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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디는 한국 서울의 비정부기구로, 아시아 전역의 분쟁지역에서 삶을 
바꾸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생존자와 현지 활동가를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단법인 아디는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활동가를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adians.net을 참고.  

MIRA는 인도의 30개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새로운 연
합으로, 모든 사람이 광물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하면서 생태계 전체가 온전히 보
존되는 미래를 열망한다.  MIRA는 추출 산업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사회 정
의, 형평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광물 및 천연자원은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공유하는 유산이다. 
이러한 자원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MIRA의 공
동 비전이다. MIRA는 전 세계적인 퍼블리시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PWYP)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퍼블리시왓유페이 호주(이하, PWYP 호주)는 30개의 반부패·인권·환경·신앙 
단체로 구성된 시민 사회 연합으로 광업·가스·석유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합했다. PWYP 호주 는 700개 이상의 단체와 50개의 국가 연합
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 PWYP 운동의 일원으로 석유·가스·광물 자원의 수익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
에 천연자원의 혜택을 받는 세상이 PWYP 호주가 공유하는 비전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pwyp.org.au를 참고. 

사단법인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에 대하여

광물자원상속자권리 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이하, MIRA)에 대하여

퍼블리시왓유페이 호주(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에 대하여 

단 체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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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은 5천4백만 인구와 모든 미래 세대가 소유한 공동 유산이다. 

채굴(extraction)은 사실상 해저 가스 자원을 판매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 불가능한 광물 자원

을 판매하는 대가로 채굴 관련 세금,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와 기타 부문별 지급액을 받는다. 세

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본 보고서는 “수입(revenue)” 대신 “판매 수익(sale procee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얀마의 해저 가스 판매 수익은 15억 4천만 달러 혹은 2020-2022 회계 연도에 대해 연방 정부

가 보고한 수입의 약 10%로 예상된다 (표1 참조).
1
  가스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므로 미래 세대

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스 판매 수익금을 군부가 사용한다면 이는 미얀마의 모든 미래 세대

로부터 정당한 유산과 이익을 빼앗는 것이다.
2
 

요약

1.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2020), “FY 2020-2021 Budget Brief on the Oil and Gas Sector,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July

2. Basu R., Pegg, S., (2020). “Mminerals are a Shared Inheritance: Accounting for the Resource Curse”, Extractive 

Industries & Society. Available at: https://doi.org/10.1016/j.exis.202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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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웨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의 4대 해저 가스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미얀마의 벵갈만에 위치한 슈웨

(Shwe), 슈웨 퓨(Shwe Phyu), 미야(Mya) 해저 가스전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생산

을 시작하여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
 합작사업파트너인 인도의 가일 유한회사(Gas Authority 

India Limited, 이하, Gail JJ), 인도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 비데쉬 유한회사(Oil & Natural Gas 

Company Videsh Ltd, 이하, ONGC Videsh), 한국가스공사,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이하, MOGE)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매년 2억 1,400만 달러에서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문민정부가 가스 판매 수익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처

럼 보였지만, 불투명한 회계와
4
 환율 조작을

5
 통해 판매 수익이 유용된 지는 오래다.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대는 불법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수백 명을 사살했으며 대략 4천 명의 민간인

을 임의로 체포했다. 이로 인해 군대의 경제력 약화에 대한 압력이 외국 정부와 기업에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슈웨 가스전 사업에 투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Gail JJ, ONGC 

Videsh가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미얀마의 4개 해저 가스 프로젝트 중 슈웨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 정부에게 두번째로 

큰 외화 공급원이라는 것이다. 2020년과 20201년에는 미얀마 전체 가스의 30%를 생산할 것으

로 예측됐다.
6
 이 중 8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약 20%는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협력 업체 및 

미얀마 전력공사(Myanma Electric Power Enterprise)에 판매된다.
7
 

3. Nam Hyun-woo, POSCO Daewoo renamed as POSCO International, The Korea Times, 18/3/2020, Available at: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0/02/693_265546.html

4. MOGE와 같은 국영기업은 또 다른 국영기업인 미얀마 경제은행(Myanma Economic Bank, 이하, MEB)의 ‘기타 

계정’을 통해 수익의 55%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MOGE의 보유 현금은 “수익의 3배 이상, 지출의 7.5배 이상이다. 

MOGE의 보유 현금은 전세계 모든 국영 석유 회사의 총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018년 3월 31일 

MOGE의 ‘기타 계정’은 47.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see Bauer et al,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 Reform 

in Myanmar: The Case of Natural Resource Enterprises’, Report,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2018: 

pg 18.). 투명성의 부재로 인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군 관련 사업체가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고 해당 금액이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 정부가 2019년에 ‘기타 계정’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민 정부 관리들은 쿠데타 이후 구금되어 있다. 

5. 2012년까지 군정부는 가스 수출 수입을 달러당 6짜트로 교환했는데, 당시 시장 환율은 달러당 1,000짜트였다.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 환율 기준으로 48억 3천만달러의 수입이 국가 

예산에는 3천만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동기간동안 약 48억 달러의 천연 가스 수입이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ee TOTAL Impact: The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Financial Impacts of Total and 

Chevron’s Yadana Gas Project in Military-Ruled Burma’, EarthRights International, September 2009, p. 43.).

6. FY 2020-2021 Budget Brief on the Oil and Gas Sector”,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July 2020

7. Ibid, EITI Report (2017-18) available at: https://eiti.org/files/documents/meiti_reconciliation_report_2017-

2018_final_signed_31st_march_2020.pdf and 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 (2021), “The military or the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Myanmar’s offshore gas projects?”, https://www.pwyp.org.au/publications/who-benefits-

from-myanmar-ga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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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EB,  미얀마 외환은행(Myanmar Fore ign Trade Bank,  이하, MFTB) ,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이하, MICB)이 있다. 

9.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의 보고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과 공적연기금(APG)는 

Gail JJ에 910만 달러, ONGC Videsh에 890만 달러,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4,576만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See: 

https://uploads-ssl.webflow.com/5e691d0b7de02f1fd6919876/6062b51d35da5bd684b03b61_Investing%20in%20

the%20Military%20Cartel.pdf)

쿠데타 이후 군부는 정부 기관을 통제하고, 시민을 억압할 군대의 운영 자금을 대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MOG를 이용해 가스 판매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금, 세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군부는 MOGE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영은행에 대

해서도 통제권을 행사한다.
8
 따라서 이러한 가스개발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물 판매 수익은 현재 군부에서 통제한다. 이는 MOGE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모

든 국제 석유·가스 회사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의 합법화와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을 도울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또한 군부가 MOGE의 자금을 횡령하여 남용할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는 미얀마가 민

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고 군부의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미얀마를 실패한 국가

로 이끌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에는 블랙록(BlackRock), 뱅가드 그룹(Vanguard Group), 라자드 

자산운용(Lazard Asset Manag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 

캐나다 연금펀드(Canadian pension funds),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Dutch pension fund 

asset managers)인 사회보장기금(PGGM)과 공적연기금(APG)이 포함된다.
9
 모든 투자자는 투

자가 더 이상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과 재정적 동기가 있다.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이하, NUG)를 구성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ommittee Representing, 이하, CRPH)와 미얀마 시민단체는 민주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까

지 가스 판매 수익, 세금, 로열티, 파이프라인 배당금 등을 포함한 수입을 에스크로(escrow) 계좌

에 지불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단체와 특히, CRPH는 가스 생산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군부의 

폭력이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는 미얀마 국민, 시민 사회, NUG 지원에 힘써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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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ONGC Videsh, Gail JJ을 포함하여 미얀마의 석유·가스를 추

출하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MOGE와의 합작 투자 지분을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수입이 현재 미얀마 군부, 군부의 지도

자·사업 지분·사업 파트너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문민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가스 판매 수익을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다. 

• 가스 부문에 대한 표적 제재를 지원하여 판매 수익이 군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되 가스 생산은 중단하지 않는다. 

• 계약 공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얀마 및 사업을 영위하는 타 국가에서 적극

적으로 계약 공시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수익률과 정부에 지불한 모든 관련 금액을 사업 프로젝트 수준에서 공개한다. 

• 한국·인도 등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NUG가 요구하는 바대로 MOGE, 군부, 군부의 지도자·사업 지분·사업 파트너에 대한 전반

적 제재와 표적 제재를 지원한다. 

• 국영 기업을 포함한 인도 기업과 미얀마 군부, 미얀마경제공사(이하, MEC)·미얀마경제지주

사(이하, MEHL)와 같은 군부 소유 기업 간의 모든 상업적 관계를 중단한다.  

• 외교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법치 유지, 문민 정부와 민주적 규범으로의 복귀, 언론인, 시민 사

회 활동가, 국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을 보장한다.  

• 모든 기업이 27개 유럽연합국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 

시행 예정에 있는 법률에 따라 국가별, 사업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수익 소유권, 프로젝트 수

익률 및 정부에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미얀마 내 석유·가스 회사의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MOGE,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이익, 사업 협력 업체

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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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 정부기관을 장악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시민 불

복종 운동(CDM)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쿠데타에 반대하고 군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

구했다. 이 운동은 군사 정권의 정당성과 정부로의 승인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인정하지 않고, 참여

하지 않는(no recognition, no participation)” 태도를 취하고 있다. 쿠데타 주도자들이 사임할 때까

지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광범위한 파업을 벌이고 군부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 

운동(CDM)의 목표이다. 이 운동의 성공 여부에 따라 군부가 권력을 공고히 할지를 결정지을 것이

다.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의회 의원들은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구성하고, 소수민족 무장단

체(Ethnic Armed Organisations)와 협력하는 NUG의 설립을 선언했다. 

군부는 842명 이상을 살해하고 최소 4,468명을 임의로 구금하는 한편,
10

 시위대에 실탄과 로켓추진

유탄을 발포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고, 소수 민족 지역을 공습하여 수천 명의 이주민을 

낳았다. 군경은 비사법적 살인과
11

 고문을
12

 자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화 시위자, 그리고 

언론인들은 피신 중이다. 

국제 사회는 군부의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국제적 개입은 군부 지도자와 그 가족들, 

MEC·MEHL와 같은 군부 관련 기업 및 국제 기업과 상대적으로 제한된 연관성을 지닌 일부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로 국한되어 있다. 현재까지 취해진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4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13

 

미얀마 쿠데타

10. Association for Assistance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2021), See: https://aappb.org/

11. Amnesty International, (2021), “Myanmar Arsenal Troops Deployed Crackdown”, Available at: https://

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3/myanmar-arsenal-troops-deployed-crackdown/

12. Hardington, L., “Outrage in Myanmar after activist allegedly tortured to death”, The Guardian, 15/3/2021,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5/the-death-of-zaw-myat-lynn-allegations-torture-used-

on-opposition-activist-in-myanmar

1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ess Statement on Situation in Myanmar”, United Nations Meeting Coverage 

and Press Releases, 4/2/2021. Available at: https://www.un.org/press/en/2021/sc14430.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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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14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적인 조치는 무산되었다. 유엔의 미얀마 특사는 안전보

장이사회에 “미얀마 군경에 경고하고 미얀마 국민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15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

한 유엔 특별 보고관 톰 앤드루스(Tom Andrews)는 군부의 권력 장악을 “헌법상 절차적으로 불법”

이라고 규정했으며, 미얀마 석유·가스 회사를 포함한 군사 정권의 자금원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16

아세안: 2021년 4월 24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지도자들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

사령관이 만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5가지의 합의안을 수립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대 이상”이었

다고 했지만,
17

 이틀 후 미얀마 군부는 “상황이 안정되면 아세안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8

  NUG는 아세안 회담에서 “군부가 사실을 호도”했음을 강조하고 합의안에서 누락된 정치

범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아세안이 NUG와 협의하고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19

 군부는 본 회

담 이후 한 주 동안 61번의 공습을 자행했다.
20

 

인도: 인도는 군사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보다 미얀마 군부를 회유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

다. 인도 외교부는  2021년 2월 1일 유일하게 발표한 성명에서 군부와 지금까지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았다. 되려, 인도는 국경을 봉쇄해 수천 명의 망명자를 밀어냈다. 인도는 지난 3월 27일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살해된 미얀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인도는 군

부 및 관련 단체와의 무역 관계 또는 어떠한 거래도 중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2월에 한국 국회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2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군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성명

을 발표하고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모든 구금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2

  같은 달 한

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 미얀마와의 국방 및 안보 관련하여 새로운 교류 및 협력 

14.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on Myanmar”, 

10/3/2021. Available at: https://usun.usmission.gov/statement-by-the-president-of-the-security-council-on-

myanmar-march-10-2021/?fbclid=IwAR2ytKvHa7IPQufzswCyo0X-Ccu98gTtitMsvAqwa7EwrXqg0vQqzErABfE

15. United Nations, “Hopes for UN Security Council action against Myanmar military coup ‘waning’ fast, warns 

Special Envoy” UN News, 5/3/2021. Available at: https://news.un.org/en/story/2021/03/1086572

16. Andrews, T., (202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Report 

No. A/HRC/46/56”, United Nations, 4/3/2021, pg 18.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

RegularSessions/Session46/Documents/A_HRC_46_56.pdf

17. Allard, T., Potkin, F., Rizki, N., Widianto, S., “SE Asian nations say consensus reached on ending Myanmar 

crisis”, Reuters, (23/4/2021),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east-asian-leaders-

discuss-myanmar-with-coup-leader-2021-04-23/

18.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2021), “Press Release on ASEAN Leaders’ Meeting”, Available at: https://

cincds.gov.mm/node/12094?d=1

19. CRPH, (2021), Statement on Facebook, title unknown,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crph.official.mm/

photos/pcb.163485679110745/163485229110790

20. ALTSEAN, (2021), “Factsheet”, Available at: https://twitter.com/Altsean/status/1389831084754366465

21. S. Korean parliament passes resolution condemning military coup in Myanmar, Yonhap News Agency, 

27/2/2021, Available at: https://en.yna.co.kr/view/AEN20210226007100315

22. Lee, JH., “South Korea Condemns Myanmar Violence, Urges Release of Suu Kyi”, Bloomberg, 6/3/2021,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06/south-korea-condemns-myanmar-

violence-urges-release-of-suu-k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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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n Government’s Measures on Situation in Myanmar”, 12/3/2021, Available at: 

https://www.mofa.go.kr/eng/brd/m_5676/view.do?seq=3215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

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24. Bucci, N., “Woodside will withdraw its workers from Myanmar for suspected human rights abuses”, The 

Guardian, 27/2/2021,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feb/27/woodside-will-withdraw-

workers-from-myanmar-for-suspected-human-rights-abuses

25. Yep, E., & Ang, S., “Petronas declares force majeure at Yetagun offshore gas filed in Myanmar”, SP Global, 

4/5/2021, Available at: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natural-gas/040521-

petronas-declares-force-majeure-at-yetagun-offshore-gas-field-in-myanmar

26. Kim, C., “S.Korea steel giant POSCO weighs how to exit Myanmar military-backed venture -source”, Reuters, 

5/4/2021,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article/us-myanmar-politics-posco-exclusive/exclusive-south-

korea-steel-giant-posco-weighs-how-to-exit-myanmar-military-backed-venture-sources-idUSKBN2BS0K0

27. Pouyann, P., (2021), “Total and the human rights crises in Myanmar”. Available at: https://www.linkedin.com/

pulse/total-human-rights-crisis-myanmar-patrick-pouyann%C3%A9/

중단; (2) 미얀마에 대한 군수 물품 수출 허가증 발급의 중단 및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수출

의 엄격한 통제; (3) 미얀마 국민의 생계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대미얀마 개발협력

지원사업 재검토; (4)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미얀마 국민의 한국 거주를 허용하는 인도주의 체류허

가 부여.
23

기업: 2월 말 우드사이드(Woodside)는 시민 사회의 압력을 받아 미얀마에서의 사업을 축소하겠다

고 발표하고 직원을 철수했으며, 하청 업체인 트랜스오션(TransOcean)이 수행하던 시추 작업을 중

단했다.
24

 페트로나스(Petronas)는 적은 생산량을 이유로 예타건 (Yetagun) 가스개발 사업의 일시 

중단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발표했다.
25

 포스코 강판은 현재 제재를 받는 군부 소유의 기업MEHL과의 

합작을 종료하려 하며,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다.
26

 반면 4월 4일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는 현지 

직원들이 처한 위험과 양곤과 태국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들며 계속해서 MOGE에 판매 수익금을 지

불하고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27

2021년 2월 14일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by Htin Linn Aye is licensed under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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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페트로나스(Petronas)가 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중단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가스 판매 수익은 예측보다 

적을 것이다. 

29. Myanmar Government, (2020), “FY 2020-2021 Budget Brief on the Oil and Gas Sector”,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July 2020

30. MOGE와 같은 국영기업은 또 다른 국영기업인 MEB의 ‘기타 계정’을 통해 수익의 55%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MOGE의 보유 현금은 “수익의 3배 이상, 지출의 7.5배 이상입니다. MOGE의 보유 현금은 전 세계 모든 국영 석유 

회사의 총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2018년 3월 31일 MOGE의 ‘기타 계정’은 47.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see Bauer et al,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 Reform in Myanmar: The Case of Natural Resource 

Enterprises’, Report,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2018: pg 18.). 투명성의 부재로 인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군 관련 사업체가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고 해당 금액이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LD 정부가 2019년에 

‘기타 계정’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정부 관리들은 쿠데타 이후 구금되어 있다. 

31. 2012년까지 군정부는 가스 수출 수입을 달러당 6짜트로 교환했는데, 당시 시장 환율은 달러당 1,000짜트였다.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 환율 기준으로 48억 3천만 달러의 수입이 국가 

예산에는 3천만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동기간동안 약 48억 달러의 천연가스 수입이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ee TOTAL Impact: The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Financial Impacts of Total and 

Chevron’s Yadana Gas Project in Military-Ruled Burma’, EarthRights International, September 2009, p. 43.).

32. Earth Rights International, (2009), “TOTAL Impact: The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Financial Impacts 

of Total and Chevron’s Yadana Gas Project in Military-Ruled Burma”, p. 43.

33. 군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문민정부 주도의 개혁에 저항했고 이미 많은 개혁 시도를 거쳤다. 무력 사용 이외에도 

군부는 “기타 계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민정부 주요 인사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장관직에 군 지휘관을 

임명하고, 문민정부가 임명한 모든 판사를 해임하고, 헌법 재판관들을 교체하고, 시민권 보호법을 폐지하고 가택 수색을 

위한 억압적인 법을 다시 제정했다.  

34. World Bank, ‘Revenue, excluding grants (% of GDP) -Myanmar’, The World Bank Group, 2020. Available a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GC.REV.XGRT.GD.ZS?locations=MM

35. Ibid

미얀마의 해저 가스 판매 수익은 15억 4천만 달러로 예측되었으며
28

 이는 2020~22년간 매년 미얀

마 연방정부(Union Government) 수입의 약 10%에 해당한다 (표 [1] 참조).
29

 슈웨 가스전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을 포함하여 연간 2억 1,400만 달러에서 4억 1,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

출했다 (표 3 참조).

2015~2020년 동안 문민정부가 가스 판매 수익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였지

만, 오랫동안 판매 수익은 불투명한 회계와
30

 환율 조작을
31

 통해 유용되었다. 야다나(Yadana) 가스

전 사업만으로 2000~2008년까지 거의 8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8억 달

러는 군부로 흘러갔는데 이는 2007~2008년 미얀마 외환 유입의 70%를 차지한다. 해당 금액은 제재

에서 면제되어 군부의 미화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군부는 환율을 조작하여 99% 이상의 수익이 국

가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다.
32

  현재 미얀마 외환의 약 50%가 가스 판매 수익에서 발생한다. 쿠데타 

이후 군부의 행보는 이러한 판매 수익이 다시 군부에 의해 유용될 것이 확실함을 시사한다.
33

가스 판매 수익은 군부의 재정 확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얀마 국민에게는 사실 거의 중요하

지 않다. 해당 수익은 연간 GDP의 약 2%에 불과하며
34

 2017-2018 미얀마 추출산업 투명성기구

(Myanmar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EITI)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

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 미얀마 정부의 수입은 GDP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

다 (예컨대, 2019년 13.9%).
35

 2017~2018년에는 정부 전체예산의 12.5%만이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미얀마 석유·가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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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un Pa Pa Kyaw, ‘Social Policy for Children in Myanmar’, SocialProtection.org, Apr 19, 2020. Available at:

https://socialprotection.org/discover/blog/social-policy-children-myanmar

37. Nyein, N., “Myanmar Parliament Slashes Military’s Budget Request for First Time”, The Irrawaddy, 28/5/2020, 

Available at: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parliament-slashes-militarys-budget-first-

time.html

38. 토탈(Total)이 운영하고, 쉐브론(Chevron), PTTEP, MOGE가 참여하는 합작 투자.

39. PTTEP가 운영하고, MOGE가 참여하는 합작 투자.

40. 페트로나스(Petronas)가 운영하고, 니폰 오일(Nippon Oil), PTTEP, MOGE가 참여하는 합작 투자.

41.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2020), “FY 2020-2021 Budget Brief on the Oil and Gas Sector”.

에 사용되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36

 이는 많은 사람이 비공식 사회 안전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방 예산은 의료비보다 3배나 많으며 국가 예산의 15%를 유지

하고 이다.
37

미얀마의 해저 가스 인프라는 네 개의 프로젝트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해상 시설과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다나(Yadana),
38

 자우티카(Zawtika),
39

 예타건(Yetagun)
40

 사업은 태국에 가스

를 수출하는데, 해당 가스는 태국 국영석유회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가 구매한다. 슈

웨(Shwe) 가스전 사업은 중국에 가스를 수출하며,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United Oil 

Corporation, 이하, CNUOC)가 구매한다. 예타건(Yetagun)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가정용 가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국제 석유·가스 회사에는 토탈(Total), 쉐브론(Chevron), 한국가스

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태국 국영석유탐사생산회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Exploration and Production, 이하, PTTEP), 페트로나스(Petronas)가 있다. 

탐사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는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토탈(Total), 중국국영석유회

사(이하, CNPC), BG그룹(Royal Dutch Shell)이 포함된다. 

네 개의 사업은 각각 1) 생산 분배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합작 회사를 통해 업스트림(upstream) 추출 

작업과, 2) 별도의 파이프라인 회사가 운영하는 가스 운송 작업(파이프라인 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

로 생산 분배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하다.)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MOGE는 가스 판매 

수익을 징수하고, 생산물 분배계약상 및 가스파이프 회사의 소액투자자로서 이 프로젝트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한다(박스 1 참조).

미얀마 해저 가스전 사업

표1. 2021~2022년 및 2022~2023년 미얀마 가스 판매 수익(수입) 추정액(USD)41

2021-2022년 예측 (USD)

로열티 225,573,770

수익/석유 737,704,918

석유·가스 회사 소득세 53,114,754

해저 프로젝트 총매출 1,230,163,934

정부 기부금 139,016,393

파이프라인회사 소득세 175,081,967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총수입 314, 098,361

해저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총수입 1,544,26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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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SOE) 혹은 국가 경제 기업(State Economic 
Enterprises, SEE)은 1988년 쿠데타 이후 세워진 군부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해당 기업
의 운영 메커니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영기업은 상위 정부 부처의 지시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 부처에 보고한다.

MOGE는 석유·가스의 업스트림 생산과 가스 판매 수익의 징수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다. 
MOGE는 미얀마 정부에 의해 정부 산하 기관(agency)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전력에너지부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이하, MOEE)의 한 부서이다. MOGE는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가스개발 프로젝트에서 로열티, 수익 지분, 상여금을 징수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합작 투자에 참여하여 추가 수익 지분을 받고, 파이프라인 회사의 주주로서 배
당금을 받는다. 

MOGE는 또한 판매하는 가정용 가스의 (일반적으로) 20%를 사용한다. 군부와 군부 소유 
기업 및 그 계열사에 판매된 가스가 이에 포함된다.

MOGE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은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
면 법률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투명성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시 
역할을 했던 EITI의 프로세스조차 지금은 중단되었다.

42. Nam Hyun-woo, POSCO Daewoo renamed as POSCO International, The Korea Times, 18/3/2020, Available at: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0/02/693_265546.html

박스 1. 미얀마 석유·가스 관련하여 국영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슈웨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 벵갈만의 A-1, A-3 광구에 위치한 슈웨(Shwe), 슈웨 퓨(Shwe Phyu), 미야

(Mya) 해저 가스전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2

 

합작사업파트너인 인도의 Gail JJ, ONGC Videsh, 한국가스공사, MOGE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슈웨 가스전 사업

표2. 슈웨 가스전 사업의 소유권 (A1광구)

Company Share

Posco International 51%

ONGC Videsh 17%

MOGE 15%

Gail JJ 8.5%

Korea Gas Corpor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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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ies, (2020),“FY 2020-2021 Budget Brief on the Oil and Gas Sector”.

44. MEITI, (2020), “Myanmar EITI Report (2017-18)”, available at: https://eiti.org/files/documents/

meiti_reconciliation_report_2017-2018_final_signed_31st_march_2020.pdf and 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 

(2021), “The military or the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Myanmar’s offshore gas projects?”, https://

www.pwyp.org.au/publications/who-benefits-from-myanmar-gas

45. CNPC와 MOGE는 최초 생산 기간에 승인 시 100만 달러, 하루 150mmscf 생산할 경우 생산 후 90일에 200만 달러, 

하루 300mmscf생산할 경우 90일 후에 300만 달러, 하루 600mmscf 생산할 경우 생산 후 90일에 400만 달러, 하루 

750mmscf 생산할 경우 생산 후 90일에 1,000만 달러의 생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6. 가스 파이프라인과 유사하게, 동남아시아 원유 파이프라인 주식회사(South East Asia Crude Oil Pipeline Co., Ltd., 

이하, SEACOP) 소유의 송유관은 짜욱퓨(Kyaukphyu)에서 수입한 석유를 중국 북서부 Yunan의 정유 공장으로 

운송한다. SEACOP는 CNPC-SEAP(51%)와 MOGE (49%) 소유이며, CNPC-SEAP이 운영한다. 

47. Kyaw et al, (2017), “In Search of Social Justice along the Myanmar-China Oil and Gas Pipeline A Follow-

up Report’ Myanmar-China Pipeline Watch Committee (MCPWC)”, Available at https://media.business-

humanrights.org/media/documents/files/documents/Follow-up_Report_English_14092017.pdf

48. MEITI, (2020), “Myanmar EITI report 2017/8”, page 442.

슈웨 가스전 사업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가스 판매 수익원이다. 2020~21년 미얀마 전체 가스 생산

량의 30%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43

 슈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80%는 중국으로 수출되

어 CNUOC가 구매한다 (이는 중국에 수입되는 총가스의 13%에 해당한다).  약 20%의 가스는 미얀

마 내에서 사용되며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협력 업체 및 미얀마 전력회사에 판매된다.
44

 하루에 

500mmscf의 가스가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5

 

표3은 슈웨 가스전 사업의 생산가와 수출가격(즉, 생산량에서 국내 사용량을 제한 값)을 요약한다. 

표3. 슈웨 가스전 사업의 생산량 및 가치 (추정)

연도 가스 
생산량(MMSCF)

추정 생산가 
(USD) 수출량(mmscf) 수출가격(USD)

2017-2018 172,023 1,124,791,258 142,339 930,699,168

2016-2017 174,994 1,046,750,837 144,054 861,678,944

2015-2016 185,059 1,316,137,721 163,807 1,164,993,714

슈웨(Shwe) 가스는 라카인주 메이드 섬(Made Island)에서 슈웨(Shwe) 또는 미얀마-중국 가스 파이

프라인(Myanmar China-Gas Pipeline)으로 알려진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 국경에 있는 뮤즈(Muse)

로 운송된다. 파이프라인은 동남아시아 가스관 주식회사(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 Ltd, 이하, 

SEAGP) 소유이며,
46

 2013년 7월 28일 가동되었다. 해당 파이프라인의 주주이자 슈웨 가스전 프로젝트

의 업스트림 투자자는 표4와 같다. CNCP-SEAP은 CNPC의 자회사이며 최대 주주이자 파이프라인의 

운영자이다.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불법 토지 압수와 인권 침해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47

표4. SEAGP의 소유권48

Company Share

CNPC-SEAP Co., Ltd 51%

Posco International 25%

ONGC Caspian E&P B.V 17%

MOGE 7%

Gail (India) limited 8.5%

KG-SEAGP Company Limit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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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1. 슈웨 가스전 파이프라인의 지도

가스 판매 수익이 MOGE에
 유입되는 경로와 군부의 유용

아래의 도식2는 생산물 배분계약에 따라 슈웨 가스전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MOGE의 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  

표 5. 슈웨 가스전 사업의 재정 구조(fiscal regime)

사기업 MOGE MOGE에 지급되는 
로열티(현금)

(총매출의) 80% 20% 10%

총매출수입

(매출수입의) 60%

비용 회수

계약자 MOGE

85% 15%

(매출수입의) 40%

수익 분할

계약자 국가의 수익 지분

85%
15%계약자의 순수익 

(85%)
MOGE의 순수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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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판매 수익이 구매자인CNUOC로부터 MOGE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

는 없으며, 관련 계약 내용이 공개된 적도 없다. 그러나 2017~2018년 EITI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구

조는 다음과 같다.

• 가스 판매로 생긴 로열티의 10%는 MOGE에 지급된다.

• 판매 수익의 최대 60%를 비용 회수(cost recovery)에 사용할 수 있으며 MOGE는 이 

중 최대 15%를 받는다. 

• 비용 회수 및 로열티를 제외한 후 가스 매출의 15%는 정부의 수익 지분으로 MOGE가 

징수한다. 

• 비용 회수와 로열티를 제외한 후 가스 매출의 85%는 계약자(즉, MOGE와 생산물 배분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분할 지급되는데, 이 중 15%가 MOGE에 지급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UOC)는 지불금을 홍콩의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에 예

치한 후 해당 금액을 중국개발은행 서울지부에 이체한다. 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자인 포스코는 

싱가포르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OCBC)에 개설된 미얀마 무

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의 계좌(correspondent account)로 대금을 미화로 

이체한다.
49

 

CNUOC는 매월 로열티를 현금으로 지불하며, 해당 금액은 계약자를 통해 정부를 위해 가스 판매 수

익금을 징수하는 MOGE에 전달된다.
50

  

표 6. 매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51

Financial Year MMK (Myanmar Kyat) USD (US dollars)

2017 - 2018 262,057,008,872 198,085,346

2016 - 2017 282,425,388,990 206,247,774

2015 - 2016 576,644,680,344 475,097,369

2014 - 2015  398,179,029,859 386,292,800

49. Statement from LEE Jaej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 risk of being 

using for criminal activities” - Where the revenue from Posco’s Shwe gas project goes?”, Ilyoshinmun, 

6/5/2021, Available at: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0520

50. EITI Report (2017-18) Available at: https://eiti.org/files/documents/meiti_reconciliation_report_2017-

2018_final_signed_31st_march_2020.pdf

51. Myanmar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2017-2018, BDO, March 2020; Myanmar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2016-2017, PWC; Myanmar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2015-

2016, Stephen Moore; Myanmar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2014-2015, Stephen Moore.

52. EITI Report (2017-18) Available at: https://eiti.org/files/documents/meiti_reconciliation_report_2017-

2018_final_signed_31st_march_2020.pdf. 납부액은 파이프라인 비용 회복 단계가 종결되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다나(Yadana) 파이프라인은 2017년, 2018년에 MOGE에 1억4천만 달러의 세금과 배당금을 지불했다 (MOGE은 

슈웨(Shwe) 파이프라인보다 야다나(Yadana)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EAGP는 슈웨 가스전 사업의 합작 투자 파트너에게 가스 운송 요금을 부과한다. SEAGP는 MOGE

를 포함한 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SEAGP 주주의 만장일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SEAGP는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2017년과 2018년에 약 3천만 달러를 납부했으며 향후 납부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2

 

파이프라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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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가스 판매 수익금 유용

슈웨(Shwe) 합작 투자 파트너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는 1967-68년 제철 회사로 설립되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 전역의 에너지· 철

강·제조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코리안 타임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0년 슈웨(Shwe) 가스로 창출한 영업 이익이 2억 7천6백만 달러로 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체 

영업 이익의 64%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54

 포스코는 현재 제재 대상인MEHL와의 관계를 종료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자로서 계속해서 MOGE에 지불해왔다.

한국가스공사(KOGAS)
1983년 한국 정부가 설립한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사가 되었다. 한

국가스공사는 슈웨 가스전 업스트림 생산에 17%의 지분을, SEAGP 지분의 8.5%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슈웨 가스전 사업에 총 3억 6천6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매입

하였으며 총 3억 7천2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다.
55

 

ONGC Videsh 
ONGC Videsh는ONGC의 국제 지사이며 2002년부터 슈웨 가스전 사업의 탐사 및 개발에 참여했

쿠데타 이후 군부는 정부 기구에 대한 통제권 유지, 지역 인구에 대한 운영 자금 조달, 사익 편취 등을 

위해 다시 한번 MOGE를 이용해 가스 판매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금, 세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유

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부는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했

다. 군부는NLD가 임명한 MOEE 장관을 임의로 구금하고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지급과 수익이 유용된 

2011년에 차관이었던 관리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군부는 MOGE가 계좌를 개설한 국영은행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제권을 행사한다.
53

 따라서 슈웨 가스전 사업과 파이프라인의 모든 수익은 현

재 군부에 의해 통제된다. 이는 MOGE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국제 석유·가스 회사가 미

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환의 합법화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도울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얀마 시민단체와CPRH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주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가스 판매 수익, 세

금, 로열티, 파이프라인 배당금 등을 포함한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지불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 시민단체와 특히, CRPH는 가스 생산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에스크로 계좌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자금을 보유하는 은행 계좌다. 
이 경우 수혜자는 불법 정권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가 될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처럼 
석유·가스 판매 수익금을 보관하는 데 에스크로 계정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계정은 일반적으로 명망 있고 신뢰가 가는 국제기구가 관리한다. 석유·가스 판매 수익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할 근거는 다양한데, 정부가 불법적으로 점거됐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53. MEB, MFTB, 그리고 잠재적으로MICB이 있다.

54. Hyun-woo, N.,“Myanmar coup becoming risk for POSCO’s businesses there”, The Korea Times, 18/2/2021, 

Available at: http://www.koreatimes.co.kr/www/tech/2021/02/693_304185.html

55. Taken from a public statement from Lee, Jaej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박스 2. 에스크로(Escrow) 계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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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NGC Videsh는 슈웨(Shwe)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7억 2천2백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고, 추가

로 1억 1,127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56

 ONGC Videsh는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석유 회사로, 미

얀마의 6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7개국 37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ail JJ 
Gail JJ은 무역, 수송, LPG생산 및 수송, LNG 재가스화, 석유 화학, 도시가스, E&P (탐사와 생산) 등

의 천연가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다각화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도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기업이다. 

Gail JJ은 전국에 걸쳐 약 13,25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GGUI, GGULL, 

GAIL-Sabine Pass), 이집트(2개 소매 가스 회사의 지분), 싱가포르(GAIL Global Singapore Pte 

Ltd), 미얀마(A1, A3 E&P광구, 미얀마-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차이나가스) 등 5개국에 진출했

다. Gail JJ은 미얀마의 두 개의 E&P 광구에 참여 지분을 갖고 있다.

위 인도 기업은 모두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57

56. ONGC, (2020), “Annual report 2019/20” Available at: https://www.ongcvidesh.com/wp-content/

uploads/2020/11/OVL-English-Annual-Report-19-20_24-11-2020_Low_res_compressed.pdf

57. 예를 들어, ONGC는 석유 관련 투자 및 기타 금지된 활동 관련하여 이란과 협력한 건으로 미국의 조사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와 있으며, 인권 침해와 인도 환경 오염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천 크로에 달하는 롤스로이스와의 

에너지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Gail JJ와ONGC가 모두 연루된 부패 사건을 중앙수사국(CBI)이 수사하고 있다. See 

the following: https://energy.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oil-and-gas/competition-commission-

orders-fresh-probe-against-gail-india/59603737,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

gas/ongc-fined-rs-2-05-crore-for-green-norm-violation-in-assam/articleshow/71167417.cms?from=mdr

58. Justice for Myanmar, (2021), “Investing in the military cartel”, Available at: https://www.justiceformyanmar.org/

stories/investing-in-the-military-cartel

59.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소득보장을 받는 국민이 노후급여를 보장받음으로써 퇴직·장애·사망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기금운용 및 투자 거버넌스는 국민연금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투자계획, 성과평가 등 주요 안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승인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고용주와 직원, 피보험자, 관련 정부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의 관리·투자를 

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전문 투자가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월 대비 0.26%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 2021년 3월 자로 11.36%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포스코의 최대 

주주이다. 최근 몇 년간 공단이 강조해 온 것은 책임 있는 투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책임 

있는 투자에는 공단이 ESG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포스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

쿠데타 이후 투자자들은 군부가 MOGE의 현금을 유용하도록 함으로써 군부에 자금을 지원할 위험에 

발생했는데, 이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군부의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것으

로, 미얀마를 실패한 국가로 이끌 것이다.  연금 펀드, 국부 펀드, 기관 투자자 등 투자자는 자신의 투

자가 더 이상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과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록(BlackRock), 뱅가드 그룹(Vanguard Group), 라자드 자산운용(Lazard 

Asset Manag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

기관(Dutch pension fund asset managers)인 사회보장기금(PGGM)과 공적연기금(APG),
58

 스웨덴 

연기금(Swedish Pension Fund), 캐나다 공적연기금(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 한국 국민연금공단.
59

 각 회사의 상위 20개 투자자 목록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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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투자자 및 소유권 비율

GAIL (India) Ltd ONGC Ltd POSCO KOGAS

Stake in Shwe 8.5 17 51 8.5

Owners of Owners     

Government of Myanmar     

Government of India 60 60   

Government of Korea    34.1

NPS Korea   12.8 5.37

GAIL (India) Ltd 6.4

CitiGroup Inc. 8.66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5

BlackRock 0.644 0.65 6.107 1.415

Nippon Steel   3.32  

KB Financial Services   2.08 KOGAS

GIC Pvt Ltd   1.97  

KOGAS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3.19

KOGAS Holding Company    7.03

Lazard Asset Managers LLC 0.222 0.378                                                
0.873 

                                               
0.001 

The Vanguard Group, Inc. 1.34 0.421                                                
2.736 0.72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0.33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1.138 0.378 0.343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of 
America - 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   

                                               
0.158 

 

                                               
0.036 

Others 36.65 31.8 56 27

Total 100 100 100 100

Source: Company Websites and S&P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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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ONGC Videsh, Gail JJ을 포함하여 미얀마의 석유·가스를 추출하

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MOGE와의 합작 투자 지분을 이용하여 위 언급한 수입이 현재 미얀마 군부, 군부의 지

도자, 사업 지분 및 사업 파트너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문민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가스 판매 수익을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다. 

• 가스 부문에 대한 표적 제재를 지원하여 판매 수익이 군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되 가스 생산은 중단하지 않는다. 

• 계약 공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얀마 및 사업을 영위하는 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공시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 수익률과 정부에 지불한 모든 관련 금액을 사업 프로젝트 수준에서 공개한다. 

한국·인도 등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NUG가 요구하는 바대로 MOGE, 군부, 군부의 지도자, 사업 지분 및 사업 파트너에 대

한 전반적 제재와 표적 제재를 지원한다. 

• 국영 기업을 포함한 인도 기업과 미얀마 군부, MEC· MEHL와 같은 군부 소유 기업 간

의 모든 상업적 관계를 중단한다.  

• 외교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법치 유지, 문민 정부와 민주적 규범으로의 복귀,  언론인, 시

민 사회 활동가, 국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을 보장한다.  

• 모든 기업이 27개 유럽연합국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에서 시행 예정에 있는 법률에 따라 국가별, 사업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수익 소유권, 프

로젝트 수익률 및 정부에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미얀마 석유·가스 회사의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기업이 MOGE,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사업 협력 업체에 재정적 지급을 하

지 않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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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터내셔널/포스코 (KOSE:A005490)

Latest Holders    

Holder Common Stock 
Equivalent Held % Of CSO Market Value (KRW in 

mm)

National Pension Service                                                 
9,679,228 

                                              
12.799 

                                      
3,561,904.3 

Citigroup Inc.,Banking and Securities 
Investments

                                                
6,549,199 

                                                 
8.66 

                                      
2,410,070.3 

BlackRock, Inc. (NYSE:BLK)                                                 
4,618,161 

                                               
6.107 

                                      
1,699,458.6 

Nippon Steel Corporation (TSE:5401)                                                 
2,894,712 

                                               
3.828 

                                      
1,065,238.6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2,401,789 

                                               
3.176 

                                         
883,845.6 

The Vanguard Group, Inc.                                                 
2,068,942 

                                               
2.736 

                                         
761,359.6 

KB Asset Management Co., Ltd.                                                 
1,817,635 

                                               
2.403 

                                         
668,880.0 

GIC Pte. Ltd.                                                 
1,718,369 

                                               
2.272 

                                         
632,350.6 

POSCO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1,563,028 

                                               
2.067 

                                         
575,186.0 

Dimensional Fund Advisors L.P.                                                    
943,972 

                                               
1.248 

                                         
347,376.7 

T. Rowe Price Group, Inc. 
(NasdaqGS:TROW)

                                                   
736,268 

                                               
0.974 

                                         
270,942.7 

Lazard Asset Management LLC                                                    
660,202 

                                               
0.873 

                                         
242,950.8 

J.P. Morgan Asset Management, Inc.                                                    
558,606 

                                               
0.739 

                                         
205,564.0 

Pzena Investment Management, Inc 
(NYSE:PZN)

                                                   
533,432 

                                               
0.705 

                                         
196,300.1 

FMR LLC                                                    
488,882 

                                               
0.646 

                                         
179,906.0 

Northern Trust Global Investments                                                    
373,490 

                                               
0.494 

                                         
137,442.3 

Franklin Resources, Inc. (NYSE:BEN)                                                    
356,782 

                                               
0.472 

                                         
131,293.9 

Invesco Ltd. (NYSE:IVZ)                                                    
258,901 

                                               
0.342 

                                           
95,274.2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255,014 

                                               
0.337 

                                           
93,843.8 

Geode Capital Management, LLC                                                    
249,557 

                                                 
0.33 

                                           
91,835.6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239,759 

                                               
0.317 

                                           
88,230.0 

부록 1.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ONGC, Gail JJ의 상위 20개 투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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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KOSE:A036460)
Latest Holders    

Holder Common Stock 
Equivalent Held % Of CSO Market Value (KRW in mm)

South Korea                                               
24,144,353 

                                              
28.131 

                                         
784,680.1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SE:A015760)

                                              
18,900,000 

                                              
22.021 

                                         
614,241.1 

National Pension Service                                                 
4,957,254 

                                               
5.776 

                                         
161,108.4 

Korea Gas Corp. ESOP                                                 
2,941,365 

                                               
3.427 

                                           
95,593.0 

BlackRock, Inc. (NYSE:BLK)                                                 
1,245,416 

                                               
1.451 

                                           
40,475.4 

The Vanguard Group, Inc.                                                    
815,002 

                                                 
0.95 

                                           
26,487.2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595,505 

                                               
0.694 

                                           
19,353.6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294,795 

                                               
0.343 

                                             
9,580.7 

Shinyoung Asset Management Co., Ltd.                                                    
249,401 

                                               
0.291 

                                             
8,105.4 

Dimensional Fund Advisors L.P.                                                    
205,604 

                                                 
0.24 

                                             
6,682.0 

AP Fonden 2                                                    
198,699 

                                               
0.232 

                                             
6,457.6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159,329 

                                               
0.186 

                                             
5,178.1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118,623 

                                               
0.138 

                                             
3,855.2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116,616 

                                               
0.136 

                                             
3,790.0 

Northern Trust Global Investments                                                    
103,858 

                                               
0.121 

                                             
3,375.3 

KB Asset Management Co., Ltd.                                                     
94,455 

                                                 
0.11 

                                             
3,069.7 

Hanwha Asset Management Co. Ltd.                                                     
87,273 

                                               
0.102 

                                             
2,836.3 

Geode Capital Management, LLC                                                     
73,668 

                                               
0.086 

                                             
2,394.2 

Charles Schwab Investment Management, 
Inc.

                                                    
65,742 

                                               
0.077 

                                             
2,136.6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P.                                                     
64,551 

                                               
0.075 

                                             
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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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C (NSEI:ONGC)
Latest Holders    

Holder Common Stock 
Equivalent Held % Of CSO Market Value (INR in 

mm)

India                                           
7,599,608,458 

                                              
60.409 

                                         
788,428.6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Asset 
Management Arm

                                          
1,367,721,993 

                                              
10.872 

                                         
141,895.6 

Indian Oil Corporation Limited (NSEI:IOC)                                             
986,885,142 

                                               
7.845 

                                         
102,385.3 

GAIL (India) Limited (NSEI:GAIL)                                             
308,401,602 

                                               
2.451 

                                           
31,995.4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292,011,519 

                                               
2.321 

                                           
30,295.0 

Nippon Life India Asset Management Limited 
(NSEI:NAM-INDIA)

                                            
274,454,429 

                                               
2.182 

                                           
28,473.5 

BlackRock, Inc. (NYSE:BLK)                                               
81,065,217 

                                               
0.644 

                                             
8,410.2 

FMR LLC                                               
60,000,616 

                                               
0.477 

                                             
6,224.8 

SBI Funds Management Private Limited                                               
52,979,896 

                                               
0.421 

                                             
5,496.4 

The Vanguard Group, Inc.                                               
52,911,354 

                                               
0.421 

                                             
5,489.3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47,542,458 

                                               
0.378 

                                             
4,932.3 

Lazard Asset Management LLC                                               
47,517,664 

                                               
0.378 

                                             
4,929.8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NSEI:HDFCAMC)

                                              
38,008,357 

                                               
0.302 

                                             
3,943.2 

UTI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BSE:543238)

                                              
27,479,752 

                                               
0.218 

                                             
2,850.9 

Charles Schwab Investment Management, 
Inc.

                                              
20,345,780 

                                               
0.162 

                                             
2,110.8 

BNY Mellon Asset Management                                               
17,501,581 

                                               
0.139 

                                             
1,815.7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Inc.                                               
10,831,670 

                                               
0.086 

                                             
1,123.7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LLC                                               
10,195,157 

                                               
0.081 

                                             
1,057.7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LC

                                                
9,869,945 

                                               
0.078 

                                             
1,024.0 

Geode Capital Management, LLC                                                 
9,144,360 

                                               
0.073 

                                               
948.7 

Dimensional Fund Advisors L.P.                                                 
8,386,474 

                                               
0.067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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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l JJ (인도) (NSEI:GAIL)
Latest Holders    

Holder Common Stock 
Equivalent Held % Of CSO Market Value (INR in 

mm)

India                                           
2,657,401,648 

                                              
59.846 

                                         
353,839.6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Asset 
Management Arm

                                            
391,765,012 

                                               
8.823 

                                           
52,164.5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Limited 
(NSEI:ONGC)

                                            
217,810,924 

                                               
4.905 

                                           
29,002.1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141,705,716 

                                               
3.191 

                                           
18,868.5 

Indian Oil Corporation Limited (NSEI:IOC)                                             
108,905,460 

                                               
2.453 

                                           
14,501.0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NSEI:HDFCAMC)

                                              
86,743,071 

                                               
1.954 

                                           
11,550.1 

The Vanguard Group, Inc.                                               
59,254,889 

                                               
1.334 

                                             
7,889.9 

Franklin Resources, Inc. (NYSE:BEN)                                               
54,873,286 

                                               
1.236 

                                             
7,306.5 

Nippon Life India Asset Management Limited 
(NSEI:NAM-INDIA)

                                              
53,798,947 

                                               
1.212 

                                             
7,163.5 

BlackRock, Inc. (NYSE:BLK)                                               
51,677,074 

                                               
1.164 

                                             
6,880.9 

SBI Funds Management Private Limited                                               
50,548,931 

                                               
1.138 

                                             
6,730.7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33,088,749 

                                               
0.745 

                                             
4,405.8 

Dimensional Fund Advisors L.P.                                               
26,173,061 

                                               
0.589 

                                             
3,485.0 

Deutsche Bank, Private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Investments

                                              
25,617,744 

                                               
0.577 

                                             
3,411.1 

Kotak Mahindra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25,066,672 

                                               
0.565 

                                             
3,337.7 

AllianceBernstein L.P.                                               
21,556,345 

                                               
0.485 

                                             
2,870.3 

FMR LLC                                               
17,635,519 

                                               
0.397 

                                             
2,348.2 

UTI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BSE:543238)

                                              
15,894,967 

                                               
0.358 

                                             
2,116.5 

Nordea Investment Management AB                                               
15,325,021 

                                               
0.345 

                                             
2,040.6 

BNY Mellon Asset Management                                               
14,893,616 

                                               
0.335 

                                             
1,983.1 

Lazard Asset Management LLC                                                 
9,877,968 

                                               
0.222 

                                             
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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