.1

4.7

5.5

5.3

4.3

4.3

4.5

2.9

2.9

스위스

0.3

0.3

0.4

0.4

0.4

0.3

0.3

0.3

0.3

0.3

0.4

터키

12.9

14.5

18

19.9

23.4

23.8

20

18

26

27

26.7

0

0

3.8

8.7

15.2

7.7

11.9

10.7

12.9

11.7

16.6

영국
소계

100.6 112.2 118.7 122.5 133.9 128.7 114.2 107.5 121 116.2 137.8

동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0.2

0.3

0.4

0.4

0.3

0.3

0.2

0.2

0.3

0.3

0.2

불가리아

2.9

3

2.6

2.7

2.8

2.9

2.2

2.3

2.5

2.5

2.9

크로아티아

1.2

1.1

1.2

1.1

1.1

1.2

1.1

1.1

0

0

0.2
7.9

체코

7.4

6.8

7.4

7.4

7.2

7.9

7

9

8.2

8.3

헝가리

10.4

9.3

9

8.8

7.5

8.9

7.6

6.9

6.3

5.3

6

마케도니아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폴란드

7.4

6.3

7

7.7

7

7.9

9

11.8

10.3

13.1

12.9

루마니아

5.1

4.1

5

5.5

4.5

4.2

2.5

2.6

3.2

2.5

1.4

세르비아

1.9

2.3

2

2.1

2.1

2.2

1.7

2.1

2.1

1.9

2

슬로바키아

7.3

7.8

7.5

7

6.2

6.2

5.4

5.8

5.9

4.3

5.5

슬로베니아

0.7

0.7

0.7

0.7

0.6

0.6

0.5

0.5

0.5

0.5

0.5

기타 국가

0

0

0

0.4

0.5

0.6

1.2

2.1

1.3

0.8

1.2

소계

44.6

41.8

42.9

43.9

39.9

43

38.5

44.5

40.7

39.6

40.8

총계

145.2 154 143.5 166.4 173.8 171.7 152.7 152 161.7 155.8 178.6

장기계약 물량 (TOP)

158.8 168.5 142.8 138.6 150.3 139.9 166

자료: Ralf Dickel, “Reducing European Dependence on Russian Gas: Distinguishing Natural
Ggas Security from Geopolitic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No. 95 (October 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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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0년대에 가스시장이 자유화되어 수요와 공급 펀더멘털에 의해 가스
가격이 형성되어 왔고, 영국은 1990년대 중반에 가스시장 자유화가 완성되었다.
대륙유럽(continental Europe)의 가스시장 자유화가 다소 늦게 1990년대 후반부
터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
다. 각 지역과 국가들의 가스시장 자유화에 관한 비교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스시
장 자유화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가스가격의 형성이 핵심이며, 시장
가스가격은 가스트레이딩허브(gas trading hub)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짐을 강조한
다. 가스트레이딩 허브란 다수의 가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자간 가스거래를 위해
모이는 거래소로 보통 대규모 가스수입 및 저장 시설이 존재하며 다수의 수입 운
송 파이프라인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LNG 수입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보통 이러한 조건들을 “물리적 허브”(physical hub)라고 하며, 이와 함께 대규모
가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이 아닌 가상의 금융선물거래 기능도 포
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가상의 허브”(virtual hub)라고 칭한다. 물리적
허브와 가상의 허브가 한 장소에 발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1983년에 루
이지애나의 핸리허브(Henry Hub)는 물리적 허브로서 저장시설과 사방에서 파이
프라인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가스선물거래는 뉴욕의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1996년에 등장한 영국의 가스허브인 NBP (National Balancing Point)도 가상의
허브이다. 아시아의 가스시장 자유화 논의에서 허브형성의 중요성이 독립 가스가
격지수 형성에 필수임이 드러나고 있다. 아시아의 가스트레이딩 허브의 등장은 싱
가폴, 중국,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으나, 입지면에서 싱가폴은 주로 LNG허브와
가상허브, 중국은 유일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와 LNG 물량이 집결하는 유일한 물
리적 허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가스시장이 자유화 되어 있지 않아
자유화에서 앞서는 일본이 우선적으로 LNG 허브로서 유리한 입장이다.5)
가스시장 자유화 비교연구에서 EU 가스시장 자유화는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U의 가스시장 자유화가 미국과 영국보다 늦은 이유는 러시

5) H. Rogers, “The Impact of Lower Gas and Oil Prices on Global Gas and LNG
Market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Working Paper (July 2015); H. Rogers
& J. Stern, “Challenges to JCC Pricing in Asian LNG Market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81 (Febr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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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스 의존이 높았기 때문이며, 러시아 가즈프롬社는 주요 유럽국가의 가스관과
국내가스 배급망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EU의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가 중심이 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EU 차원의 자
유화 법안과 규제를 적극 추진했으며, 2009년 이후 강화된 자유화 법안들이 집행
되었다. EC가 자유화 추진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등이
추진하는 아시아 가스 시장 자유화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시아에는 국가를
넘어서는 집행기구가 없는 점이 지역 차원의 공동 가스시장 등장에 큰 걸림돌이
다. 2007-2014년 동안 자유화 결과 북서부 유럽의 가스가격은 독립허브가격
(gas-on-gas price)의 비중이 88%, 중동부 유럽의 독립허브 가격 비중은 50%에
달했다.6) 북서부유럽의 경우 유가연동가격은 이제 12% 밖에 불과하다. 아시아는
아직도 유가연동 비중이 70-80%이다. 많은 연구들이 같은 기간 미국 셰일혁명의
여파로 LNG 수출 판도의 변화로 인한 유럽의 다수의 가스트레이딩 허브의 등장
이 이와 같은 가스가격의 시장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연구들은 국
제저유가로 인해 가스시장의 자유화는 더욱 급속히 심화되어 가스 가격의 시장화
이외에 특히 계약측면의 유연화와 시장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7)

Ⅲ. EU 가스시장 자유화
1. 냉전시대 EU-러시아 가스 관계 형성
지난 50여년동안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천연가스는

6) Andreas Goldthau, “Assessing Nord Stream 2: Regulation, Geopolitics, and Energy
Security in the EU, Central Eastern Europe & the UK,” EUCERS, King’s College
London (June 2016), p. 10.
7) X. Shi & H. M. P. Variam, “Gas and LNG Trading Hubs, Hub Indexation and
Destination Flexibility in East Asia,” Energy Policy, 96 (2016), pp. 587–596; J. Stern,
“Asian LNG Market Development to 2025: Pricing and Contractual Changes,” IEEJ
Energy Journal, Special Issue (June 2016); Younkyoo Kim, “Rethinking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under Low Oil Prices: A South Korean Perspective,”
2016 NBR Pacific Energy Summit Brief, June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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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현재 1차 에너지소비의 5%에 불과했지만 2006년 현재 25%까지 증가하
였다.8) 오스트리아 가스회사 OMV는 1968년 소련과 가스공급계약을 처음으로 맺
었으며,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이 소련과 장기 대규모
가스공급계약을 맺게 된다.9) 특히 독일과 이태리 2개 국가가 EU 15개 회원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스를 수입하던 대표적인 러시아 가스 수입국이었으며, 프랑스
는 3번째로 많은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였으나 양적인 면에서는 독일의 1/4, 이태
리의 절반에 머물렀다.10)
이와 같이 러시아 가스 수출이 주로 서구 유럽의 독일과 이태리에 집중됨으로써
독일과 이태리의 가스수입 회사와 러시아의 가스 수출 독점기업인 가즈프롬社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독일과
이태리의 전력회사들은 가즈프롬社와 10-35년 기간의 장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러시아의 가스공급 계약방식은 1960년대 초반 네덜란드 정부의 네덜란드
가스 수출 계약의 표본이었던 그로닝겐모델(The Groningen Model)을 벤치마킹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11) 첫째, 소위 “TOP”(take –or-pay)조항이다.
TOP 조항은 구매자인 유럽국가들이 판매자인 러시아 가즈프롬社에게 매년 최소
한의 구매량을 보증하는 것이다. 의무 구매 비율은 85%였다(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 70%로 낮아졌다). 구매자가 구매자측의 가스 수요가 아무리 감소해도 기존
구매의 85% 정도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함을 의미한다.12) 둘째, 구매자가
러시아가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도착지조항(Destination Clause)이
있었다. 셋째, 계약가스 가격은 가스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없었
기 때문에 경쟁연료 특히 원유가격에 연동된 지수인 유가연동지수에 의해 결정되
었다.13)
8) Pierre Noel, “A Market between US: Reducing the Political Cost of Europe’s Dependence
on Russian Gas.” Electricity Policy Research Group, EPRG Working Paper 0916.
(May 2009).
9) Noel (2009), p. 15.
10) Noel (2009), p. 15.
11) Andrey Konoplyanik, “Gas Transit in Eurasia: Transit Issues between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Role of the Energy Charter,”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Law, Vol. 27, No. 3 (2009), pp. 445-486.
12) Konoplyanik (2009), p. 448.
13) Noel (2009), p. 15; Dominique Finon and Catherine Locatelli, “Russian and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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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유럽의 가스계약은 안정적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우 경직적인 계약
으로 자유시장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었다. 가스개발의 고비용과 러시아가스전에
서 서유럽에 이르는 5000킬로미터의 운송비를 감안해 가스구매자와 가스판매자가
서로 리스크를 분담해 판매자는 물량리스크를, 그리고 구매자는 가격리스크를 부
담하는 방식이었다.
전반적으로 냉전기간 동안 소련가스공급은 미국과 소련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
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소련과 서구국가들의 에너지 상호의존은 심화되었
다. 소련-유럽 에너지관계는 상업적 관계에 머물렀으며 안보, 지정학의 영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 소련이 가스공급을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오히려 에너지회사 노사 갈등으로 공급이 여러 차례 중단된 경우가 있
었다.14) 특히 독일-러시아 에너지 상호의존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여, 흔히 독
일인들이 말하기를 독일 에너지정책에는 세 가지 도전과제가 있는데 첫째도 러시
아, 둘째도 러시아, 셋째도 러시아라고 말할 정도였다.15) 유럽과 특히 독일의 러
시아가스에 대한 의존은 미국의 안보적 우려사항이었다.
2. 1991-2008년 EU의 가스 시장 자유화
유럽에서 통신, 항공, 전력, 가스 산업 등 흔히 네트워크 산업으로 불리는 분야
는 오랫동안 공공소유아래 자연독점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1980년대 들어오
면서 통신과 항공분야에서 먼저 경쟁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전
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수직계열화된 에너지기업들에 대
한 개혁이 시작되었다.16) EU는 1990년대 들어 향후 EU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한가지로 러시아,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주변의 주로 에너지를 수출해야 하
Gas Interdependence: Can Market Forces Balance out Geopolitics?” LEPII, Working
Paper (January 2007).
14) Andrej Krickovic, “When Interdependence Produces Conflict: EU-Russia Energy
Relations as a Security Dilemm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6, No. 1
(2015), p. 12.
15) Sybille Rohrkasten and Kirsten Westphal, “Energy Security and the Transatlantic
Dimension: A View From Germany,” Journal of Transatlantic Studies, Vol. 10, No.
4 (December 2012), p. 336.
16) Rohrkasten & Westphal (2012),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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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법제화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꼽고 구체적 실행에 들어
가기 시작했다. “에너지유럽”에 적용할 모델로 EU 유럽위원회가 염두에 두고 있
던 가스시장 모델은 앵글로-섹슨 가스시장 모델로서 우선 경쟁과 다수의 공급자,
충분한 물량(liquidity)등이 존재하는 미국과 영국의 가스시장을 대륙유럽에 적용
하는 것이다.17) EU는 향후 “에너지유럽” 혹은 광범위한 유라시아 지역까지 포괄
하는 가스시장 아키텍쳐를 구축함에 있어서 앵글로-색슨 스타일의 가스시장과
EU 법제를 非EU 국가 생산국들에 수출함에 있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인
접근을 하였다.18)
EU는 특히 러시아의 유럽으로 가스수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럽
가스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유럽의 단일가스 시장형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개
혁을 시도하였다. EU 가스시장 모델에 관한 주요 개념들은 1997년의 제1차 EU
가스 지침(the First EU Energy Directives), 2003년의 제2차 EU 가스 지침(the
Second EU Energy Directives), 그리고 2007년의 제3차 에너지자유화법안
(TEP: Third Energy Package)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EU 에너지법제(EU energy archis)를 수출하게 된 첫 번째 다자적 수단이 에너
지헌장조약(ECT: Energy Charter Treaty)이었다. 동시에 ECT는 제1차 EU 가
스 지침(the First EU Energy Directives)이 공표되었다. 1991년에 네덜란드가
주도해 등장한 국가간의 에너지 교역, 운송, 투자 등을 규제하는 에너지헌장
(Energy Charter)은 1991년에 정치적 선언의 형태로 등장하였으나 1994년에는
구속력을 가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으로서 러시아를
포함한 51개국이 공식적으로 체결하기에 이른다. ECT는 본 조약이외에 에너지효
율 및 환경(Protocol on Energy Efficiency and Related Environmental
Aspects) 그리고 운송(Transit Protocol)에 관한 부속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8년 4월 각국의 국내비준을 거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19)
2003년에 공표된 제2차 EU 가스 지침(the Second EU Energy Directives)은

17) Konoplyanik (2009), p. 32.
18) EU의 1990년대-2000년대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전개에 대해서는 Dutton (2015)를 보라.
19) Tom Casier, “Russia’s Energy Leverage over the EU: Myth or Reality?”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 12, No. 4 (December 2011), pp. 4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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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너지커뮤니티조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1차 명령 이후 EU 가스시
장 모델에 관한 주요 개념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제2차 EU 가스 지침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EU가 ECT에 점차로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와 카스피해 국가들의 에너지 운송망을 제3자에 개방한다는 사안
이 양국간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 러시아 의회는 1994년에 체결한 ECT를 비준하
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ECT 대신 EU
가 추진 한 것이 에너지공동체 조약이었다. 1990년대 ECT 조항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러시아는 2000년대가 되면서 에너지헌장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등 대등한 파트너로 EU를 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정부는 새로운 제안에서 에너
지헌장을 대체할 ʻ유라시아에너지포럼ʼ을 제안하고 에너지운송과 경유를 관리할 국
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존 EU가 주도한 에너지 헌장에서는 러시
아와 같은 생산국의 이해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틀
속에서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유럽에 대한 가즈프롬
의 시장지배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EU는 2005년 그동안의 1차와 2차에 걸친 에너지자유화 조치 후속으로 전반적
인 EU의 가스와 전력 시장 현황과 경쟁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18개월에 걸
친 검토결과 EU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애물들이 아직도 유럽의 단일가스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 가스시장이 여전히 국가별로 분리되어있고 회원국간 연계와 통합 수준이 낮다.
2. 신규가스시장 진입자에 대한 장벽이 높다.
3. 시장투명성과 정보가 원활히 공유가 안되어 신뢰할 만한 가격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4.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제3자 접근권(TPA: Third Party Access)과 언번들링
(unbundling: 생산과 운송 분리)이었다.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가격은 러시아 가즈프롬社가 공개하지 않아 오랫
동안 공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EU가 TEP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수
출되는 러시아 가스 가격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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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야 러시아의 유럽 각국으로의 가스가격이 공개되었다.20)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가스 가격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들에 수출
하는 가스 가격과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하는 가스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
실이다. 예컨대, 러시아의 독일 수출 가스 가격은 1,000 입방미터 당 379 달러,
오스트리아로의 수출 가격은 397 달러인데 반해 체코는 503 달러, 폴란드는 525
달러였다.21)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의 근거는 해당 국가까지의 운송비용 등의 요인
보다는 러시아와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러시아 가스에
대한 대체 공급원이 없는 가스안보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러시아의 차별적인 불공
정 가스가격을 지불하고 있었다.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러시아와의 가스
계약은 유가연동의 장기계약으로 의무계약물량(TOP)와 도착지 조항을 추가로 가
지고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TPA였다. EU는 가즈프롬社가 가즈프롬의 유럽내 가스관
체제에 제3의 사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가스공급의 다변화를 저해해
왔다고 판단해왔다. EU는 1997년의 제1차 가스지침에서부터 TPA 조항을 삽입시
키고 이후 구체적인 자유화 조치로 추진하였으며, 그 요체는 현 가스사업자가 신
규공급자와 운송업자에게 가스관 사용권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말
EU 유럽위원회는 Gasunie, GDF, 독일의 BEB, Ruhrgas, 그리고 Thyssengas 등
5개 가스회사들을 대상으로 노르웨이에 지점을 둔 미국의 마라톤(Marathon)의 계
열사가 유럽의 가스관 사용권을 거부한 것을 두고 조사를 벌인바 있다.
가즈프롬社는 1990년대 들어 유럽 가스벨류체인의 하류부문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갔다. 하류부문 진출이란 유럽의 지역가스시장에 직접 진출해 트레이딩과
운송, 배급등을 담당하는 유럽의 지역가스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즈프롬社의 마케팅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22) 가즈프롬社가 이와 같
이 확대한 것이 16개 국가에 걸쳐 20개 회사에 이른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중반에 가즈프롬社가 독일에 설립한 윈가스社(Wingas)이다. 윈가스社는 가즈프롬
20) Mikael Wigell and Antto Vihma, “Geopolitics Versus Geoeconomics: The Case of
Russia’s Geostrategy and Its Effects on the EU,” International Affairs, Vol. 92, No.
3(2016), p. 615.
21) Wigell & Vihma (2016).
22) Finon & Locatelli (200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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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가 독일의 BASF-Wintershall과 합작으로 설립한 마케팅 자회사로 독일 가스시
장 공급의 13%를 차지하였다. 윈가스社는 독일에서 규모로는 7위의 가스회사로
2010년 현재 27BCM의 가스를 판매하였다. 가즈프롬社는 윈가스社를 통하여 독
일가스시장의 주된 도매공급자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벨기에, 영국, 프
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주변국의 가스직접 판매의 길을 열어 놓
았다. 자회사인 윈가스운송社(Wingas Transport)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연결
되는 가스관과 독일내에 가스배관망을 운용한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자산교환(asset swapping)의 형태로 이루어져 러
시아가 독일의 다운스트림에 진출하는 대신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생산 지분을 갖
게 된다.23) 러시아는 서유럽뿐 아니라 발트해 3국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
바키아 공화국 등에서도 이와 같은 다운스트림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마케팅
자회사는 2009년 현재 60여개 까지 증가하였다.
언번들링 규제에 의하면 가즈프롬과 같이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동시에 가스
관을 통해 운송까지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에너지 부문에서 생산과 유통 영역을
분리하여 에너지 부문의 경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경유국의 가스관운영회사
의 지분을 보유할 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소비국내의 가스판매와 공급체계에 직접
참여하며 현지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과의 합자와 지분참여의 형태로 정유소와 항
만 시설에도 진출하는 등 온전한 벨류체인(entire value-creation chain)을 구축
해온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유럽 가스시장의 관행이었던 번들링 방
식은 수직계열화된 하나의 기업이 생산에서부터 배관망을 통해 운송까지 담당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방식이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하고 공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가즈프롬은 독점적 배
관망 구축과 유럽 등 러시아산 가스의 진출 시장내 수직계열화 작업에 노력을 기
울여왔으며, TOP(take or pay)방식의 계약을 통해 20-30년 기간의 장기적 추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관철해 왔기 때문에 EU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가즈
프롬은 경쟁의 강화와 이윤의 감소, 장기계약물량의 감소에 따른 투자의 위축, 유
럽에 확보해둔 생산과 판매 조직의 분리 등 복잡한 계열분리 작업등을 진행해야

23) Finon & Locatelli (200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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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U는 2007년 3월 제3차 에너지자유화조치(TEP: Third Energy Package)가
공표되면서 EU 에너지자유화 조치는 ”가즈프롬 조항“(Gazprom Clause)를 통해
가즈프롬의 유럽내 판매망 구축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
갔다. EU는 EU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애초의 완전한 자유화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점진적인 자유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3. 2009년 이후 가스시장 자유화 강화: 가스가격, 계약방식 변화, 가스 트레
이딩 허브 등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U는 EC가 중심이 되어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자유
화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주로 가스가격과
계약상의 불공정성을 개혁하는 측면과 운송인프라 관련 독점을 개혁하는 두 가지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의 점진적 자유화 조치에 이어 20003년에는
TPA와 생산/운송 분리 등의 핵심적 규제조치들을 도입한 이후 2009년부터는
TPA와 생산/운송 분리가 본격적으로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24)
2009년을 기점으로 유럽 수출 러시아 불공정 가스 가격과 계약적 측면에서의
장기계약, 의무물량(TOP), 도착지조항 등의 특징들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상
업적 생산단계로 접어들면서 빠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미국 셰일혁명의 국
제적 파급효과가 일차적으로 유럽 가스시장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미국은 셰일혁
명으로 가스가격이 하향화하는 추세였고 이러한 북미의 저가 천연가스는 유럽의
고가 러시아 유가연동 가스가격과 점점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에
공급되던 카타르 등 중동산 가스 현물물량은 이와 같은 가격차이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말∼2012년 초에 유럽가스 수입국들이 러시
아의 유가연동 가스가격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가즈프롬과 주요 유럽 수입국 간
에 가스가격 재협상이 집중되게 된다. 2008∼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유럽
의 천연가스수요가 3% 감소했으나 2009년 말∼2010년 초는 추운겨울로 가스수
요가 회복되어 2009년 초부터 유가연동 가격은 북미가격/현물가격과 괴리되기 시
24) Goldthau (2016), p. 10.

EU 가스시장 자유화와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전략 변화 47

작해 유가연동 가격은 현물가격의 2배에 이르게 된다. 2009~2011년 사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PNG 대신 중동, 아프리카 LNG 수입을 늘렸다. 가즈프롬은 같은
기간 20 BCM 정도의 물량 손실을 보았으며 유럽 공급물량의 15%를 현물가격으
로 공급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현물 거래가 유럽 가스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
게 되었다.25) LNG 현물가격과 러시아의 장기 파이프라인 가스 가격이 점차로 수
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26) 2012년 9월 유럽위원회(EC)는 공식적으로 가
즈프롬의 불공적 가격과 계약관행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4
월 약 3년간의 조사에 기반해 가즈프롬을 제소한 상태이다.
가격체계와 계약방식의 변화가 비교적 수월하게 시장변화와 함께 시작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TPA, 생산/운송 분리와 관련된 자유화 조치들은 국가들간의 이견으로
상당한 논쟁을 겪게 된다. TEP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하는 TPA, 생산/운송
분리는 첫째, 유럽으로 수입되는 가스관 인프라의 소유와 운용에 관련된 것으로
러시아와 같은 가스를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동시에 유럽통과 가스관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요체이다.27) 둘째, 유럽 국가로 연결되는 가스관 인프라
의 소유와 운용은 별도의 기구를 유럽국가가 조직해 하도록 하였으며, 유럽 국가
들이 양자 협약에 의해 러시아와 같은 제3국가와 가스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에는 EC가 직접 개입해 EC의 자유화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도록 한 것
이 가장 큰 변화이다.
TPA 조항(TEP 13조)이 본격 적용되면서 가장 먼저 논쟁을 야기한 것은 OPAL
(Ostsee Pipeline Anbindungsleitung) 가스관이었다. OPAL 가스관은 2011년 개
통된 독일-러시아간 해저 가스관 북부스트림(Nordstream)의 육상연결 가스관이
다. OPAL은 80% 지분을 윈가스(Wingas)가 소유하고 있는데 윈가스는 독일의 윈
터쉘(Wintershall)과 러시아의 가즈프롬의 합작회사로 TPA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다. EC와 가즈프롬은 여러 차례의 협상후 OPAL은 TPA의 면제사유에 해당된
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나, EC는 대신 OPAL의 최대 수송용량인 35 BCM에 제한을

25) Goldthau (2016), p. 10.
26) Anthony J. Melling, “Natural Gas Pricing and Its Future: Europe as the Battleground,”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0.
27) Goldthau (201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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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로 결정하여 가즈프롬은 OPAL을 통해서는 최대 수송용량의 50%밖에 운송할
수 없게 되어 독일을 통과한 러시아 가스는 체코 국경을 통해 제한된 가스량만
공급되게 되었다.28) EC의 이와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독일을 통해 가
스를 동유럽에 공급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경유국
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EC의 TPA와 가즈프롬
조항을 통해 가즈프롬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조치들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지만 러시
아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가즈프롬 조항의 완화를 추구해왔다. 러시아가 유럽으
로 수출하는 가스의 50%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을 통해 다변화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며, EC는 우크라
이나를 유럽의 에너지체제와 정치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경
유국으로 유지하면서 반독점 불공정 개혁을 통해 자유화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이
다. 골드타우(Andreas Goldthau)와 같은 학자들은 EC는 자유화 조치들을 통해
소비자선택, 경쟁과 트레이딩과 같은 가스시장의 통합과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영향력약화와 같은 지정학적 목적
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9) 피라니/야피마바(Pirani & Yafimava)는 2016년
그들의 글에서 “EC는 점점 비논리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규제적이기 보다는 정
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30)
북부스트림과 비슷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남부스트림이었다. 북부스트림이 독일
과 러시아가 양자협의에 의해 가스관을 건설해 주로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점이 상업적 전략적으로 중요) 독일을 가스 허브화해 동유
럽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한 반면 남부스트림은 이태리와 러시아가 양자협의에 의
해 가스관을 건설해 주로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 남유럽(발칸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다.31) 2007년 가즈프롬과 이태리의 에니(Eni)가 가스관 건설에
28) Goldthau (2016), p. 21.
29) Goldthau (2016), pp. 23-24.
30) Simon Pirani & Katja Yafimava, “Russian Gas Transit Across Ukraine Post-2019:
Pipeline Scenarios, Gas Flow Consequences, and Regulatory Constraint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No. 105, 2016.
31) Jonathan Stern, Simon Pirani, and Katja Yafimava, “Does the Cancellation of South
Stream Signal a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Russian Gas Export Policy?”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 Paper,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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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이후 2008-2011년 동안 남부스트림 건설을 위해 러시아는 6개의 유럽 국
가들과 국가간 협약(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s)을 체결하였다. 특히
불가리아 정부는 20%의 가스 가격 할인등을 약속 받는 등 남부스트림 건설의 중
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남부스트림이 TPA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다가 2013년 12월 EC는 공식적으로 남부스트림 건설과 IGA
가 EC법에 저촉된다고 발표하였으며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가스관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어 유럽-러시아 관계가 악
화되면서 남부스트림에 대한 EC의 규제는 더욱 강경해졌으며 2014년 12월 러시
아는 마침내 남부스트림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32)
북부스트림과 남부스트림에 대한 EC의 TEP과 TPA의 적용 과정에 대한 논쟁
에서 제기된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는 EC가 유럽에 우호적인 가스관인 나부코가
스관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TPA 50% 적용 면제를 받았으며, 나부코 후속으로
건설 중인 TAP(아드리아 횡단 가스관)가스관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TPA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EC가 유럽이 추진중인 가스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결
정을 하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가스관에만 엄격하게 자유화 규제를 적용한다는 일
부의 비난을 받고 있다.33) 유럽이 주도해 추진 중인 소위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가스관이외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수입가스관들은
EC의 TPA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제기되었다.34) 그린스트림(리비아이태리), 마그레브 유럽 가스관(알제리-모로코-스페인), 메드가즈(Medgaz: 알제리
-스페인), 트랜스메드(Transmed Pipeline: 알제리-튀니지-이태리), 갈시(Galsi:
알제리-이태리) 등의 가스관은 모두 TPA의 예외 인정을 받았다.35)
2015년 9월 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러시아의 가즈프롬社와 독일의 Uniper社를 위시한 컨소시엄은 노드
스트림2 건설에 합의하였다. 현재의 노드스트림과 거의 같은 해저에 병렬로 건설
해 각각 27.5 BCM의 용량으로 2개의 라인을 건설해 총 55BCM을 러시아가 독일

32)
33)
34)
35)

Stern, Pirani & Yafimava (2015).
Goldthau (2016), p. 23.
Pirani & Yafimava (2016).
Goldthau (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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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19년부터 수출하게 된다.36) 2016년 3월 7일 동유럽 국가들은 노드스트림2
건설에 반대를 집단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에너지대사인 아모스 혹스타인
(Amos Hochstein)은 노드스트림 건설이 냉전의 대립구도를 되살리고 있다고 염
려하였다. EU 유럽위원회의 에너지기후 커미셔너(EU Commissioner for Climate
Action and Energy)인 미구엘 카네테(Miguel Canete)는 노드스트림2를 상업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37)
노드스트림2 건설에 관해 EC 규제와 권한 특히 TEP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드스트림1의 경우와 같이 관
련 국가들의 합의와 계약에 따라 EU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건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드스트림2 건설에 관한 독일 등 해당 국가의 권한과 주권
을 더 중요시 하는 시각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노드스트림2 건설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EU가 노드
스트림2 건설의 직접적인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힘든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드스트림이 통과하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5개국 각국 정부라는 것이다.38) 한편 앨런 라일리 교수는 EU의 에너지
자유화 법안이 직접적으로 노드스트림2 건설과 운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
측한다. 라일리 교수는 TEP의 11조 조항을 지적하면서 EU 회원국의 기업이 아
닌 가즈프롬과 같은 기업이 EU의 영토안에서 가스수입 공급과 배급 관련된 사업
을 하려면 EU의 제3기업에게도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할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36조 조항에 의해 면제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 가즈프롬의 투자가 EU가스 시장에
서 자유경쟁을 도모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39) 노드스트림1의 경우는 아직 에너지자유화 법안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
문에 EC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노드스트림2의 경우는 자유화 법안이 완전
히 정비되어 훨씬 더 엄격히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가즈프롬

36)
37)
38)
39)

Goldthau (2016), p. 7.
재인용, Goldthau (2016), p. 7.
Karel Beckman, “Can Nord Stream 2 be stopped?” Energy Post, April 14, 2016.
Alan Riley, “Why Nordstream 2 Risks Failure,” Energy Post, December 4, 2015;
Alan Riley, “Challenging Putin’s Pipeline Strategy,”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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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드스트림2가 에너지자유화 법안의 11조에 따라 가스관 공급자인 가즈프롬이
가스관 소유와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40) (“unbundling”) 가즈
프롬의 가스관 소유가 EU의 에너지안보와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노드스트림2는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에너지안보를 저해한다는
것이 EC의 입장이다.
노드스트림2 컨소시엄 기업들의 입장은 가스관이 주로 해저로 건설되기 때문에
Third Energy Package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저 통과 이후 독일 국
경의 육상에 도달하는 이후는 TEP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걸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들이 모두 TEP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드스트림1의 경우도 육상의 부분만 적용이 된 경우였다. 라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해저가스관이라 할지라도 EU 법령은 200마일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s: EEZ)까지는 적용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해당 가스관
의 해저 100 킬로미터까지는 EU법 영역에 들어간다.41)

Ⅳ. 에너지안보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역사에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안보라는 문제를
유럽연합의 범주에서 집단적으로 초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국의 결
정에 맡겨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을 해왔다. 외관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에너지문제에 관한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문제에 관한 EU의 애매한 입장때문에 러시
아는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을 실현하고 유럽의 에너지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러시아-EU 에너지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학
의 논리가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러시아-EU 에너지관계는 안보화(securitization
of energy)되었다.42) 1990년대 러시아가 개혁개방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만
40) 가즈프롬은 노드스트림2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인 New European Pipeline AG의 51% 지
분, Eon, Shell, OMV and BASF/Wintershall은 각각 10% 지분, Engie는 9% 지분.
41) Riley (2015), Dece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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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러시아-EU 에너지 상호의존은 긍정적 측면에서 유지되었으며 유럽국가들도
러시아가스에 관한 “공급안보”(supply security)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러시아
도 “수요안보”(demand security)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43) EU 가스 소비는 더욱
더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오면서 500 BCM(해외 수입의존도가 50%를 넘게 되
는 중요한 수치임)을 넘어서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위식이 본
격적으로 고조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1. EU 대외에너지외교와 에너지연대
2000년만 하더라도 EU의 대외 에너지외교는 유럽의 러시아에너지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안보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EU는 공식적으
로 러시아가 에너지공급을 유럽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대외 에너지외교 차원에서 EU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러시아이외 에너지공
급과 운송국 다변화를 실행하였다.44) 유럽의 향후 점증하는 에너지수입의존도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주로 수요차원
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범유럽 에너지네트워크 사업(The Trans-European Energy
Networks programme (TEN-E))과 국가간 오일가스 운송사업(the EU-financed
Interstate Oil and Gas Transport to Europe programme (INOGATE))를 강조
하였으나 중앙아시아 수입을 위한 직접 가스관 건설을 적극 추진하려는 미국과는
견해차이가 존재했다.45) 에너지 공급차질이 생겼을 경우 EU 회원국들간 공동대
응 방안도 매우 미약했다. 에너지공급 차질 측면에서 세계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
는 원유보다도 아직 시장이 지역수준에 머물러 있고 운송과 저장등이 원유보다 훨
씬 더 제약이 많은 천연가스가 공급차질이 가져올 리스크는 훨씬 더 컸다. 액화천
연가스(LNG)는 세계적으로 사용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유럽은 아직 주로 파이프라
인 가스에 의존해 있고 국가간 연계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46)
42) Casier (2011), p. 501.
43) Casier (2011), p. 502.
44) Mathias Roth, “Poland as a Policy Entrepreneur in European External Energy Policy:
Towards Greater Energy Solidarity vis-à-vis Russia?” Geopolitics, Vol. 16, No. 3
(2015), pp. 600-625.
45) Roth (2015), p. 605.

EU 가스시장 자유화와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전략 변화 53

에너지시장과 규제가 아직은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시장과 규제의 국가적 분절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대
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에너지 위기시 국가적 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유럽연합이 나서서 국가적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에 머
물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럽연합 수준의 수단은 에너지시장 규제와 경쟁정책,
인프라 구축 등 이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유럽공동에너지 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폴란드이
다. 폴란드는 일찍부터 러시아가스 수입의존도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가스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폴란드는 신규 에너지인프
라 구축을 위한 EU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발트해 스비누체(Swiinoujscie)에
LNG 수입터미널 건설을 추진해왔다. 폴란드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PGNiG는
2006년 노르웨이 가스를 덴마크로 수입하기 위한 해저가스관 건설에 대한 과거에
중단되었던 사업도 다시 부활시켰다.47) 폴란드의 기본 입장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EU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러시아와의 양자 에너지협력이 이러한 공동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폴란드는 실제로 러시아 원유 수입 특히 가스 수입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2007년 현재 폴란드는 전체 13.7 BCM(Billion Cubic Meters)의 가스 소비
가운데 9.3 BCM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러시아 가즈프롬社로부터의
직접수입을 제외한 가즈프롬社가 합작회사로 만든 RosUkrEnergo가 수입하는 중
앙아시아 가스까지 합치면 실제 러시아의존은 이보다 더 높다.
러시아와 유럽(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은 총 7개 노선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경유국으로 하는 노선은 3개 (Brotherhood(드
루즈바 가스관), Polar Lights, Trans-Balkans)로 수송량은 175BCM에 달한다.
1999년에 개통한 야말 유럽(Yamal-Europe) 가스관은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폴란
드로 이어지는 것으로 33BCM을 공급한다. 우크라이나 경유 3개 노선이 총 유럽
공급량의 80%, 벨라루스 경유 노선이 약 15%를 차지한다. 나머지 5% 정도는 핀
란드 커넥터, 러시아-독일 연결 노드스트림, 러시아-터키 연결 블루스트림이 차지
46) Roth (2015), p. 605.
47) Roth (2015), p.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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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각각 20BCM, 56BCM, 16BCM 수송량이다.

<표 2> 러시아-유럽 연결 가스관 (단위: BCM)
가스관

루트

개통시기

2012년 수송량

Brotherhood

러시아-우크라이나-중부유럽

소련

130

Polar Lights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유럽

소련

25

Trans-Balkans

러시아-우크라이나-발칸

소련

20

Finland Connector

러시아-핀란드

1999

20

Yamal-Europe

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유럽

1999

33

Blue Stream

러시아-흑해-터키

2002

16

Nord Stream

러시아-발트해-독일

2011

56

자료: Ralf Dickel, “Reducing European Dependence on Russian Gas: Distinguishing Natural
Ggas Security from Geopolitic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ctober 2014,
OIES Paper, No. 95, p. 26.

폴란드가 특히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북부
스트림(Nord Stream) 이라는 해저 가스관이다. 2006년 4월 30일 당시 폴란드 국
방장관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는 러시아-독일 북부스트림 가스관 건설 합의를 21
세기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 언급하였다.48) 년 55BCM에 달하는
북부스트림은 우크라이나 통과 러시아 가스수출을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안보 차원
에서 폴란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유사시 독일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
면서 폴란드 공급만 차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경유시 폴란드가 가지
고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버리지가 반감되는 것도 폴란드에게는 문
제이다.49) 폴란드는 북부스트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던 2000년대 중후반 EU 정
부들을 상대로 EU가 러시아가스 수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취해서 러시아-독일
양자 협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북부스트림 대신 폴란드정부가 주장한
노선은 야말2(Yamal II)였다. 야말2는 벨라루스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악
화일로에 있던 러시아-벨라루스 관계와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에 개입하
여 서방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던 폴란드의 개입 때문에 러시아는 야말2보다는 북
48) Roth (2015), p. 608.
49) Roth (2015), p.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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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림건설을 최종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2007년 러시아는 이태리와는 남부스트림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
는데 남부스트림의 주요 공급국가 가운데 헝가리 불가리아 등이 있었다.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폴란드와 비슷한 정도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가지고 있지만 폴란
드와는 러시아가스 수입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달라 남부스트림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폴란드는 남부스트림에 대해서도 EU의 공동에너지 정책을 강
조하면서 반대를 위한 외교를 펼쳐왔다. 이러한 폴란드의 외교는 우크라이나의 경
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에너지공동체 조약(Energy
Community Treaty)에 가입시키고 러시아가 에너지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러시아는 2009년 최종적으로 에너
지헌장조약에서 탈퇴하였다. 폴란드의 이러한 에너지외교는 에너지시장에 경쟁과
자유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수단이라는 EU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
다.50)
유럽국가들의 러시아가스 의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EU
의 러시아가스 수입 의존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대 초 80%에 달하던
EU의 러시아가스 수입의존은 1995년 60%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40%대로
하락하였다. 천연가스 수입 방식도 다변화되었다. 2000년대초에는 대부분의 유럽
의 가스 수입은 가스관에 의한 것이었다. 유럽국가들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의
한 수입을 점차로 늘려가기 시작해서 2002년 이후 신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은 LNG에 의한 것이었다.
2005년 7월 영국이 유럽위원회 의장국이 되고 같은 해 G8 글리니글스(Gleaneagles)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스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우선적 어젠다로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들로 인해 유럽의 공동 대
외 에너지정책(EEEP: European External Energy Policy)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든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수요 폭증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에
너지시장이 공급자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된 것도 러시아-EU 에너지 관계가 변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고유가에 편승해 러시아는 러시아 국내 에너지시장에서의

50) Roth (2015),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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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역할을 늘리고 에너지회사에 대한 국가지분을 늘려갔다. 2003년에 푸틴대통
령이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Yukos)의 사장을 투옥하고 2005년 가즈프롬社에
대한 국가지분을 확대한 것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적인 러시아국가가
에너지를 점점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2004년에 시작
된 EU 확대도 러시아-EU 에너지관계가 정치화되기 시작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
으며, 더 결정적으로 2006년 1월에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에너지운송을 둘러싼
갈등이었다.51) 2006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위기가 시작되면서 유럽국가
들의 러시아 가스 의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러시아-EU 에너지 상호의존에
대한 본격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점점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자유시장적 원칙에 벗어나는 에너지 거래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
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유럽내 자회사 설립과 유럽 에너지 회사 지분
인수등을 두고 유럽국가들과 러시아는 충돌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52)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안정적인 가스공급국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럽은 에너지안보 강화 차원에서 非러시아 가스 수입을 서둘렀다.53) 유럽의 지
난 20년 동안의 러시아 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주로 ‘남부가스회랑(SGS:
Southern Gas Corridor)’ 구축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것은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
잔, 투르크메니스탄) 와 이란의 가스를 나부코(Nabucco)라고 불리는 파이프라인
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었다. 2006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불신과 러시
아에너지 의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2009년 7월 13일 터키, 루마니아, 불
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총리가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나부코 프로젝
트는 본격적 추진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부코는 이란의 가스를 연결하려던
원래 계획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주된 공급국을 아제르바이잔으로 방향 전환
하였다. 나부코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우선 수입국

51) Robert Larsson, Nord Stream, Sweden and Baltic Sea Security. FOI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2007); Robert Larsson, Russia´s Energy Policy: Security Dimensions
and Russia´s Reliability as an Energy Supplier. FOI (Swedish Defense Research Agency,
2006). Bertil Nygren, The Rebuilding of Greater Russia: Putin’s Foreign Policy
Towards the CIS Countries (London: Routledge, 2008).
52) Casier (2011), p. 503; Wigell & Vihma (2016), p. 609.
53) Noel (200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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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는 프로젝트로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형태의 라인이 제시되었다.54)
당시 EU 내부에서 EU-러시아 관계에 대한 논쟁을 주도한 것은 신규 EU 회원
국인 폴란드였다. 폴란드가 당시 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유럽에너지안보 조약
(European

Energy

Security

Treaty)이었다.55)

당시의

폴란드

수상인

Marcinkiewicz가 주도한 것으로 200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
진 에너지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연대와 소위 “에너지나토”의 창설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의 “에너지나토” 구상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다
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독일은 폴란드의 이러한 구
상을 에너지를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와 연계시키고 지나치게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정책으로 오히려 EU-러시아 에너지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국, 소비국, 경유국을 포함하는 좀 더 협력적인 에너지 안보개념이 더 적합하
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 유럽 에너지연합 (Energy Union)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이제는 에너지안보 문제를 초
국가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에너지연합(Energy
Union)에 대한 공식적 제의를 처음 한 것은 2014년 4월 당시 폴란드의 수상이자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 의장인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였다. 파이낸
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제시한 터스크의 에너지연합 구상은 주로 우크라
이나 사태가 가져온 EU의 러시아가스 의존 문제에 기반해서 EU 회원국이 공동으
로 가스를 구매할 공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a “single European body
charged with buying its gas”)이 기본 맥락이다. 터스크의 구상은 러시아 에너
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유럽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기본 인식에 출발하여 해결책
으로 러시아가 가스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리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EU가 1950년대의 EURATOM과 비슷한 가스공동구매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
안하고 바로 이것이 에너지연합의 근간이라는 것이다.56) 2006년에도 폴란드는
54) Noel (2009), p. 10.
55) Roth (2015), p. 611.
56) Karel Beckman, “Mr Tusk, on what planet do you live (and in whic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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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나토”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
으며 특히 독일과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 건설을 발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타격
을 받은 바 있다.57) 터스크의 에너지연합 구상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동조를 얻
는데 실패하였는데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공급이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 현재 러시아
와 유지하고 있는 유리한 가스공급 조건이 EU차원의 집단적 계약이나 단일 가스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독일에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헝가리의 수상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도 터스크의 에너지연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터
스크가 강조한 에너지연합의 또 다른 구심점 가운데 한 가지는 석탄, 셰일가스 등
과 같은 화석연료 활용과 관련된다. 터스크는 석탄을 유럽 에너지안보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며 EU 회원국 어떤 국가도 석탄과 셰일가스 등을 개발하는데 제
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58) 미국 호주 등 새롭게 등장한 원유와 가스
생산국과의 협력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59)
터스크구상은 지나치게 폴란드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안보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EU를 대변하는 구상이 되기는 힘들다
고 보는 견해가 대세였다. 터스크의 에너지연합 구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EC는 이후 1년동안 집행위원의 에너지연합 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에너지연합
이 국가들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질 상황에서 연합구상을 다시 되살린 것이 EC였
다. 2014년 11월 EC는 새로운 리더(European Commission President)를 맞이하
였는데 그 리더가 쟝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였다.60) 융커 커미션은
에너지연합을 가장 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융커 커미션
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커미션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7명의 부위원장 (vice
president)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스페인의 미구엘 카네테 (Miguel Arias
April 24, 2014.
57) Roth (2015).
58) Goldthau (2016), p. 24.
59) Marco Siddi, “The EU’s Energy Union: A Sustainable Path to Energy Security?”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51 No. 1(2016), pp. 131-144.
60) Kacper Szulecki, Severin Fischer, Anne Therese Gullberg, and Oliver Sartor, “Mapping
the Energy Union: Between National Potitions and Governance Innovation in EU
Energy and Climate Policy,” Climate Policy, Vol. 16, No. 5 (2016), p.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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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ete)가 에너지/기후변화 커미셔너, 알렌카 브라투첵(Alenka Bratusek)이 에너
지연합 커미셔너로 임명되었다. 터스크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에 대한 반응의 측면이 큰 반면, EC의 에너지연합 구상은 터스크 구상보다
활씬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유럽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V.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구도는 기존 중동,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공급구도에서 미국, 호주, 동아프리카 등이 신흥 생산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변
화된 공급구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EU는 소비국 입장에서 이러한 구매자 위주 시
장으로의 재편에 편승하기 위하여 가스시장 자유화와 통합을 추진해왔다. EU는
기존 EU-러시아 에너지관계를 재규정하고 있다.61) 러시아도 러시아-EU 에너지
관계를 재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시각에서 본 러시아-EU 관계의 핵심은 EU가 제
기하는 에너지안보 개념이 지나치게 소비국입장의 공급안보만 강조하기 있기 때문
에 러시아와 같은 공급국시각의 수요안보를 감안한 새로운 균형된 유럽에너지안보
개념의 도출이다. 러시아 국내 현황을 보자면 국내 가스 수요감소로 해외 가스수
출에 대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62) 유럽의 수요확대에 맞춰 서시베
리아 가스전과 야말 가스전에 과잉투자한 결과 생긴 100 BCM 정도의 잉여 가스
물량이 문제다. 서시베리아에서와 야말의 가스생산비가 점점 상승한다는 것도 문
제이다.63) 저유가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자와 가격과 시
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러시아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을 포함
한 다수의 신규 LNG 플레이어들과 시장점유율과 가격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러시아는 보고 있다.64) 러시아의 기본전략은 2030년, 2040년까지도 유럽의 주요
61) Wigel & Vihma (2016).
62) Alexander Gusev & Kirsten Westphal, “Russian Energy Policies Revisited.” SWP Research
Paper, RP 8, December 2015, p. 18.
63) Gusev & Westphal (201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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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스공급국으로 남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유럽 가스 수요의
30%, 가스 수입의 70% 정도를 계속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가
스 수출량으로는 약 178 BCM, TOP 계약 의무 물량 기준으로 79 BCM이 목표
이다.65)
EC는 2016년에 EU의 LNG 전략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연구들이 러
시아 가스 다음으로 향후 유럽의 가스수요는 글로벌 LNG 수입으로 충당될 것으
로 보고 있다.66)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LNG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천연가스의 33% 가 LNG로 거래되었다. 현재는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
아가 가장 많은 LNG를 수출하고 있지만 2015-2020년 기간동안 이러한 구도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카타르를 제치고 1위의 LNG 수출국이 되고
2020년까지 미국은 호주 카타르 다음으로 제3위의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67) 그동안 유럽 가스시장에서 LNG는 2차적인 역할에 그쳤었다. 최근
LNG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던 카타
르 LNG가 유럽으로 공급되면서이다.68)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가스 과잉생산
상태였고 유럽은 가스시장 자유화와 단일가스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가스對가스 경쟁(gas-to-gas competition)이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
한 이유로 최근 10년동안 유럽에서 LNG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허브 트레이딩 거
래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 대체를 위한 LNG 수요 급
증으로 유럽으로 유입되던 LNG가 다시 아시아로 재수출되면서 유럽의 LNG 트레
이딩은 변화를 겪게 된다. 2014년 현재 유럽 가스 수입의 80%는 가스관을 통해
서였고 20%만이 LNG였다. 2015년 현재 유럽의 LNG 수입터미널 용량은
191BCM이며 추가로 23BCM을 건설중에 있다. 2010년의 유럽의 LNG 터미널 가
동율은 53%였으나 2014년에는 19%로 급격히 떨어진 사실을 보면 동북아 LNG

64)
65)
66)
67)

Gusev & Westphal (2015), pp. 22-23.
Goldthau (2016), p. 17.
Goldthau (2016), p. 29.
Silva Colombo, Mohamed El Harrak, and Nocolo Sartori, The Future of Natural Gas
(Italy: IAI, 2016), pp. 105-106.
68) Colombo, Harrak & Sartori (2016),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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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유럽 LNG 시장이 급변했음을 알 수 있다.69)
2014년 6월 이후 저유가가 지속되어 현재는 LNG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으나
2020년경부터 유럽의 LNG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가스 시장은 개
방되어 있고 허브가 형성되어 있어 유연한 단기계약을 통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아시아의 LNG 시장이 5년 이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유럽LNG
시장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아시아 LNG 시장은 우선 일본이 원자력
발전 재가동으로 LNG 수입증가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국은 LNG 보다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가스
관수입을 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LNG 소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70)
미국의 헨리허브 가스 가격이 미국 LNG의 유럽수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LNG 수출을 위한 액화비용, 운송료, 재기화 비용을 최소
2-3 달러로 계산한다면 미국 현지의 헨리허브 가스가격이 4달러이하로 유지되어
야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6-7 달러 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가스시장이 더욱 더 허브 중심의 거래가 커지고 LNG 터
미널이 서유럽 뿐 아니라 동구와 남유럽 까지도 늘어나서 세계 LNG 시장과 통합
되어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 최근의 러시아독일의 양자 노드스트림 2 가스관등이 현실화되어 러시아 가스관 수출이 늘어난
다면 유럽의 가스 시장과 지정학은 미국의 이익과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가스관 다변
화 전략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SGC 사업은 2002년에 카스피해와 중동
의 이란가스를 공급원으로 하는 나부코가스관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을 공급원으로 하는 TANAP/TAP 가스관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까지 아제르바
이잔의 샤 데니스 가스전의 2단계 사업에서 가스생산이 25 BCM까지 증산될 것
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경유국인 그루지아와 터키의 수요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럽
으로 운송되는 양은 3-8 BCM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71) 투르크메니스탄, 카
69) Colombo, Harrak & Sartori (2016), p. 106.
70) Colombo, Harrak & Sartori (2016),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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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가스생산 능력은 상당하지만, 현재의 카스피해 영유권
과 관련된 운송의 난맥상으로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
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4년에 중국으로만 25BCM을 수출했지만 2020년까
지는 65BCM으로 증가할 예정이다.72) 옥스포드 에너지 연구소에 의하면 2030년
까지 카스피해 지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는 아제르바이잔가스가 유일할 것
이며 총생산량인 30 BCM의 절반 정도인 15BCM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될 것으
로 보았다.73) 서방 제재에서 해제된 이란도 유럽에 가스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
측되지만 가스 수출은 원유수출과 달리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프라 투
자 비용만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0년까지 이란의 가스 생산 능력
은 290 BCM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럽에 공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74)
본 논문에서 제시한 EU의 변화는 글로벌 가스시장 재편이 지역 천연가스/LNG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가스시장이 구매자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동북아 LNG 소비국간 협력이 중요하다
는 점이다. EU의 경우처럼 가스가격과 계약의 경직성 타파를 위한 자유화 조치들
은 비교적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주는 교훈은 2009년과 같이
유럽에서의 다수의 가스 트레이딩 허브의 등장이 계약과 가격 측면의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장적 측면의 변화보다 러시아가 독일과
이태리 등과 같이 양자 가스 계약을 통해 EU 차원의 에너지 연대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이 정치적 변화, 지정학적 변화가 시장측면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2009년 이후 강화된 자유화 법안 집행의 이면에는 EC가
있는 반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등이 추진하는 아시아 가스 시장 자유화는 우
선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가스 트레이딩 허브의 중심국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시아에는 국가를 넘어서는 집행기구가 없는 점이 지
역 차원의 공동 가스시장 등장에 큰 걸림돌이다.

71)
72)
73)
74)

Colombo, Harrak
Colombo, Harrak
Dickel (2014), p.
Dickel (2014), p.

& Sartori (2016), p. 14.
& Sartori (2016), p. 14.
26.
26.

EU 가스시장 자유화와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전략 변화 63

EU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동북아 지역의 가스가격과 트레이딩 허브 형성은 한
국, 중국, 일본, 싱가폴 가운데 어느 지역이 주된 지역이 되는냐에 따라 러시아가
주도하는 가격으로 러시아가 중국, 일본, 한국 가스시장을 점유하느냐 혹은 미국,
호주 등이 세계 LNG 가격으로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을 차지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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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beralization of the EU Gas Market and EU’s Changing
Energy Strategy towards Russia

Younkyoo Kim
75)

During the Cold War period, Soviet natural gas supply to Western Europe was
stable even as US-Soviet tensions were high. In the 1990s-2000s, the European
Commission pushed for the liberalization of gas market and electricity markets
through three stages. The year 2009 was a turning point after which Russia’s
unfair gas prices and other contractual characters such as long-term contracts,
Take-or Pay, and destination clauses began to weaken with the deepening of
US shale gas revolution. It is unlikely that EU member states will soon converge
politically on a truly shared gas vision and integrated gas market in Europe.
Russia’s strategic partners and client countries in Europe have an interest in
resisting gas market integration. A case in point is the recent signing of
Nordstream 2 between Russia and Germany. From Russia’s standpoint, the issue
of energy security in EU–Russia energy relations is overwhelmingly oriented
towards security of supply. There is a distinct lack of a conception of energy
security as security of exports and demand. Gazprom might consider a strategy
to flood Europe with cheap gas in 2016 to kill off U.S. LNG. Gazprom can
produce and export gas to Europe at a much lower cost than LNG from across
the Atlantic, and this approach would mirror Saudi Arabia’s strategy of keeping
oil production elevated in order to protect market share.
Key-words : Gas Market Liberalization, EU Energy Security, Energy Union, Russian
Energy Strategy, Gas Trading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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