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NG 도입의 전략적 고찰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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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혁명에 뒤이은 천연가스 수출
은 한국과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 안
보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산 LNG 도입에 있어서 미국의 공급여건과
동북아 LNG 수급현황을 바탕으로 미국산
LNG 도입 타당성을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산
LNG는 원산지 가격으로는 향후 여전히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송비 및 액화, 재
기화 등 제반 비용을 반영했을 때 기타 지표
들과의 격차가 상당부분 수렴될 가능성이 있
다.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재판매가 가능
한 유연한 계약조건의 체결도 주요한 고려사
항이다. 한편 미국산 LNG 도입 물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에

있어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
이 가지는 함의가 크다.
미국산 LNG 도입은 수입다변화와 지정학
적 안전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미 경제동맹의 차원에서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이슈
를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추가함으로써 동
맹 관리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은 특히 정치적 측면에
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며, 이는 또한 기존 및
신규 구매선 관리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로 활
용될 수 있다. 향후 정책적 과제의 우선순위
는 이러한 복합적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및 양자 에너지 외
교의 기반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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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셰일 가스의 증산과 이에 뒤이은 타이트 오일(tight
oil) 생산의 증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도를 바꾸어놓았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수요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의 증대는 시장의 재고량을 증대시켰고,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국제 에너
지 시장을 구매자 우위로 전환시켰다.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미국
은 시장 안정자의 지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 잉여 천연가스 물량을 액화천연가스(이
하 LNG) 형태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석유 수출 역시 오랜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기존에 중동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아 국가들, 특히 한국
과 일본에 새로운 에너지 안보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은 셰일 가스의 증산이
가시화 된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산 LNG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에서는 중동과 동남아에 집중된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가스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내 LNG 도입량의 20%를 미국산 셰일가스로 확보하겠다는 ‘셰
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했고(지식경제부, 2012, 2), 이를 근거
로 2012년 한국가스공사(Kogas)는 미국의 사빈패스(Sabine Pass)로부터 연간 350
만 톤1)의 LNG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7월 미국산 LNG가 처음으로 국내에
인도되었다. 민간발전사인 SK E&S와 GS EPS는 2019년부터 각각 연간 220만 톤,
60만 톤의 셰일가스를 직접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박진석, 2017). 박근혜 정부에서
는 미국산 LNG 수입을 대미무역 압박에 대응한 원자재 교역 확대의 일환으로
검토했다(관계부처합동, 2016, 13).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 등 청정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본 계획에 따르면 발전부문에서 LNG 발전이 현재
18.8%에서 최대 37%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LNG는 이 증가분에 대응하여 도입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
1) 350만 톤 중 70만 톤은 프랑스 토탈(Total)社에 재판매하고 국내에는 최대 280만 톤을 도입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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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처럼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미국
산 LNG 도입이 가지는 타당성과 함의를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누
어 분석한다. 경제적 타당성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여건과 동북아 LNG 시장의
수급현황과 더불어 LNG 도입가격, 가스 재판매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으로부터의 가스 도입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반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의
관리라는 정치적, 안보적 함의를 동반하게 된다. 정치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지정학
적 차원에서의 공급다변화와 수송로 안보, 그리고 동맹 관리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미국산 셰일가스 공급여건과
동북아 LNG 수급동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산 LNG의 한국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미국산 LNG 수입이 가지는 경제, 정치적 함의
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천연가스 도입 요건과 LNG 가격결정 요인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서 가격 및 비용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로는 Cornot-Gandolphe(2005), Maxwell(2011), Ji(2014), Zhang(2016)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에너지 수입에서 도입가격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Maxwell(2011)은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수입 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특정국가의 천연가스 수입 포트폴리오를 구성
함에 있어 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Vivoda(2014),
Geng 외(2017), Shaikh(2017), Zhang 외(2017)가 있다. Vivoda(2014)는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공급중단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해야하며, 여기에는 공급 다변화,
수송 경로의 다변화, 에너지 접근성 확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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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고 지적한다. Zhang 외(2017)는 천연가스 도입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수입 가격 최소화, 국가 위험 최소화, 수송로 위험 최소화에 대해서 분석했다. Geng
외(2017)는 최적의 LNG 수입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연구에서 수입 가격, 수출국의
정치적 위험, 해상 운송 위험 등 LNG 수입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설명했다. Shaikh
외(2017)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계획에 대한 모델링에 있어서 다양성, 의존도,
공급여건, 수입비용, 수송거리,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에서 천연가스 도입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에 있어 도입가격
및 수요가 언급된다. 정치적 요인에 있어서는 천연가스 해상 수송로 안보 및 지정학
적 차원의 공급 다변화가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북미시장, 유럽시장, 아시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각 시장별 천연가스 가격은 상이한 편차를 보인다. 이는 특히 LNG와 같은
액화수송에 있어서 지리적 차이, 대규모 가스전이 없는 아시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
서의 가스 수요와 공급의 차이, 천연가스 계약조건의 차이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북미시장은 천연가스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유럽 및
아시아시장은 주로 유가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시장은
장기계약을 통하여 유가연동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유럽시장은 연료
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며, 아시아시장은 대규모 가스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급자
와 수요자 간 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차이가 있다(황광수, 2012, 340).
그러나 헨리허브에 기반한 북미시장의 셰일가스 등장으로 아시아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이 유가로부터 탈동조화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2) 아시아 이외 지역의 천연
가스 도입은 주로 파이프라인를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LNG를 사용하지만, 아시아는
LNG가 주요 천연가스 도입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시장의 LNG 공급 확대는
아시아 지역의 LNG 공급원과 경쟁을 통하여 기존의 가격결정 구조를 변화시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영구(2003)는 LNG 도입시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LNG 도입평가요
인을 직접계량화 항목, 간접계량화 항목, 정책적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3)
2) 1950년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연동 방식이었으나, 1970년대 북미지역의 가스가 본
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가스간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고 헨리허브가 등장하게 되었
다(황광수, 2007, 52).
3) 직접계량화 항목에는 도입가격, 도입품질, 수송비용, 구매자의 지분참여, 대금청구 및 지불
조건이 포함되며, 간접계량화 항목에는 계약기간, 계약물량, 의무인수조항, 도입패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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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격은 통상적으로 천연가스 원료비 32%, 액화처리비 47%, 수송비 13%,
재기화비 7%로 구성된다(IEA, 2015, 222). 전통적인 천연가스와 비전통적인 셰일
가스의 액화처리비･재기화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므로, 후술하는 본 논문의
천연가스 도입가격 비교에서는 원료비와 수송비가 주요한 변수가 된다.4) 본 논문에
서는 미국산 LNG 및 주요 경쟁 대상이 되는 LNG 가격 지표들의 전망치를 비교하며
전자가 가지는 경제적 타당성을 설명한다.

2. LNG 계약구조
류권홍(2009)은 LNG 매매계약에 대하여 “판매자는 도입계약에 따른 양과 가격에
LNG를 판매하고 적절한 인도지점까지 LNG를 운송하며, 구매자는 이를 구매, 인수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되 비록 구매자가 LNG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대금
을 지급할 것에 대한 합의”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LNG 계약은 판매자
가 계약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판매자 우위의 특수한 계약의 틀을 지녀 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결정은 판매자 우위의 경직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박진호(2017)는 전통적인 천연가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의무인수조항(TOP: Take
Or Pay)과 목적지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을 지적한다. 경직적 LNG 계약의
출현배경에 대해서 황광수(2016)는 위험부담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분담하
며, 판매자의 공급불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LNG 특성상 원유에 비해 수송비용이
높아 이와 관련된 재원을 조달하며, 구매자의 가스 재판매를 차단하여 잉여 천연가
스 물량의 시장에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천연가스 계약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한편 LNG 사업모델도 판매자 우위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 LNG 사업모델은
통합(Integrated), 사업자(Merchant), 톨링(Tolling)으로 나눌 수 있다.5) 미국에서

지 지정조건, 정책적 항목에는 제3자의 지분참여, LNG수송선의 국내건조 등이 각각 포함된
다(이영구, 2003).
4) 일반적인 헨리허브 연동 가스 도입가격 공식은           이다. 헨리허브 연동
가스 도입가격   는 t시점에서의 헨리허브 가격   에 헨리허브 연동계수(천연가스 원
료비가 하락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상수)를  를 곱하고 이를 액화비용 m과 수송비
용 n을 더한 값이다(도현재, 2015, 74).
5) 통합 모델은 사업자가 천연가스 상류부문과 액화설비, 판매까지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방
식이며, 사업자모델은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액화처리 후 판매하는 방식, 톨링모델
은 사업자가 액화처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도현재, 20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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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사업자, 톨링 모델을 사용하며, 이는 의무인수 조항이나 목적지 제한을
강제하지 않음으로 기존의 천연가스 계약조건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한다 (도
현재 2015). 이재승(2015)은 북미산 셰일가스 개발이 판매자 우위의 특수한 계약구
조에서 구매자 우위의 시장중심적인 체제로 이전시켰음을 지적했다. 미국산 LNG의
판매조건에는 특히 목적지 제한 조항에 있어서 전통적인 천연가스 계약에 비해
유연성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출이 증가되면서 국제 LNG
시장이 변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LNG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6)

3. 공급다변화 및 수송로 안보
수입되는 에너지의 공급안보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로는 Lieb-Doczy(2003), Wright(2005), Findlater(2010), Winzer(2012)를 들 수
있다. 공급다변화는 공급안정성의 대안이며, 수송로 안보는 공급안정성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공급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위험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이란 낮은 위험성을 가진 것이다”(Lieb-Doczy et al., 2003, 11).
도현재(2008)는 공급안정성을 “다양한 공급차질의 위험으로부터 공급조건(가격)의
급격한 변화 없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또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도
현재, 2008, 7). 다시 말하자면 공급안정성은 정치적,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해가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약 98%
를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공급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정학
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로는 Arora(2014), 셰일가스 수출로 인한 미국의 세계 에너지 권력 재편
및 동북아의 천연가스 공급안보를 분석한 연구로는 Butkiewicz(2012), Jaffe(2013),
Cordesman(2015), Shoichi(2016) Shukor(2016)를 들 수 있다. 특히 Cordesman(2015)
은 미국이 에너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치는 영향들로 에너지 가격, 이란 견제를

6) 목적지제한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목적지 보다 수요가 있는 곳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
되는 차익거래가 발생했으며,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카고 스왑(Swap), LNG Re-Loading, 현
물(Spot)시장 등이 있다(유시호,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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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주요 아시아국으로의 안정적 에너지 수출, 중국과 러시
아의 대아랍 관계 등의 정치적 요소들을 지적했다.
한편 김연규는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중동에 수입의존
도가 높은 반면, 수송로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김연규, 2015, 34). 이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송로가 말라카 해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말라카 해협은 “지리적으로 다른 해협보다 협소하며,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동량이 다른 해협에 비해 많은 편이며... 순다, 롬복 등 대체 해협을 갖고
있으나, 유사시 말라카 해협의 통과물량을 흡수할 만한 지리적, 운항 지원 기술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준범 외, 2005, 231). 이준범(2005)은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인으로 테러, 선박사고, 해적행위, 군사분쟁 등을
들고 있다. 남중국해 역시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의 영토분쟁에 따른
군사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이다.7) 그러나 Mills(2016)는 한국과 일본처럼 LNG 수입
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LNG 수송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수송로 안보를 근거로 공급다변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4. 한미동맹과 안보적 고려
동맹이란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하여 유사시 군사적 지원
을 포함하여 타국과 협정을 맺는 것이다(이우태, 2016, 54).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지속적인 심화를 통해 2008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
로 성장해 왔다(이혜정, 2004, 7; 김성한, 2010, 38-39).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정치
적 특성상 매우 긴요하지만,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도
긴요하다. 이러한 동맹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은 계약이나 협정 등의 결정에
있어서 자국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기대치를 반영하게 된다(황태희,
2013, 372).
7)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인 미스치프 리프(Mischief Reef) 주변
12해리 안을 미 해군 구축함인 존 매케인(John S.McCain)호가 통과하자, 중국 외무성은 “국
제법에 위반되며, 미국의 해상 작전은 또 다른 군사력을 강요 할 뿐”이라고 발표했다
(Buckl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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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경제거래의 정치경제적 의미나 국제관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는 김태
완(2007), 김형민(2017) 등이 있다. 김태완(2007)은 한미FTA 체결에서 정치적 결
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형민(2017)은 특정 국가 간 경제협력이 증가할수록
군사적 충돌이 적어질 수 있어 군사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국가 간 무역 등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성까지 전략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미국산 LNG 도입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여 한미 동맹의 내부적 결속을 공고히
한다는 정치적인 함의를 담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산 LNG 도입이 한미무역불균형
차원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한반도 유사시 동맹차원에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산 LNG 도입의 정치적 타당성을 고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수급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
히 천명해 왔으며(Kim, 2016), 미국 역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LNG 수출을
강조해 왔다(Joseph et al., 2012, 4).

Ⅲ.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능력과 동북아 LNG 수급현황
1.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능력
1)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 현황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국 내 가스
생산량은 2005년 23,456,822 백만입방피트(이하 MMcf)에서 2015년 32,914,647
MMcf로 약 40.3% 증가했다<표 1>.8) 천연가스 생산량 대비 셰일가스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5%에서 2015년 48%로 약 466.5% 증가했다. 미국은
8) 2015년 미국 셰일가스 생산지역은 펜실베니아(Pennsylvania) 4,597,000 MMcf, 텍사스(Texas)
4,353,000 MMcf,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1,163,000 MMcf, 루이지애나(Louisiana)
1,153 MMcf 순이다(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dnav/ng/ng_prod_shalegas_s1_
a.htm 검색일 : 201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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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힘입어 천연가스 수입량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천연가스 잉여 생산량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림 1>은 이러한 동향을
요약한다.
<표 1> 미국 천연가스 현황 (단위: MMcf)
’05-’15년
평균증감율

2005

2010

2015

천연가스 생산량(A)

23,456,822

26,816,085

32,914,647

40.3%

셰일가스 생산량(B)

1,990,145*

5,817,122

15,819,319

694.9%

비중(B/A)

8.5%

21.7%

48%

466.5%

수입량

4,341,034

3,740,757

2,718,094

-37.4%

수출량

728,601

1,136,789

1,783,512

144.8%

출처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홈페이지 재구성
주 : * 2007년 기준

<그림 1>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입 동향

출처: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naturalgas/importsexports/annual/)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11년 15,271 MMcf, 2016년 183,873 MMcf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지역은 중남미(47%), 아시아(30%), 중동(11%),
유럽(10%), 아프리카(2%) 순이다9). 미국의 2016년-2020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
9)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지역은 2016년 기준 칠레 29,405 MMcf (16.0%), 멕시코 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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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약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잉여분의 수출
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EIA는 202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연평균
약 1%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40년까지 미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2/3을 셰일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EIA, 2017).
한편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은 2012년 120조입방피트(이하 Tcf) 에서 2040년
203 Tcf로 증가할 전망이며, LNG 수출시장은 2012년 12 Tcf에서 2040년 29 Tcf로
2배 이상 성장하는데, 수출 증가량의 상당부분을 북미와 호주가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된다(EIA, 2016).

2) 가스수출 인프라 및 수출 제도
미국은 자국 내 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LNG 수입터미널을 계획하였
으나, 셰일혁명에 따른 가스 생산 증대로 LNG 수입이 감소하고 LNG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LNG 수입터미널을 수출터미널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현재 체니에르 파트너스(Cheniere Partners)社의 자회사인 사빈패스(Sabine Pass)
社가 액화기지로 변경 승인을 받고 액화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1,788
MMcf/day의 LNG를 처리할 수 있다(양의석 외, 2017). 건설이 예정된 사빈패스社
의 6개 LNG 액화기지를 모두 운영할 경우 최대 3,576 MMcf/d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예정된 미국의 주요 LNG 액화프로젝트를 모두 추진할 경우 32,758
MMcf/d를 처리할 수 있다(부록 참조).
미국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DOE)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출 심사시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지 혹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연가스 수출을 승인한다(도현재, 2015, 11).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비하여 셰일가스 추가 수출 승인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에너지 행정명령인 “에너지 독립 촉진과 경제 성장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에 따라 미국 천연가
스 수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되어 향후 미국의 LNG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MMcf(14.9%), 중국 17,221 MMcf(9.4%), 인도 16,915 MMcf(9.2%), 아르헨티나 16,661
MMcf(9.1%), 일본 11,137 MMcf(6.1%), 한국 10,166 MMcf(5.5%) 순이다(EIA, https://www.eia.
gov/dnav/ng/ng_move_expc_s1_a.htm 검색일 : 2017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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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동북아 LNG 수급현황
1) 한국의 LNG 수급 현황
한국은 세계 LNG 수입물량의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1,565,217 MMcf10)의 LNG를 소비했으며, 수입량11)은 1,533,716 MMcf로 천
연가스 수입률은 98%에 달하고 있다12)(IEA, 2017). 한국의 최종에너지 사용에서
천연가스(도시가스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0.3%에서 2015년 28.9%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이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량도 1990
년 105,661 MMcf에서 2015년 1,533,716 MMcf로 크게 증가했다(IEA, 2017).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198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2%(도시가스
22.6%, 발전용 9.6%)에 달했다. 1987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평균 17.3%(도시가
스 39.6%, 발전용 10.1%)로 증가했으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2%(도
시가스 4.3%, 발전용 8.8%)로 증가율이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수요가 연평균 0.34% 상승
할 것으로 전망했다.13)
한국의 LNG 수입처는 다른 동북아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
되어 있다<표 2>. 가스 수입 상위 4개국은 카타르 37.9%, 오만 12.3%, 인도네시아
11.4%, 말레이시아 11.2% 순이다. 이 4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스 수입을 차지하는
물량은 72.8%이다. 특히 카타르에 천연가스 수입의 37.9%를 의존하는 것은 일본,
중국(표3, 4)과 비교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장기
적인 수급 계획에 있어서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
10) IEA의 자료는 백만입방미터(Mcm: milion cubic meter)를 기준으로 사용되나 단위의 통일
성을 위하여 Mcm을 MMcf로 변환하였다(1  =35.314667  ).
11)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10년 19,105 MMcf, 2015년 6,639 MMcf 이다.
12) 2015년 기준 천연가스 사용 비중은 발전용 21,380 Mcm(48.2%)을 사용하고 있다(IEA, 2017).
13)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EIA는 2020년까지 연평
균 2.3%, 2040년까지 연평균 1.7% 증가를 전망했다(EIA, 2016, 39). 블룸버그(Bloomberg)
는 2024년 전까지 한국의 가스 수요 증가율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기 체결된 천연가스
계약물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박진호, 2017, 13). 2024년 이후에는 가스
수요가 소폭 상승하여 천연가스 수요가 기 체결 물량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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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물량
비중(%)

한국의 2015년 LNG 수입국 현황 (단위: MMcf)

카타르

오만

1,533,716 580,750 188,439
100

37.9

12.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174,914

171,311

11.4

11.2

호주

기타

113,643 77,339 227,321
7.4

5.0

14.8

출처: IEA(2017)

2) 일본의 LNG 수급 현황
일본은 세계 LNG 최대 수입국으로 2015년 기준 4,364,116 MMcf를 소비했으며,
이 중 발전용으로 3,199,191 MMcf를 사용했다(IEA, 2017). 한국은 공기업인 가스
공사가 중심이 되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반면, 일본은 다수의 민간 발전기업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14). 일본의 천연가스 사용 비중은 2014년 기준 발전용
63.1%, 도시가스용 28.8%이며, 전력생산에 있어 한국보다 LNG 비중이 크다(손승
욱 외, 2017, 38). 일본의 LNG 가스 수입국은 호주(22.9%), 말레이시아(18.7%),
카타르(15.8%) 순이며, 상대적으로 수입국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있다<표 3>.

<표 3> 일본의 2015년 LNG 수입국 현황 (단위: MMcf)
계
물량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4,049,356 928,069 757,182

비중(%) 100

22.9

18.7

러시아 인도네시아

UAE

기타

641,208 344,848 310,239

273,653 794,156

15.8

6.8

8.5

7.7

19.6

출처: IEA(2017)

일본은 2040년까지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직접적인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하지
않지만, 에너지 믹스 전환에 따라서 일본 에너지 소비의 천연가스 비중은 2020년
25%에서 2040년 30%로 상승한다고 전망된다(EIA, 2016, 39). 또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증가하는 LNG 수요량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물(spot)
계약을 통해 대응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14) 일본은 소데가우라(Sodegaura), 후츠(Futtsu), 히가시-오지시마(Higashi-Ohgishima) 등을
비롯하여 34개의 터미널을 운용중이다(IEA, 2017, Ⅱ-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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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NG 도입을 확대하고자 한다.15)

3) 중국의 LNG 수급 현황
중국은 200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천연가스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16.5%였지만, 2010년대 경기 둔화에 따라 2015년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여 5.2%를 기록했다(황광수, 2017, 56). 중국은 2016년 888,623 MMcf의
LNG를 수입했으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LNG 수입국이다(IEA, 2017). 중국은
천연가스를 2015년 기준 6,774,095 MMcf 소비했다(IEA, 2017). 2015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4,753,707 MMcf, 수입량은 2,056,585 MMcf이다(IEA, 2017).
2015년 기준 중국의 LNG 가스 수입국은 카타르(26.6%), 호주(25.6%), 말레이시아
(15.5%), 인도네시아(15.1%) 순이며,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분
산되어 있다<표 4>.

<표 4> 중국의 2015년 LNG 수입국 현황 (단위: MMcf)
계

물량
비중(%)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나이지리아 기타

888,623 236,608 227,780 137,727
100

26.6

25.6

15.5

134,196

70,629

19,423

62,260

15.1

7.9

2.2

7.0

출처: IEA(2017)

중국은 향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미중 간 LNG 거래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자국 내 셰일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LNG
수요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0.2%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대규모 LNG 프로
젝트를 가져오게 한 바 있으며, 중국의 LNG 수요는 향후 세계 LNG 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중요성을 갖는다(황광수, 2017, 58-59).

15) 일본의 미국산 LNG 확보현황으로 프리포트(Freeport)(오사카가스 220만 톤/년, 주부전력
220만 톤/년, 도시바 220만 톤/년), 코브 포인트(Cove Point)(스미토모 230만 톤/년, (이하
재계약)도쿄가스 140만 톤/년, 간사이전력 80만 톤/년), 캐머런(Cameron)(미쓰비시 400만
톤/년, 미쓰이 400만 톤/년, (이하 재계약)도호쿠전력 30만 톤/년, 파빌리언(Pavillion) 40만
톤/년, 토쿄전력 40만 톤/년, 도호전력 30만 톤/년, 간사이전력 40만 톤/년, 도쿄가스 52만
톤/년, 도쿄전력 40만 톤/년) 등이 있다(PFC Energy, 2014; 서정규, 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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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산 LNG 수입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1) 셰일가스 도입가격
미국산 셰일가스 가격경쟁력은 2011년 계약 초기에는 높은 편이었다<표 5>.
미국의 사빈패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했던 카타르 라스가스3(RasGasⅢ)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도입단가는 각각 $ 10.6, $ 15.3이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 연동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낮아졌으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망 아래 미국산 셰일가스의 가격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표 5>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
계약기간

생산국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도입단가
($/MMBtu)

계약시기

단기

*호주 등

Total

2012~2014

13.74

2012. 2

단기

*러시아

Gazprom

2012~2014

14.55

2012. 8

장기

**미국

Sabine Pass

2017~2037

10.6

2011.12.

장기

**카타르

Ras Gas Ⅲ

2013~2032

15.3

2012.2.

출처: * 감사원(2014), **감사원(2013)을 재구성
주: 유가 $ 100, 환율 1,100원/달러, 도착도 기준

미국산 LNG는 천연가스의 원가인 헨리허브 비용에 수송비용, 액화비용의 합산
가격으로 산출한다. 2017년 헨리허브 가격은 단위열량당(MMBtu) $2.37수준이다.
향후 미국산 헨리허브 가격 전망에 있어 포텐 & 파트너(Poten & Partners)社는
2025년 $4/MMBtu,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社는 2030년 $4/MMBtu를 전
망했다(유시호, 2017). 반면 EIA는 두 기관보다 높게 2030년 $ 6 /MMBtu를 전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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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IA, 2017). 아시아로의 미국산 LNG 수송비의 경우 $1.11/MMBtu(유시호,
2017) ~ $1.57/MMBtu(송주미, 2015)로 선행연구별 차이가 존재한다.16) <표 6>은
헨리허브 가격이 $2 ~ 5를 일 때, 선행연구별 미국산 LNG 도입가격 전망치를 비교
하였으며, 미국산 LNG 도입 가격 전망은 $7 ~ 11.6/MMBtu 수준으로 나타난다.
유가연동 장기계약의 한국 LNG 도입 평균가격은 2016년 $7.82/MMBtu, 2017년(1
월-7월) $9.09/MMBtu 수준이다17)(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2017).

<표 6> 미국산 셰일가스 가격 전망 ($/MMBtu)
헨리허브 액화비용 수송비용

한국경제경영연구원
(2012)

$2~5

$3

$3

한원희(2016)

$2~4

$3

$1.7~1.9*

인도비용
(합계)

비고

$8.6~11.6 송유관 이송 손실비용 $0.6
$7~9.5

헨리허브에 115% 할증

*주: 총 합계(인도비용)에서 헨리허브와 액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였음

유가에 연동된 아시아 LNG 가격은 향후 $9/MMBtu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한
원희, 2016, 12), 미국산 LNG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러시아산 야말 LNG 도입가
격은 $10.11/MMBtu 수준으로 예상된다18). 호주산 LNG 가격은 수송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2018년 $7.30/MMBtu가 예상된다(호주산업혁신과학부 Resouces and
Energy Quarterly, 2017).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어 미국산 LNG 도입
가격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가격 범위가 넓게 예측됨에 따라
상당부분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산 LNG의 경쟁력은 향후 유가 및 카타르,
러시아, 호주 등 주요 생산국과의 상대적인 가격 및 물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
다. 이는 2020년 중반 한국의 장기물량 신규 계약 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산정
및 계약 조건들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16) 플랫츠(Platts)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수송비는 파나마운하
이용시 $1.11/MMBtu, 남아프리카 희망봉 통과시 $1.56/MMBtu, 수에즈운하 통과시
$1.71/MMBtu이다(유시호, 2017, 26).
17)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는 $/ton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되나, 단위의 통일성
을 위하여 $/ton을 $/MMBtu로 변환하였다.(1MMcf=22.260ton, 1MMcf=1,015MMBtu).
18)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러시아 야말-LNG 도입가격은$ 9.41/MMBtu(FOB)
기준이며(한혜진, 2013), 천연가스 수송비 $0.70/MMBtu를 합산하였다(송주미, 201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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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재판매 가능성과 계약구조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가스 수요 전망 대비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계약물량<표 7>을 보면 수요 대비 향후 부족분이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장기수요
대비 확보물량은 약 275만 톤이 부족하며, 2029년 기준 장기수요 대비 확보물량은
약 1,513만 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천연가스 장기 수요전망의 정확성은 떨어지며,
장기 수요전망에 근거하여 정확한 소요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표 8>.
장기 수요전망에 근거하여 계획 물량을 들여오지만, 가스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천연가스 계약구조가 필요하다.
<표 7> 천연가스 수요 전망 대비 계약물량 (단위: 천 톤)
2022년

2029년

1)

2)

*계약물량(A)

31,220

19,520

**12차 장기수요(B)

33,962

34,651

부족물량(A-B)

-2,750

-15,131

출처: * 한국가스공사(2016), ** 산업통상자원부(2015)
주: 1) 계약만료 프로젝트 제외: BADAKV(’17), MLNGⅡ(’18), BLNG(’18), 동해가스(’19)
2) 계약만료 프로젝트 제외: RasGas(’24), RasGasⅡ(’26), OLNG(’24), DSLNG(’27),
MLNGⅢ(’28), YLNG(’28), SakhalinⅡ(’28),

<표 8> 수요계획 및 실제도입량 차이 (단위: 천 톤)
수요전망(A)

당해연도
실제도입량(B)

차이(A-B) (%)

제5차
수급계획(’00)

’05

18,300

22,317

-4,017 (18%)

’10

20,971

32,603

-11,632 (35.7%)

제6차
수급계획(’02)

’07

22,489

25,569

-3,080 (12.0%)

’12

23,236

36,184

-12,948 (35.8%)

제7차
수급계획(’04)

’09

23,782

25,822

-2,040 (7.9%)

’14

27,714

37,107

-9,393 (25.3%)

제8차
수급계획(’06)

’11

32,900

36,685

-3,785 (10.3%)

’15

33,490

33,366

+124 (0.4%)

출처 : 각 연도별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종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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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각 수급계획별 5년 뒤 수요전망은 당해 연도 실제도입량에 비해서 약
7.9% ~ 18% 부족소요가 발생했으며, 10년 뒤 수요전망은 당해 연도 실제도입량에
비해 0.4% ~ 35.7%까지 과부족소요가 발생했다. 이처럼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의
불확실성은 계속하여 존재했다. 근본적으로는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의 불확실성
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계약구조가 유연한 미국산 LNG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수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부족 수요에 대하
여 계획된 공급물량을 재판매 할 수 있거나, 가스 현물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천연가스는 판매자 우위의 경직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미국산 LNG는 보다 유연한 조건 하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치적 타당성
1) 공급다변화와 수송로 안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급 다변화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으
로 수차례 설정되었다.19) 중동･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국가들로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집중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성
이 낮은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것은 공급안정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LNG를 수입하는 주요 4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지표가 미국 A2보다
낮으며, 오만의 경우 B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카타르는
최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과의 단교 사태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불안성이 심화되면서 A3에서 A4등급으로 하락했다(표9).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성
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지역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공급안정성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 2007년, 2009년
각각 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과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 시 가스 공급을 압박수단으
로 사용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에도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분쟁 등과 같이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산 LNG도입은 중동･동남아에 집중
19) 정부는 제5차, 제8차, 제10차,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천연가스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입 다변화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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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낮추어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국가로의 도입선 다변화
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표 9> 한국의 주요 LNG 수입국의 위험도 (’15. 12월 기준)

국가별
위험도

카타르

오만

A4

B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A4

A4

호주

기타

합계

A2

-

-

B

출처: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홈페이지 http://www.coface.com/Economic-Studiesand-Country-Risks/Comparative-table-of-country-assessments(검색일: 2017년 8월
22일)
주 1) A1(very low), A2(low), A3(quite acceptable), A4(acceptable), B(significant),
C(high), D(very high), E(extreme); 2) 국가별 위험도(미국 : A2, 한국 : A3)

수송로 안전에 있어서 카타르와 오만의 경우 말라카 해협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은 주요한 병목 지역으로서 상시적인 위험성을 지닌다. 반면 미국산 셰일
가스는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되며, 최근 확장공사 이후 한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울산을 기준으로 카타르 도하와 미국 휴스턴(파나마 운하) 간 운송비용
은 <표 10>와 같다. 카타르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운송구간은 미국 파나마
운항을 지나는 운송구간과 비교했을 때, 수송비에서 MMBtu당 $0.76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송비에서의 차이는 셰일가스 원료비로 상당부분 상쇄가 가능하며, 수송로
안보와 특정국가 및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한다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곳으로의 공급다변화 및 수송로 안보
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LNG 도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0> 천연가스 수송항로별 운송비용 (단위: MMBtu당)
수송항로

운항거리

소요일수

MMBtu당
운송비용

카타르

도하-울산

6,940NM

15.2일

$ 0.81

미국

휴스턴-울산

12,300NM

28일

$ 1.57

출처 : 송주미 외(2015)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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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동맹 관리 차원의 필요성
미국산 셰일가스의 도입은 공급 다변화 및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리 차원에서도 함의를 가진다. 우선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는 대미무역 압박
에 대응한 수입 전략으로 의미를 갖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했고, 나아가 환율조작국
지정도 언급했다.20) 미국은 한국의 교역 규모 2위, 한국은 미국의 교역 규모 6위,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최대의 투자대상국(2015년까지 누계기준)으로 양국은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8). 한･미간 상품
수출입 현황(표11)은 2008년 수출 463억 달러, 수입 383억 달러에서 2015년 수출
698억 달러, 수입 440 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한국을 기준으로
2008년 80억 달러 흑자에서 2015년 258억 달러 흑자로 222.5% 상승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해인 2013년부터는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계속해서
넘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무역흑자가 2008년 0.8%에서 2015년 1.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무역흑자 3% 이상에도 가까워
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LNG 도입은 대미무역수지를 조절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무역 압력을 예방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날 수 방안이 될 수 있다.
2017년부터 가스공사가 연간 280만 톤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며, 2019년부터 SK
E&S社가 연간 220만 톤, GS EPS社가 연간 60만 톤을 예정대로 수입할 경우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가격이 톤 당 $551.14을 가정한다면,21) 2017년 280만 톤, 2019년
560만 톤의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각각 약 15억 달러,
30억 달러를 낮출 수 있다.

20) 미국의 1988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2015년 교
역촉진법에(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
정 기준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2)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무역흑자 3% 이상,
3)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의 외환보유이며,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된다(정영식 외, 2017, 14).
21) 기준: MMbtu당 $ 10.6(감사원), 1ton=51.994MMbtu(한국가스안전공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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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미간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46,377

37,650

49,816

56,208

58,525

62,052

70,285

69,832

수입

38,365

29,039

40,403

44,569

43,341

41,512

45,283

44,024

8,012
8,611
9,413
11,639 15,184 20,540 25,002 25,808
1,001,700 902,300 1,094,300 1,202,700 1,222,400 1,305,400 1,411,000 1,377,500
A/B(%)
0.8
1.0
0.9
1.0
1.2
1.6
1.8
1.9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G01(검색일 :2017.8.29.)
무역수지(A)
GDP(B)

나아가 천연가스의 도입가격과 계약조건 등 경제적 요인을 넘어 더 큰 틀인 한미
포괄 동맹(comprehensive alliance)차원에서 LNG 도입의 함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국가로서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유사시 동맹차원에서
중단 없는 천연가스 공급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미국산 LNG 도입이
가지는 함의가 부각된다.
실제로 미국산 LNG 도입 규모가 전체 수입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일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안보적인 상징적 효과가 오히려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효과는 향후 미국과 전반적인 에너지 현안과 관련한 공조 체제
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활용성을 갖는다. 한국이 주요한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중동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 및 수송로의 불안정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기제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한미
동맹을 연계시키는 전략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동북아 국가들의 미국산 LNG 도입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의
에너지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제한적 형태의 역내 현물 거래 및 교역 허브
형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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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미국산 LNG 도입에 있어서 미국의 공급여건과 동북아 LNG 수급현황
을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미국산 LNG 도입 타당성을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가격 측면에서 미국산 LNG는 헨리 허브 지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산지
가격으로는 향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송비 및 액화, 재 기화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으로의 실질적인 도입 가격은 기타 지표들과의 격차가 수렴
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 경쟁력 요인은 상당부분 유동적이며 이는 특히 2020년
이후 국제 시장 상황과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 연장 시의 가격 산정 조건에 달려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는 재판매가 가능한 유연한 계약조건의 체결도 주요
한 부분이다.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근거한 물량확보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천연가스 과부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잉여 및 부족분에
대해서 제3자와의 단기적 거래가 가능한 탄력적인 계약 조건이 유용하며 미국산
LNG가 이 부분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미국산 LNG 도입 물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가지는 함의
가 크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은 카타르 및 오만 등 중동
지역에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적 불안정성과 공급다변화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으며, 수송로에 있어서도 주요 수입물량이 남중국해 및 말라카 해협을 통과
하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미국산 가스 물량은 수입다변화와 지정학적 안전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미 경제동맹의 차원에서 무역불균형을 완화하
는 한편 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이슈를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추가함으로써
동맹 관리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셰일혁명이 본격화된 2000년대 말 이후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가 보다 시장 기반
과 구매자 우위 구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을 통한
연계 확보는 경제, 정치 양 측면에서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며, 이는 또한 기존
구매처 관리 및 신규 구매처 확보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LNG 도입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가스 현물거래 및 역내 공동 프로젝트 형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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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향후 정책적 과제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복합적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및 양자 에너지 외교의 기반 조성에 두어져
야 하며, 이는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정보의
축적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투고일 : 2017.10.10.
심사완료일 : 2017.11.01.
게재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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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미국 주요 LNG 액화 프로젝트 추진 내역
프로젝트명
SabinPass LNG

Cameron LNG

Freeport LNG

Corpus Christi LNG

Golden Pass LNG

Lake Charles LNG

Rio Grande

Alaska LNG

트레인

용량(MMcf/d)

상태

시작연도*

LNG - T4

596

건설 중

2017.11.

LNG - T5

596

건설 중

2019.8.

LNG - T6

596

FEED완료

-

LNG - T1

530

건설 중

2018.7.

LNG - T2

530

건설 중

2018.11.

LNG - T3

530

건설 중

2019.7.

LNG - T4

530

예정**

2021.1.

LNG - T5

530

예정

2021.9.

LNG - T1

676

건설 중

2018.11.

LNG - T2

676

건설 중

2019.4.

LNG - T3

676

건설 중

2019.10.

LNG - T4

676

FEED 중

2021.12.

LNG - T1

596

건설 중

2019.2.

LNG - T2

596

건설 중

2019.6.

LNG - T3

596

FEED 완료

-

LNG - T4

596

예정

-

LNG - T5

596

예정

-

LNG - T1

689

FEED 중

2021.12.

LNG - T2

689

FEED 중

2022.6.

LNG - T3

689

FEED 중

2022.12.

LNG - T1

663

FEED 완료

-

LNG - T2

663

FEED 완료

-

LNG - T3

663

FEED 완료

-

Rio Grande - T1

596

예정

2020.11.

Rio Grande - T2

596

예정

2021.2.

Rio Grande - T3

596

예정

2021.5.

Rio Grande - T4

596

예정

2021.11.

Rio Grande - T5

596

예정

2022.1.

Rio Grande - T6

596

예정

2022.4.

LNG - T1

875

pre-FEED

2025.1.

LNG - T2

875

pre-FEED

2025.10.

LNG - T3

875

pre-FEED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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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LNG 액화 프로젝트 추진 내역(계속)
프로젝트명

Driftwood LNG

Plaquemines LNG
G2 LNG
Port Arthur LNG

Monkey Island LNG

Delfin FLNG

트레인

용량(MMcf/d)

상태

시작연도*

LNG T13 - 16

689

FEED 중

2024.3.

LNG T1 - 4

689

FEED 중

2022.1.

LNG T17 - 20

689

FEED 중

2025.1.

LNG T5 - 8

689

FEED 중

2023.3.

LNG T9 - 12

689

FEED 중

2023.11.

LNG T1 - 10

1,325

예정

-

LNG T11 - 20

1,325

예정

-

G2 LNG T1

888

FEED 중

2022.3.

G2 LNG T2

888

FEED 중

2022.9.

LNG - T1
LNG - T2
LNG - T1
LNG - T2
LNG - T3
FLNG - T1
FLNG - T2
FLNG - T3
FLNG - T4

663
663
530
530
530
398
398
398
398

FEED
FEED
FEED
FEED
FEED
FEED
FEED
FEED
FEED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2023.12.
2024.1.
2024.2.
2024.5.
2020.12.
2020.12.
-

주 : * 시작연도는 발표 기준임(Annouced start)
** 예정은 FEED 시작 전 단계를 의미(pre-FEED 완료해쓰나, FEED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
트 포함)
출처 : IHS(2017): 양의석 외(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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