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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
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
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
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이고 대부분 유럽 지
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금지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
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되면서 에너지 국제관계가 변화할 것
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변화가
전망되므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및 맞제재 추이로 인한 에너지 갈등 고조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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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EU 간 에너지 의존관계 현황
■ EU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에너지 수급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상호간에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0년 EU에서 소비한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 35.9%, 천연가스 24.5%, 석탄 10.6%, 원자력 11.0%,
수력 5.5%, 재생에너지 12.5%로 구성됨(그림 1 참고).

그림 1. EU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020)

표 1.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2020)

(단위: %)

(단위: %)

석유

석탄

비중

천연가스

비중

러시아

46.7

러시아

41.1
16.2

러시아

26.9

이라크

9.0

미국

17.7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7.9

호주

13.7

알제리

7.6

사우디아라비아

7.7

콜롬비아

8.2

카타르

5.2

기타
자료: Statista,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the
EU by fuel 2019-2020”(검색일: 2022. 5. 19)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중

48.5

기타

13.7

기타

29.9

자료: Visual Capitalist, “Visualizing the EU’s Energy Dependency”
(검색일: 2022. 5.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EU는 총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는데,1) 러시아는 2020년 기준 EU 전체 석유 수입의 26.9%,
석탄 수입의 46.7%, 천연가스 수입의 41.1%를 차지함(표 1 참고).
- 한편 가즈프롬은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로, 2019년 기준 유럽에 36%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즈프롬의 입장에서 EU는 중요한 시장임(그림 2과 3 참고).

1) eurastat, “Energy statistics - an overview,”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stati
stics_-_an_overview(검색일: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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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

그림 3. 가즈프롬의 주요 고객국가
(단위: 십억 ㎥)

자료: Statista, “Breakdown of natural gas supply in Europe
2011-2019”(검색일: 2022. 5. 18).

자료: Statista, “Gazprom's leading customer countries of
gas outside of FSU 2020”(검색일: 2022. 5. 18).

2. EU의 대러시아 제재 현황과 러시아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EU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5차·6차 제재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함.
표 2. EU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의 주요 내용
제재 날짜
1차(2월 23일)
2차(2월 25일)
3차(2월 28일)
4차(3월 15일)
5차(4월 8일)

6차(5월 4일)

주요 내용
△러시아 연방의회(두마) 의원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표적 제재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과의 경제협력 제한 △러시아의 EU 자본 및 금융 시장 접근 제한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교부장관 등의 자산 동결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연방의회(두마) 의원 등에 대한 제한조치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5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책 마련 △러시아 국
적기의 EU 영공 진입 금지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 추가
△국영기업과의 모든 거래 금지 △러시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제공 금지 △러
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산 석탄 및 기타 고체연료 수입 금지 △러시아 선박의 EU 항구 진입 금지 △러
시아 및 벨라루스 도로교통운영사의 EU 진입 금지 △목재, 시멘트, 수산물, 주류 등의 수
입 금지 △제트기 연료 및 기타 상품 수출 금지 △크립토월렛(crypto-wallets) 예금 금지
△러시아 주요 인사 자산 동결 △스베르방크 포함 러시아계 은행 SWIFT 결제망에서 추
가 차단 △러시아 국영방송국 콘텐츠 EU 내 유통 금지 △러시아 기업에 대한 회계, 상
담, 공보 서비스 금지 △6개월 내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 및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금지

주: 표에 제시된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가해진 제재임.
자료: European Council, “Timeline -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LEXOLOGY, “Sanctions tracker
- EU announces sixth package of Russia sanction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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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러시아 정부는 3월 5일 제430호 정부령(Распоряжениеот5 марта2022 года№ 430-р)을
통해 비우호적 국가 및 영토 목록을 확정함.2)
ㅇ 러시아가 지목한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호주, 알바니아, 영국(저지섬,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
롤터 포함), 27개 EU 회원국,3)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
르웨이, 한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이
포함됨.
ㅇ 지목된 48개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이어 3월 31일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외국구매자 의무이행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을
채택하여 4월 1일부터 비우호국의 구매자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 루블화로 지급하게 함.4)
ㅇ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중앙은행 제재에 대응한 조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 국가들의 구매자가
새로운 대금지급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존 가스 공급계약이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함.5)
ㅇ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비우호국은 주로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EU를 겨냥한 조치
인 것으로 판단됨.
ㅇ 4월 초 G7과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가 계약위반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4월 말 폴란드
와 불가리아가 루블화 지급을 거절하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중단함.6)

■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이하 대통령령 제252호)7)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8)이 발표됨.
- 이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 등을 포함해 유럽 각국
의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2) “Правительствоутвердилоперечень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Россиистранитерриторий” (2022. 3. 7),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
3) 현재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으로 구성됨. European Union, “Country Profiles,” https://european-union.europa.eu/principles-countries-hist
ory/country-profiles_en?page=1(검색일: 2022. 5. 17).
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каз«О специальном порядкеисполн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и покупателямиобязательствперед
российскимипоставщикамиприродногогаз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8094(검색일: 2022. 5. 18); 해당
대통령령은 비우호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자들이 가즈프롬방크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루블로 지불하는 방식을 제시함.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함.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22), “Rouble gas
pay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gas supply contracts,” pp. 2-8, Oxford Enegy Comment.
5) “Путинподписалуказопорядкерасчётовзагазврублях”(2022. 3. 31), ДеловойПетербург.
6) “Путинподписалуказопереводерасчетовзаприродныйгазс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истранаминарубли”(2022. 3. 31),
Интерфакс-Россия.
7) Официальныйинтернет-порталправовойинформации,“УказПрезидент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т03.05.2022 № 252 "О
примененииответныхспециальныхэкономическихмервсвязис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идействияминекоторых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имеждународныхорганизаций,"”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5030001?index=
0&rangeSize=1(검색일: 2022. 5. 6).
8) “ПостановлениеПравительств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т11мая2022 года№ 851 "ОмерахпореализацииУказа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т3 мая2022 г. № 252"” (2022. 5. 13), Российскаягазе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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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52호는 「특별경제조치 및 강제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281-FZ호」9)에 따라 러시아가
자국, 자국민 및 자국법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이며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임.10)
- 이 조치에 따라 러시아의 정부기관, 법인, 개인 등은 △제재 대상에 유리한 거래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 △재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등을 하지 못함.

■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이며,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표 3 참고).
- 한국기관은 31개 제재 대상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인 것으로 해석됨.
표 3. 제재 대상기관 목록
소재지
1

2

폴란드

독일

기업명

비고

EUROPOL GAZ S.A.

∙ 가즈프롬과 폴란드 PGNiG와의 합작기업
∙ 폴란드 내 Yamal-Europe 가스파이프라인 소유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Gazprom Germania GmbH)

∙ 가즈프롬 자회사인 가즈프롬 엑스포트(Gazprom
Export)의 소유 지분 100%
∙ 독일 가스 공급시설의 상당부분을 운영
∙ 2022년 4월 독일정부는 9월까지 연방네트워크청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정을 내림.

* 3번 이하의 기관은 모두 가즈프롬 게르마니아가 지분을 소유한 기관들임.
3

독일

Gazprom NGV Europe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4

독일

Astora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유럽 최대 가스 저장업체

5

독일

WIBG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6

독일

WIEH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7

독일

WINGAS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독일의 주요 천연가스 거래업체

8

독일

WINGAS Sales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9

독일

WINGAS Holding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0

독일

Industriekraftwerk
GmbH

11

체코

VEMEX s.r.o.

Greifs

wal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51%
∙ 유럽 전력회사 E.ON Energy Projects와의 합작
기업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67%
∙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채굴 및 판매 업체인 Centrex
Europe Energy & Gas AG가 나머지 지분 33%
소유

9) 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Федеральныйзакон"Оспециальныхэкономическихмерахипринудительныхмерах"от30.12.2006N281-ФЗ,”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firstDoc=1&lastDoc=1&nd=102111154(검색일: 2022. 5. 17).
10)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22),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세부내용 발표」, 보도참고 자료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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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기업명

비고
∙ 천연가스 거래업체

12

체코

VEMEX ENERGIE a.s.

∙ VEMEX s.r.o. 소유 지분 51%

13

오스트리아

ZGG
Zarubezhgazneftehim
Trading GmbH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4

헝가리

WIEE Hungary Kft.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5

불가리아

WIEE Bulgaria EOO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6

슬로바키아

VEMEX ENERGO s.r.o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7

벨기에

WINGAS Benelux s.r.l.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18

프랑스

Gazprom Marketing
France SAS

19

이탈리아

PremiumGas S.p.A.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50%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와 이탈리아 다중공공시설 업
체 A2A와의 합작기업

20

루마니아

WIEE ROMANIA SRL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1

스위스

GAZPROM Schweiz AG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구소련,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세르비아에서 천연
가스 거래

22

스위스

IMUK AG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3

스위스

Gazprom Marketing
Switzerland AG

24

영국

WINGAS UK Lt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5

영국

Gazprom Global LNG Lt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6

영국

Gazprom Marketing
Retail Ltd.

27

영국

Gazprom Мех (UK) 1 Lt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8

영국

Gazprom Мех (UK) 2 Ltd.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29

영국

Gazprom
Ltd.

Marketing

&

Trading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현물시장에서 천연가스 거래 및 동남아 LNG 마
케팅

30

미국

Gazprom
USA Inc.

Marketing

&

Trading

31

싱가포르

Gazprom Marketing
Singapore PTE. Ltd.

&

Trading

&

&

&

Trading

Trading

Trading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 가즈프롬 게르마니아 소유 지분 100%

자료: “ПостановлениеПравительств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т11 мая2022 года№ 851 "ОмерахпореализацииУка
заПрезидента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от3 мая2022 г. №252"”(2022. 5. 13), Российскаягазета; Federal Ministry f
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appoints Bundesnetzagentur as fiduciary for Gazprom Germania – Acquisit
ion of Gazprom Germania GmbH by JSC Palmary provisionally invalid”(2022. 4. 4),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Gazprom Germania, “Our Group of Companies,” https://www.gazprom-germania.de/en
/company/structure.html; Gazprom Germania GmbH(202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Combined Man
agement Report 2020,” p. 43, https://www.gazprom-germania.de/fileadmin/user_upload/GAZPROM_Germania_Konz
ernabschluss_2020_ENG.pdf(검색일: 2022. 5. 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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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ol Gaz에 대한 제재는 폴란드에 위치한 Yamal-Europe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에서 유럽
으로 가는 가스 운송이 중단됨을 의미함.11)
ㅇ EuRoPol Gaz가 가즈프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4월 26일 폴란드가 유가증권
권리 행사 및 배당금 지급에 대해 제재를 가했음이 지적된 바 있음.

- 유럽 최대 가스 저장업체인 Astora에 대한 제재로 인해 유럽의 지하 가스 저장시설(UGS)에 러시아산
가스 저장이 금지됨.
- Gazprom Global LNG와 Gazprom Marketing & Trading Singapore PTE. Ltd.는 사할린-2, 야말
LNG 플랜트 등에서 생산된 LNG를 거래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는 유럽 내 러시아산 LNG 거래
금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12)
-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대규모 계약권을 가지는 Wingas, WIEH, WIEE 그룹에 대한 제재가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3. 시사점
■ 이번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러시아의 맞제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함.13)
-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해석됨.

■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국제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5월 18일 EU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2,2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14)
-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ㅇ 2월 28일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계약에 서명
하였으며, 이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경우 연간 수송량은 현재 러시아가 독일에 매년 공급하는 양과 동일
한 500억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15)

11) “«Газпром» подтвердилзапретнатранзитгазачерезпольскийучастокЯмала–Европы,”(2022. 5. 11), Интерфакс.
12) “РФввелаблокирующиесанкциивотношениигруппыGazpromGermania”(2022. 5. 11), Интерфакс.
13) Icar Energy Services, “FSU Energy Weekly Monitor: 2-8 May,” pp. 8-16.
14) “EU unveils $220bn plan to ditch Russian energy”(2022. 5. 18), Aljazeera.
15) “"Газпром" подписалдоговорнапроектированиегазопроводачерезМонголиювКитай”(2022. 2. 28), Интерфак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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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 12월 인디아오일(India Oil Corporation)은 로스네프트와 1,47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는
계약(2022년 말 계약 만료)을 체결한 바 있으며, 힌두스탄 석유공사(Hindustan Petroleum), 나야라에
너지(Nayara Energy) 등 최근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 에너지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16)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및 맞제재 추이로 인한 에너지 갈등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
가 변화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상황
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6) “Bloomberg: индийскиегоскомпаниинамеренызакупатьвРоссиинефтьUrals”(2022. 3. 21), Ведом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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