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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예상 못 할 

소용돌이 속으로 돌입하게 하였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즉각

적인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강도의 경제제재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역

설적으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전 세계의 식량 공급 구조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

황에서 긴급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한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등의 인간안보 현황을 알아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유럽의 상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에 더하여 이 논문의 문제

의식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의 문제를 왜 유럽은 그대로 방치하

였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전에 미연

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간 안보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는 대책을 고민하고 그 한국적 함의

를 찾아보는 것을 논문의 연구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세

계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발달된 사회에서 이러한 유럽

의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는 결코 유럽에만 국한된 강 건너 불 구경과 

같은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임을 시급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 제 어 : 인간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대 러시아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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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세계사회가 격랑

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유럽이 과연 이러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가라는 논의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독일의 역할이다. 메르켈이 물러

난 이후 들어선 숄츠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국내외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독일이 프랑스의 마크롱과

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위기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일까? 이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유럽의 에너지안보, 식량

안보를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한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등의 인간안보 현황을 알아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유럽의 상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찰해보려한다. 이를 통하여 비판받는 독일이 왜 그런 선

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의 식량생산이 불가능해 지면서 유럽의 

식량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찰해 보려 한다. 이 논문의 문

제의식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의 문제를 왜 유럽은 그대로 방치하였

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

할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간안보적 대

책을 강구해야 하는가로 이어진다. 서론에 이어지는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

다. Ⅱ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유럽의 변화 상황에 대한 국

내외의 선행연구를 분석해보고 Ⅲ장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의 러

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식량안보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비중에 대해 집중

적으로 고찰하며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진 현 

상황에서 유럽의 에너지에 대한 대안들과 에너지 안보, 앞으로의 식량 안보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며 그 변화를 예측해 보려한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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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변화하는 유럽의 인간안보 상황이 한국에게 주는 정책

적 함의를 서술해 보려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등의 인간안보의 현황에 대해 어떠한 선행연구가 있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현황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국내 선행연구로는 에너지 안보로 KRI데이터 베

이스를 검색하면 34건의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와 유럽 

관련 논문으로 한정하면 유럽은 4편, 러시아는 3편에 불과하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지극히 당연시 해왔음을 의미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

하기 전까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러시아는 위험요소가 아니었다는 것

이다. 국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연구를 한 선행연구로는 송병준

의 연구가 있으며1) 중동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다룬 김철민의 연구2)도 있다. 

이러한 적은 양의 국내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와 분쟁의 가능성을 

다룬 연구3)나 개별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4) 혹은 에너지 협력

의 실패를 통해 고찰한 연구5)도 존재한다. 그러나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

1) 송병준 “비세그라드 국가의 에너지안보정책: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완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18) 22 (3) 29-54  

2) 김철민. (2018). ‘BABS 이니셔티브’설립과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현황과 

전략적 해결 과제. 유럽연구, 36(1), 239-274.
3) 이대식. (2020). 유럽 에너지 안보와 2020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상관관계. 슬라브

학보, 35(4), 181-212.
4) 임석준, 안상욱, & 김현정. (2019). 체코의 에너지 정책: 규범권력과 현실주의적 권력 

사이에서. 글로벌정치연구, 12(2), 61-84.
5) 허창배. (2019). 유럽연합 에너지 협력 실패에 대한 이론적 소고: 나부코 프로젝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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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유럽의 과도한 러시아 에너지에의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의 연구

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유럽 지역의 에너지 안보나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

너지 공급의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논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도를 경고하는 연구는 드물다.6) 2022년 들어서야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박사논

문으로7)가 미-러 대결 국면에 대해 고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

합하여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함으로 인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러

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라는 측면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이를 조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며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 측면에 더하여 영토분쟁이 일으킨 변화가 유럽 전체에 가져온 파

문에 대해 고찰해 본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해오던 규범적인 국제질서와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점에

서 이제까지의 연구 의식이나 문제제기의 차원이 아닌 패러다임적 변화를 상정

하고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미-중 대결에서 미-러 대결로 중심이 

옮겨간 가운데 유럽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식

량안보를 비롯한 인간안보의 여러 쟁점에 대해 이어지는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례를 중심으로. 21 세기정치학회보, 29(3), 31-52.
6) 대표적인 해외선행연구로는 Pysar, N. (2019). Assessment of the region’s energy 

security level i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common European energy space. 
670216917.  Korkmaz, D. (2021). European energy security and turkey. In Turkey 
and the EU in an Energy Security Society (pp. 65-110). Palgrave Macmillan, Cham. 
Gökgöz, F., & Güvercin, M. T. (2018). Energy security and renewable energy 
efficiency in EU.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96, 226-239. Franza, 
L., Linde, C. V. D., & Stapersma, P. (2020). European energy security and the 
resilience of Southern Mediterranean countries. In Projecting Resilience Across the 
Mediterranean (pp. 125-145). Palgrave Macmillan, Cham. Dannreuther, R. (2018). 
Energy secur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IR theoretical dimension. In 
Understanding energy secur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p. 15-31). 
Routledge. 등이 있다. 

7) Mavromati, I. (2022). The impact of US-Russian security competition on the 
development of a common European energy security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un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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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물론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전통 

안보측면에서도 AUKUS를 비롯하여 격한 변화의 국면에 돌입한 유럽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의 인간안보

의 측면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Ⅲ.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의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그 위험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애써 무시해 오고 있었다. 21세기의 

예만도 여럿이다. 2002년 있었던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건에서 러시아는 40명의 

테러범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인질로 잡혀있던 130명도 같이 사살하였고 비판

적 언론인이나 야당 인사들을 국내외에서 총기와 약물로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빈번하였다. 그럴때마다 규범으로 국제사회를 지킨다는 유럽은 애써 러시아 국

내정치의 문제라고 무시하며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2000년 체첸

에서도 2008년 조지아 침공때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도 아무런 항의를 하

지 않았고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아프리카에 여러 테러단체를 지원

하는 의혹에도 항의하지 않았다.8) 러시아가 에너지로 벌어들이는 자본은 영국

과 프랑스의 재화를 러시아의 기업들이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독일의 경우는 

슈뢰더가 가스프롬의 임원에 취임하거나 장기정권으로 존경받던 메르켈은 러

시아와의 가스 연결관인 노르트스트림2에 집착하며 환경 위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퇴진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평가가 급변하였다. 이를 보면 러시

아는 장기적으로 유럽의 중요 국가인 영, 불, 독에 각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

8) 세계일보 [조홍식의 세계속으로] 유럽 반성의 시간 (2022.3.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2&a
id=0003678249&fbclid=IwAR32WFOCI35LJVfyH9S2D-Mt_tPzuwbSU7b3yIQLbHPkS
B9ypYptVUfWKpo (2022.4.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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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

한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 유럽연합이 원

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프랑스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전기료가 급등하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9) 영국의 경우는 최근들어서 AUKUS와 Brexit으로 이미 탈

유럽 정책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나마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러시

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던 경향이 있었다. 영국은 그러나 Brexit으로 

인한 물류의 위기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나은 상황인가에 대하여는 평가가 

갈릴 수 밖에 없으며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

가지이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유럽은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가? 러시아

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래의 그림 1이다. 이는 그림에서 보듯 통계전문사이

트 statista가 작성한 유럽의 러시아에너지 의존도 도표이다.

9) “독일 탈원전이 ‘에너지 괴물’ 러시아 키웠다”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12&t_num=13612450 
(2022.3.22. 검색) “전기료 9배 뛰자, 프랑스 제련공장 가동중단”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2/02/24/E7J6DUAMV5DGVI6XA6J
OI7FLJ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2.3.22. 검색)



18 EU연구 2022년 제 62 호

<그림1-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10)

이를 보면 독일의 의존도는 49%에 달하고 이탈리아도 46%에 이른다. 지리적

으로 가까운 폴란드나 몰도바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유럽국가

들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도가 심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가 원전을 

유지하여 24%의 의존도를 보이는 데 비하여 슈뢰더 시절부터 추진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에는 독일에 완전히 위험요소로 다가왔으

며 초기 긴장 고조 상태에 독일의 태도가 가장 미온적이라고 미국을 비롯한 서

10) 그림의 출처는 그림 내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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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국가들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결국, 숄츠 정권이 노르트스트림2의 

단절을 결정하였지만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의문이다. 송

병준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비세그라드 그룹의 국가들이 90%가 넘는 의존율

을 보이지만 그 세 나라의 합계 천연가스 수입양도 독일의 60%에 그친다. 즉 

독일은 이제 나라의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

황에 직면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이전의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심각하여 탈원전을 내세운 이래 가스는 55%, 석탄은 50%, 석유는 

30%가 러시아 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제 이러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대

체할 자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를 대

체하려고 할 때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아래의 그림2는 같은 통계회사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대안을 모색한 그래프이다.

<그림2-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대안>11)

11) 출처는 역시 그림 내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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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를 보면 유럽의 가스 수입의 75% 가까이가 파이프에 의한 수송이다. 

즉 유럽내부에서 해결하고 있었다는 점 (대부분이 러시아산)이다. 미국과 카타

르 호주로부터 배로 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이 추가되어 지금의 에

너지 비용 급등으로부터 완벽한 대안이 될 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프랑스의 

원전 추진은 더 가속화 될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로 유럽 경제권에서 멀어진 

영국은 완전히 에너지 측면에서도 미국과 더욱 접근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2년 4월 7일 영국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매년 원전을 건설

하고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여 에너지 

안보에 주력하겠다는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였다.12) 이에 관건은 역시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남는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에 독일정부는 

긴급하게 LNG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청정에너지를 추구하던 독일의 

노선과는 배치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불가능해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탈원전 노선을 지속하는

가에 대한 독일 내부의 논의가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 의존도 개선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

다. 

독일은 ‘부차 학살’ 이후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러시아

산 에너지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

관은 “가스는 단기에 대체될 수 없으며 러시아보다 우리 쪽 피해가 더 클 것”

이라며 반대했다. 전날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이 텔레비전 인터뷰에

서 “러시아산 가스 금수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힌 것과 달리, 기존 정부 방

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이견은 여러 정당이 정부에 참여한 연정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13) 독일은 대신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가스도 2024년까지 대부분 끊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에너지 공급

12) https://twitter.com/BorisJohnson/status/1511972808313683969 (2022.4.7. 검색)
13) ‘부차 학살’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또 시험대에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7676.html?_fr=fb&fbc
lid=IwAR3Ew3RTyei_1EOwRGoGlHgdqSyBcV2pxAByRDeLgif8vEvv35vLaP7e-x0#
ace04ou (2022.4.8.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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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다각화와 에너지 절약 등 준금수 조처도 방안으로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14) 이에 유럽의 러시아

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효과마저 의심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15) 

즉 결론적으로 독일 정부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의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매우 높았으며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방법

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동맹국들에게 

요구하여도 유럽 뿐만 아니라 인도나 OPEC 국가들의 협조가 잘 얻어지지 않

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산유국이며 에너지의 공급자로

서 유럽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

기적인 체제로서 굳어져 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 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침공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식량안보

에 있어서의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어떠한가?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

나도 당분간 농업의 생산이 불가능할 것을 감안하면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를 합친 만큼의 여러 농산물의 생산량을 대체하여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회 

부속 연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긴급 보고서를 발간하여 식량안보

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유럽의 빵바구니 

(Breadbasket)으로 불렸다고 지적하며 식량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물론 이고 전세계가 시급히 대

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국제연합(UN)의 자료를 보면

14) “Pressure mounts on German ministers to embargo Russian energ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04/pressure-mounts-germany-embar
go-russian-energy-imports (2022.4.8. 검색)

15) "푸틴 잡으려다 우리까지 죽겠다"…쓸 카드 다 쓴 유럽, 최후의 방법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6662 (2022.4.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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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세계 식량 수출 점유율>16)

은 34%, 옥수수는 17%, 보리는 27, 해바라기 오일은 55% 등 전 세계적으

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얼마나 식량생산을 의존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물

론 유럽의회 부속연구소도 인정하듯이 유럽 주요국가들은 다행히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는 식량자급율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즉각적인 식량안보의 피해

는 발생하리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바라기 오일과 해산물 같은 특정 품목은 

대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을 역시 인정하고 있다.17) 또한 농산업에 사용되

는 비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업 생산비용이 18%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농산물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이미 

COVID-19 펜데믹으로 고통을 받는 유럽국가의 저속득층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2020년에 유럽연합의 가구들중 8.6%가 매일 매일 

식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조사가 있는 상황에 이러한 변화는 결정타

16) 출처 표 내부 UN FAO
17) “Russia's war on Ukraine: Impact on food security and EU response”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PE 729.367 –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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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의 인간안보

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에너지, 식량자원에 대한 대안들과 

에너지 안보, 앞으로의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 

이어지는 Ⅳ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Ⅳ.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대책 

그러면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러한 에너지,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단

기적인 대안들이 기본이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으려

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가장 먼저 유럽연합의 대응책을 알아보면 3월 8일 

유럽연합은 REPowerEU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현재의 2/3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큰 목표로 하여 2030년 이전에 러시아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려는 계획이

다.18)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② 탈탄소화 산업의 증진, 

③ 재활용 허가의 신속화, 

④ 바이오 메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목표 배가, 

⑤ 가스 수입선의 변경 

⑥ 수소 가속기 활용이 그것이다. 

18)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 
(2022.4.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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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섯 가지 방안을 정식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그림-3이다.

<그림 3-리파워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탈피 계획>19)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지원과 국가

예산보조, 시장개입,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감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독일에서 현실적으로 겨울의 추위를 감수하고 러시아의 가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물론 개개의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고는 있다. 

영국 정부는 4월에 새로 발표한 에너지 안보 전략 정책집에서20) 안정적이고 

19) “Factsheet – REPower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2_1513 (2022.4.18. 검색)

20) “Policy paper 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ritish-energy-security-strategy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김 용 민 ․ 진 활 민 25

청정하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즉시 가구 당 150파운드 

규모의 주민세를 환원하며 총액 91억 파운드의 지원 패키지를 실시하여 10월부

터는 가구당 200파운드의 광열비 삭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는 2023년부터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5억 파운드를 들여 사회 취약

층의 식비와 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장기

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기존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해안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물론 영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원은 원자력에 집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집에서 영국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신뢰할수 있는 유일한 저탄소 형태

의 에너지(Nuclear is the only form of reliable, low carbon electricity 

generation)이며 태양광보다 100배 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서 세계최초로 원자력을 발전에 이용한 국가 답게 2050년까지 국가 에너지의 

1/4를 원자력화 하고 세계 원자력 발전 산업을 다시 한 번 선도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다. (Our aim is to lead the world once again in a technology we 

pioneered so that by 2050, up to a quarter of our power consumed in Great 

Britain is from nuclear.) 이에 더하여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언급되는 것이 

수소이며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에너지 수송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영국의 해안 수송망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으로 수송

되는 러시아 이외에서 생산된 가스의 유럽에의 도입 포인트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Providing a key EU entry point for non-Russian 

supplies of gas) 이를 정리하면 영국은 완전히 원자력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하

면서 러시아의 가스를 대체하려는 유럽의 수송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세금환급과 예산지원으로 급등하는 에

너지 비용을 사회 약자층부터 지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실 지금 대선일정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르펜이 마크롱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 취약층의 생활 비

용증가라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마크롱이 더욱 원자력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나

(2022.4.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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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

적으로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서 독일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최근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중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

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의 변화는 COP26을 비롯하여 앞으

로의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쟁점이 될 것이다. 

독일은 그러나 앞의 영국과 프랑스와는 약간 결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을 오랜 동안 추진해왔고 이러한 방침을 버리고 원전으로 되돌아

가기에는 그 정책의 회귀에는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

의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교

가 되지 않는다.21) 또한 국민들의 여론도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완전한 제재에 

대해 비판적이다.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독일의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에

서 25%로 낮추는 등 개선을 하고는 있다.22) 하지만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을 

2024년 여름까지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계도 같이 발표되었다. 카타

르, UAE, 노르웨이 등의 대안을 찾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적어도 2022년, 2023년 겨울을 나는데 있어서 

독일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 LNG 가스를 다른 나라

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을 중

심으로 전개하여 LNG를 저장하는 터미널 시설이 없다. 이는 앞으로도 독일이 

대 러시아 정책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과 결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잠재

적 위험요소이기도 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에너지 안보 

구조를 만들면서 탈원전과 탈탄소 환경보호에 앞서 나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이

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비판을 받고 있

21) “Berliners' reliance on Russian fuel exposes German dilemma on Ukraine”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berliners-reliance-russian-fuel-exposes-ge
rman-dilemma-ukraine-2022-04-14/ (2022.4.20. 검색)

22) “Germany makes progress in cutting back on Russian energy, minister say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ermany-made-progress-reducing-russia
n-energy-imports-2022-03-25/ (2022.4.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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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독일이 러시아에의 에너지 의존도를 과연 계획적으로 

낮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워낙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전망은 밝지 않다. 또한 

러시아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았다는 점 (즉 다른 지역의 가스는 매우 고가라

는 점)은 재정에도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

의 의존도 극복을 위한 식량안보 대책이다. 에너지 만큼은 아니지만 우크라이

나도 세계의 곡창지역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식량

안보의 위기가 커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4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 세계의 식

량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그림-4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농업 생산 순위>23)

23) 출처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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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에너지와는 다른 점은 농수축산물을 나눠보면 축산물과 수산물에 있어

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급율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농산물

에 있다. 가루, 식용유, 비료 등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

으며 유럽이 값싼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생산율은 

러시아의 비료에 의존하며 식량의존도도 높아 아프리카의 정치 불안을 가져오

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요소이

다. 그러면 이러한 식량위기에 대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

비하고 있는가? 앞에서 유럽의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던 유럽연합 

부속연구소가 정리한 유럽연합의 긴급 대응방안으로는24)

 

① 5억 유로 규모의 농업 지원금 지급, 

② 시장안정 조치 실시, 

③ 회원국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2022년의 한시적 환경보호 의무 완화, 

④ 회원국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식량부문 지원 확대, 

⑤ 농업생산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가격안정 도모 

⑥ 농업에 사용되는 가스, 석유 등의 비용과 비료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

⑦ 유럽연합 차원의 3억 3천만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응급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분명히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황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의 농업생산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 3-4년이 걸린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 내

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각 회원국 별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

국, 프랑스, 독일은 과연 어떠한 식량안보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먼저 영국

을 살펴보면 Chatham House에서 발간한 4월의 보고서에서 성급한 단기 미봉

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공급과 수요에서 모두 변화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24) “Russia's war on Ukraine: Impact on food security and EU response”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PE 729.367 –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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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된 것이 공급 측면 변화에서는

① 농업의 다변화를 통한 주요 곡물에 대한 의존도 감소

② 에너지 집약적 합성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농업 생태학적 새

로운 농업 형태를 장려

③ 주요 생산 지역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위한 무역 관계의 다양화

④ 주요 곡물 의존도 감소를 위해 식품 생산 및 가공 가치 체인의 다양화

⑤ 농업 경지 면적의 확대25)

를 들고 있으며 수요측면 변화로는 지속가능한 식재료의 소비, 음식물 쓰레기

의 배출량 감소, 가격 급상승을 막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들고 있다. 또 마지

막으로 시스템적인 변화로는 국제기구의 강화, 글로벌 수송 협력의 강화,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와는 다르

게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단기 차원의 유럽연합 차원의 보고서와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영국의 국가별 보고서가 큰 차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독

일의 상황이나 대처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프랑스는 현재 대선 기

간 중이지만 결선투표에 올라온 두 후보 마크롱과 르펜 모두 에너지 문제는 언

급하고 있고 마크롱의 원전 중심과 르펜의 재생에너지 중시로 차이를 보이지만 

식량안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에게 있어서 식량

안보는 에너지 문제만큼 시급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아래임을 보여주는 증거

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의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발된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적

어도 20년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농산물을 자본주의의 시장체제 

그대로 가격경쟁력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상황을 단시간내에 변

25) Research Paper “The Ukraine War and Threats to food and energy security” 
2022.4.13. Chatha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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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Ⅴ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변화하는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상황

이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서술해 보려한다. 

Ⅴ.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발된 에너지, 

식량안보 위기의 의미

그러면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발된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 위기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현재와 같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발달된 사회에서 이러

한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는 결코 유럽에만 국한된 강 건너 불 구경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유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거의 전면 수입을 하는 나라이며 식량자급도

도 그리 높지 않다.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

물들은 2021년 기준 1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가루, 식용유, 경유 등의 부분에서 물가가 급

등하고 있고 국정 차원의 에너지, 식량안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 사회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일어

난 일, 우리와는 먼 곳의 일이라는 이미지가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라는 문제는 지리적 거리를 초월한 한국

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식용유, 가루 등의 물가

상승은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베를린 장

벽 붕괴와 독일 통일 이후 이어져 오던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세계의 세계화와 

자유시장이라는 질서가 커다란 도전을 받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일지

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이미 북한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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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전혀 다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지 모른다는 상

황을 이야기하며 이제까지 30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새

로운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치열한 외교전을 시작한 가운데에 한국

도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국지전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안보요소의 전 세계적 변화를 가져오는 지금의 사

태를 대비할 거시적인 외교 담론을 시급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유럽

과 FTA를 맺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두 부문은 상

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이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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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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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Professor KUCI (Konkuk University China Institute), Konkuk University 
***Doctor Texas A&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Energy and Food Securit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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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ussia's invasion of Ukraine sent Europe, as well as the world, into 

an unexpected whirlpool. As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implemented historical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paradoxically,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veal Europe'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global food 

supply chai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human security such as energy and food security in Europe, which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Ukraine crisis, and examines how 

energy and food secur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will change and affect the situation in Europe as a whole. 

In addition,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why did Europe 

leave this issue of energy security and food security as it is? Was there 

any way to forestall the problems after the Ukraine crisis before they 

wer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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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consider the measures and find the 

Korean implications of what human securit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the long run. In conclusion, in the current globalized and 

global supply chain-developed society, it is urgent to recognize that 

the crisis in Europe's energy and food security is not just a problem in 

Europe, but in Korea, and countermeasures must be taken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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