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러시아 극동지역 플랜트시장과 

한국의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g 서 하** 
.:..!... c>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10년간 고도성장을 달려온 러시아 경제 

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8년 7월 세계 3위의 4，627억 달러의 러시 

아 외환보유액은 2009년 1월에는 거의 40%가 줄어들었고， 유가는 배럴당 130 
달러에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였다. 러시아의 그루지야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 주가는 2008년 8월에만 60%까지 대폭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 

접 받을 수밖에 없는 러시아에게 치명적이었다. 실제 G20 국가 가운데 러시 
아의 경기침체가 상대적으로 가장 극심하였다. 배럴당 130달라까지 폭등한 우 

딸산 원유는 2008년 12월에는 34달러까지 폭락하였으며， 단기 외화차입에 따 

른 상환압력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은 거의 뱅크런 상태에 빠져 정부의 긴급자 

금 지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 지난 10년간 올라가기만 하였던 모스크 

바의 아파트와 오피스 가격도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자신만만하던 러시아 정 

부도 2008년도 4사분기에 정책 방향을 상실하고 환율 방어에 몰두하다가 

1 ，600억 달러 를 허 공에 날리 었다. 

2009년 1사분기 러시아 경제는 1998년과 같은 모라토리염의 정조로 점철되 

었다. 금융위기는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소비심리 위축， 수출 및 내수부진， 마 

이너스대의 산엽생산， 9%대 700만 명의 실엽 증가로 나타났다. 결국 2009년 

3월 러시아 루블화는 정점 대비 46% 하락한 달러당 38루블까지 폭락하였고 
외환보유액은 3，335억 달러까지 감소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은 ‘BBB’로 하락하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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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올 창줄히겠디는 선략은 걷국 국제경쟁썩이 그니，，] 있는 이]너지 관민 를랜 

드산엮음 석곡 추친하겠나는 깃으호 해석 낌 수 있음 깃이나， 

라시아 블랜닌시 상은 1(~)O년대에 서유 기스 개발에서부터 시 석되었。며， 

2010 ' 옥부 터는 정유 빚 석유가 .'-회 학. 에니지 수송호， L'lG. 반진， 신지1 생 어1 니 

지 분야 늠 。 R 시성이 다번화뇌고 있다 뉘소련 사실 러시아 을랜튿 시설은 

추모 석유 가스선‘ 수송도， 선려 문얘이] 국한되었으며 이후 시장경제포의 체 

제전흰 과성에서 투자 자본 및 핀련 인교라의 부족。i;'_ 심재픽은 뛰어났지만 

본격적인 시장은 행성되지 않았었디 그이니 2 얘)닌디] 이1 너지 지윈 가격 쪽등 

과 금융위시보 ;1 ~;석~) 경제싱장과 하럭음 /성야하면서 보나 너 부/}가시가 
놈Jl. 성장통려 디변화를 위해 플랜드산업 을 적극 추신히고 있는 것이디 

이 논둔에서는 라 λ1 야 경제싱장의 새호운 선칙시 (GreenIield)호 띠오근는 

냐농지역의 을랜'"시낌 고잘응 통해 라시아 경제생낌의 심재픽응 팍인하고 

힌국의 참여 냉안에 대해 고친낌 깃이냐， 힌반도약 마보 이웃젠 허 λ1 사 극동 

지역에서 새롬기1 정 중뇌는 거대한 블랜1시낌은 블랜E산엄의 시공파 운영에 

세게적인 경쟁려을 갖Jl 있는 우 랴니이가 가장 경쟁려이 있을 뿐아 아니이 

f기직 과거1 인 러시아 어1 너지 개밭에 참여한 수 였논 새 R운 기회듭 제공하 

고 있나 라사사 극동 프랜드사장 진추옴 위해 한1 국은 이 u] 2004년과 2008년 

에 실치 한터 정상회난응 츄진하였P 며， 이후 다양한 후속 죠치을 위해 이 지 

역 진추옴 복걱회 하고 있나 

그랴나 러시아 냐농지역 블랜~느시성은 한커의 주픽 시성인 증능과 다른 늑 

정올 갖Jl 았디 무엇껴디 중통 플랜드시장의 경우 투지 랴스크가 없는 외국 

인염세파의 경쟁응 통한 입살 피~젝느인니1 만해 ~-~.지역 쓸랜~닌시낌의 경 

우 아직 세미포 된 세도적 빗 법적 장치도 갖추Jl 있，，] 핏 "61-jl 있는 실정이 

나 또젠 러시이 정부는 ;j] 속미는 경재위끼노 대규모 사금이 소요미는 픈랜드 

를 받주할만한 층니한 지 Ef올 확껴히 i 았지 핏히Jl 있는 상핑에서 지원게받 

음 부 1] 호 증국과 익판으} 착여듀 옥이아고 있나 

라시아 ~-.:'.，ù'. 지역의 에너지 자원의 천략직 중R 생응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짙 

얀고 있는 증국과 익복은 이 지역 샤워옴 사시하시 위해 대규모 사관음 지]공 

하는 한씬， 에너지 개발 쿠~젝느어1 직냐 참여하고 였다 이 논묘에서는 냐 t 

지역 플랜드시장에 한국이 막디l 한 지납역괴 정치려으로 이 시장 장악올 노리 

고 였논 è~:f파 일본응 상 대균 어떠한 꺼략응 순비하여야 한 것인지을 고살 

할 것이디 이를 위허] 가족의 지윈피 개발을 연게히는 패키지선략의 성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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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프호 」랙의 z1 부운밴 국가 덤딩 ;1 과 

r U ] 디「 탐당기관 -U「 b 1 [ 밤당기관 

~~뇨 , 어]너지 ~~방 에너지 생 웅선 연망 웅시생 

시실 인드라 및 부 

자풍자t;=_ "i_ 연방 투구칭 이|야 수력띨신소 연방 건설 ·주내칭 

짐수지니] ε비 

땅꽁수송 연맹 땅공운수정 11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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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i 。τ 연망 이육생 

수송 수전 

천노수승 ~~망 친노운수천 hf화 연망 :t~l 영화천 

수자웬 밍 주변판 
연방 수자웬갱 체육 믿 스포 i 연방 체육 스포 L 칭 

갱 보호 

즙 1 : 01 재영 9.1 (20081 

루덴 정부가 ;jl 획젠 2013년 극동 사ut이감 시역의 경제사회반진 여냉득변 

뜯균그엠 의 총사염비뉴 22:1역 날러인더1 ， 어1 너지 자원 기간시설에 ;jf)역 날러， 

운송 이프라 건식에 88억 단라 븐라 cl보 λ:독 개반에 55억 단리 동옥 사양힘 

것응 지성하였다 부틴정부는 냐농지역 개받피도그댐에 인방재성 분난액응 

4，263억 루블， 선체 예산의 75.3% 를 니"iI히였는데‘ 2014닌 통꺼]응럼픽 예정지 

인 소치 극균책'"에 대한 인방성부 예산이 :,, J:l()역 푸날， 전 ιiI 예산의 59.:1% 

인 것피 비교할 때 극동 개발을 휠씬 중요히케 생Z{f>1 고 있디는 것을 짙 11 

여쥬다 라시아정부는 2013년까시 곡동 지역의 t생시음 2.6배 증대시켜 라시 

아의 서무지역‘ λ1 베리아 지역괴 함께 아미지역 정세권악 한 룩으포 육성할 

계획이 깃이다 

부딘은 냐E 러시아의 인뉘 유출과 지역경제개발 문제듭 →f기인보묘제균 

시석젠 이후 좋 >:'1 듀 위워장으노 아는 r극동러시아 개반 국가위원회 t유 구성하 

고 메기 긴설 피균책~느블 츄진하였다 부딘 대통령은 2007년 7월， “기까운 상 

배에 우리가 (극동지방으1 받선을 위해) 진정으쿄 노력히지 않는디먼， 이 5에 

서 더시아인f차L 몇 십 년 뉘어1 는 (번영하는) 일본과 증 f , 한커의 언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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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히게 필 것 이피Jl 지적히였디 10) 

L려나 우딘정부의 의익석이 극동개센정잭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노 예산 

파 판심이 三L! II 승어글 ;11 핀다 냐농/~말에 필R 한 예산이 계속 사김되고 러 

사서 중앙의 관 심이 금융위 시 극벅 C에 초적응 맺추게 미사 2012년1 븐라니보스 

톡에서 여1 성핀 APEC 성상회난f차 갈루영해지고 있다 11) 그러나 더욱 증잉 

한 점은 연방정무의 극통개발 구상이 여션히 이기익 투지문얘약 패턴을 ]디] 

균 납습하고 있다논 심이다 

2013닌 극동 지바이칸 지역의 정제사회발선 연방특벨프포그랜 에서 예산 

의 주요 사양지는 않%까 어1니지 캐빈， 52.3%가 :il~봉 문 fr- 91 프라， _ 1.'2-1 고 봉 

신 빗 엠지니이링 인프리 사엽에 8.2%가 배정되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 

힌 재조엽과 ~l 석 ^t복에 대힌 투사는 wl ul 힌 수준이나 극동지역의 친석 경 
제성깅은 인직자본 ?갱 생의 사회직 묘제듭 애결하지 않고서논 날기능하다 g~ 

힌 곡동시역은 시장경지]로의 체지]진회과정에서 제조엮생시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염 fXτ 증심 P 균 바뀌었다 냐농지역에서 저1 ，깐염 비중이 김소렘에 따라 

극통경셰익 성장잔새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디 띠 띠피서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새도운 놈의는 자원수슬 중심의 냐E 경제블 보다 고부기치 제f엄。균 

의 진환하고 이유 위해 대큐모 픈랜드선엽 유시는 분가괴젠 상황이 되 수만 

에 없었다 1:11 

2) ‘에너지 전략 2030’과 극돔 플랜트시장 

라 λ1 서 정부는 2009년 8 일 27익 시단 벚 년 동안 쥬비해 새노운 에니시 장 

기 천략。균 러시아인방 에너지 잉기전략 20‘:òO(Rus익 ia's Ener다y Slra!e딛Y 

for the peri，피 of up 10 20:저)) 응 공시 발표하였다 1-1) ‘어1 너지전략 20:10’의 주 

1()) hLLp://\v\vw.inLeltax.llJ (:!OOH. (η 17) 

11) 2002띤에 이미 전기] 예산의 15%/1 끽끽되았으냐 。1 픽 툴라미비스독 재낀 사입 

가운데 오피]라， 낼께 극장 의묘 센터 건설5 연방 예산에서 시)외도1 였다 

12) 갑'Onov(2009) 

13) 싱원용 
14) 러시아 정 111 는 8월 :27 일 ÒI.삭적 0 __ -;;::_ .011 니지 산략 20:，0 을 넬표하였지만 실실적 o 
로 시난 엿 녀 동안 이라 자려1I 2030 전악의 대닥삭인 내용득을 꽁재해왔다 에 l늬 

가 자원의 국가통끼11와 와교무기화를 선벙하여 국시)사회에 듀 층걱을 준 011 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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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괴포 석유 낀연가스 Ll\G 생산이 긴 펀으포 증가히었는데， 특히 사할런 2 

가스선에서 생산되는 LNG는 I'NG 위주의 이1 시아 가스산업을 디변화시카는데 

겸정석이 역낌욕 하였다 서1 겨1 최대 /}ε 생산국이사 수품국이 러시아는 사힘 

런 2 가까:낀음 통해 서1 겨1 LNG 사장에 꺼입 힘 수 있었으나1. 헝후 취로보만 

(Shtokman) , 사한렌 :i, 인해주 기스관 도갇균젝'" 늠응 통해 세계 LNG 사낌의 
주R 공냥자균 부각되 고 있다 1><', 

‘이1 너지 선략 20‘30’에서 ? 되히여야 할 점은 비시아가 이1 너지 산업을 인순 

한 지]궁사엽에서 껴디 무가가지가 놈븐 히류(Downstrcam) 산업으포 선환시 

키고사 하고 있나는 점이나， 라사야는 시금까지 석유， 까스듀 채굴하여 유럽 

둥 소비시장에 판고 바대로 고부까까시 쌍품이 석유화팍재품옥 수입하는 I1 
헝직인 에너지 무역뉘:{~듭 갖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도 이더한 문제심응 충분 

히 의시하였지만 하류부묘의 낫은 기술 수순과 투자 부족Ö ii'， 에너지 무역 

역조 현상은 여선히 개선되 JL 있지 뭇히는 상횡이디 

최근 중통으1 디]규모 식유화하 즐랜드 선섣 η 에서 낄 수 았듯이 중동 산유 

국가븐도 판순한1 어1 니지 채필산C섭에서 고부 가 석유희팍제품 생시으로 시엽구 

조유 진환파고 있나， 득히 고유까 시대듀 맞이아면서 세셰 석유화학사엽은 원 

CL 겁근성이 용이한 에너지 생산지역이 부각뇌고 있디 이에 띠 L'-1 이사아노 

세계 최디l 익 석유화하 까비시장인 통봐 아↓9 를 염두에 두i 동시베리아약 극 

동의 에 q 시특 임종의 히브 지역인 여해시빙에 대큐모 픈랜드시엽옥 집중 육 

성하고사 파고 있나 

3) 극돔 플랜트시장의 특정 

극동 릎랜드시장은 크게 석유 가스 개발‘ 이1 너지 수승포 건설 정유 빗 식 

유 가스화학 L-"G 문얘， 선력 맛 송비]선 λ1 장 등으포 구벨할 수 있으며 2012 
년부터 복걱석으로 사장이 t형싱된 깃으로 진맹된다 구소련 시꺼 극동시역의 

픈랜드 사신은 아u} 낭즈견 정유공장， lE1 고 아무딛강 수댄[의 수럭반진소 등 

어11 ''i"한되었다 1()()()년대와 2이”년 초만 러시아기 본격직인 시깅경제균의 전 

18) 시함런 3 키란"카 o~ 'f는 이 n] 가"가 반견딘 상대이디 또싼 시함런 ,1, 5, G λ1추 
당1 닦사기 진행되고 있는 서유덩나는 /1 스 매장량이 너욱 많을 껴으로 추정되q 

19) 풍북아 국가 가운데 증국F 킹1 대 소 11] 시장。듀 111 상하고 있。며 한국싸 일본의 

수요도 만만지 않다 동북아 3각 /1 의 석유화띄유 제R 의 에셰 사깅 비읍은 이 cl 

，l()%를 넌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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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에도 이 지역은 투자 지본 맛 관런 인프피의 무측으포 잔새력븐 뛰아났 

"1 까 본격적인 즐랜드시장은 열랴지 않았디 극통지역의 즐랜드시장븐 2 씨8닌 

부터 사힘런 1. 2 유진파 /}ε진의 생산이 휴걱희디고 루빈정부까 2012년 

APEC음 안누고 극동개센음 석곡삭으호 추꺼하면서 시작미었나 20) 

그더나 냐잉 블랜닌시성은 한 f의 주익 시낌인 중농파 다른 특싱응 갖고 

였다 무엿보다 기성 큐 득싱은 중농 블랜}느L 시깅의 정우 투자 리스크기 없는 

외국인업체와의 경쟁을 퉁한 입칼 사업이지아 극동 플랜드사장의 경우 사엽 

을 수행할 비 시아가 세대포 된 제도적 맛 법적 장펠장의갖춘Jl 있지 핏히장의갖 

추고 있지 못하의 익병의 경 우관료수의석 규재와 복강젠 법률석 장웰의갓대규모 

자금이 소요피의갓픈랜드사장의 득칭쌍의 경 F사엽 퍼스견호 작용젠 있시또젠힌한1 

한한한플랜닌사 상은 대부분 외 f인염 "11 낌의한한한한한블균부터 식섭 입갈은 거 

의 불기능하고 살은픽과 자본이 뒷받심되지 않의갖한한한한엄재의 하장 P 도 글 

이의갖춘Jl 있지 뭇히으l r;R 맛 건섣 맙떤에 의히 1건갖판한한딴 

업체장의만한한딴판윤도무너 플랜드를 수추히Jl 갈은력이 부측한한경우 외국인 

엽제유 사용 ~1ε 'l.피의갓경 우장의많나， 이젠경 F 외국이엮체의갓수노 아도급으노 
캄여 든터1. 워챙젠엽처1이갓한1 젠힌한1 è섭체의 친온럭과 사불이 분두 r병젠힌경 F장의많 

아서 농사 디)금 걸세가 분세가 될 수 있디 

둘째‘ 극동 시시아 즐랜드시장으1 특정은 이1 시아가 대규모 플랜드를 발 7::.할 

만젠 충분히 사금옥 화보하고 있지 못아다는 점이나 라 λ1 서는 2008년 글로버 

금융위 기득 선으면서 경 시침체와 꽉윤 부얀으로 외꽉보유고가 고강디고 수요 

→f책 }피[균젝'" 사‘겁 뉴녀듭 겨1속 숙소하였다 특히 냐농자바이갈 lξ도그댐의 

예산도 겨1속 숙소되연서 여)성핀 사염 수진이 인기놔거나 규녀기 숙소되고 있 

다 :31) 이에 띠리 에시아는 극통의 디]규모 즐랜드 사엽을 깐긴투지니 히l 외 투 

지를 통윈히여 추신할 가능성이 놈디 이비깐 상핑에서 이1λ1 아의 지윈피 즐랜 

드유 연겨]아여 대큐모 투사특 쥬비아고 있는 중국과 익휴에 맺서 건1 국의 극 

동러시아 프랜드사장 진추에 대젠 구체섞인 진략이 도추미어야 하는 깃이나 

셋째↑ ~-~. 러시아 을랜늑시상의 또 다른 특싱은 "1시아 냐 E 의 소비시낌의 

인뉘기 살해보아야 700민 염에 불파하며 생산지와 소비지간에 낌거리문 인한 

20) 이시이싱부가 추진한 2013닌 극능 지비야간 지역의 경세사회반건 띤방특변프보τ 

렌 에사 펙갱되 5，670이 870만 우열(껴1 펙 당시 힌용로는 악 250익 달러)이 극동 러 

λ1 아의 늪랜느 반쥬의 외기적인 계기Z:]-.Jì. 닫 수 였디 

21)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에1 터시 회사닫도 두샤듬 증。]고 있나 기스드판도 2000년 

투가계획안윤 웬얀보다 17 녕% 삭감된 ι'JH.;i억 당리)묘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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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시 λ1 아이]는 이와 같은 이]너지지윈 개발 빗 운송 관민 각증 산업즐랜 

드가 겨1 획미어 있고 익부는 추꺼 웅이지만 많은 으로객드딘이 헝후 여]시쌍. 

사염상의 우선순위에 의애 수성될 기능성도 농다 <표 4>에서 보￡이 발천응 

제외젠 석유화펙， L,,"G, 수송 분야에 대힌 극동 진제 퓨랜드사장의 규모만 하 

더라ι 약 70ü역 날랴에 이르는 천문혁직인 수순이다 

ι표 4> 러시아 냐농지역 을랜}느L 시싱의 주잉 내용 

λ} 엽 Q。→ 추정얘 IS.I 

λ{간란 :, "11 닌스 11 대륙붕 당 「 개밑 10 걱 

식유가스 
사낄렌 4, 5, 6 ""，，-찌트 개밥 

개밥 
λ}히 치야띤 "二I(ChavandinskJ 가 "천 !II 반 100억 

λ}히 1각마칸"二1 (T alakanskl 가/，꺼 !iI반 20 녁 

서캉카디키 대륙붕 유가스선 개밑 10 걱 

/서。 7 Q1 1 *11 λ ~-~ 돔소난"극 히비둡 /':..~L 싱꺼소 개보수 각 I노화 시선 건선 20녁 

회학 사엄 -러시아 낙몽 연배지망에 듀미만르스키 식유회학강강 건설 70 걱 

능시에리이 매벙양 승임판 2만게 건선 퍼녁 

에니X 자원 
1 사낄린 하바로스크 를타니맨스독’ /1 스꺼 긴실 110 0

] 

수송인피라 
북힌 통과 ;1 스꾀 긴설 2S ò l 

기실 
j야구츠갇 히비듭 1，크1 가"판 건션 3Jt억 

연배주 ，:;-1_즈미노 원유서조 , 수중기지 건설 10 걱 

캄차카주 피 c피파를피간스d 캄}차디스커 식유수출기지 건설 1II걱 

- 새간란주 LN(; 생 산 수중기지 건설 20악 

LI\(; 피피 섹 E 연배주나호디키 LN(;생안，수플기지 건설 20악 

LNG 선바 밥준 

아무르주 수럭넬신소 건설 및 블라디보스톡까지 니입 송신선 

블라내배스독 L:\G ;1 스 화랙밥진까 

필선 사엄 
사낄히주에 λ1 L:\G ;1 스 화랙밥진까 

λ}히 g 화국에서 네간 τ"1지역 반첫소? 소현 연반전소 

연배지망 아르서]니임스θ| 원자력 밑신소 추 산 

11) 랴EI 야 상회국의 1니팀강의 d스카야 수럭넬간λ| 설 

출긍1 펠가가 직접 작성 

주 늪랜느 수싱액은 프보젝느 수끼기판의 반핀 긍액엠 



㎥

㎥



∼

～



㎞

㎥



㎞

～ ～ ～

～

～

㎞

∼



∼

　



328 러시아연구 제20권 제 1 호 

SalavaLnefLoτI-; sinLe/.: ， SalavaL 'j()() 3이) 'j()() l()() ’()() 에() l()() 

Sibur Khimprom, Perm 300 300 300 300 300 300 300 

Sibur ~\cltclJrim， Dz，αzhinsk fIJ 60 6C 60 fIJ 60 60 

Taneco, Ni%hnekamsl.; n<:l na n,l (에() (끼)() (에() 에)() 

Tomsnefteldúm, Tomsk 300 300 300 300 300 300 300 

Ufaorgintcz, l~fa 235 ~35 23è 235 23" 235 235 
1 “ )la] :j(꺼5 3킹lO :i620 42'20 4220 42'20 4220 

샤료 까T orld Crackcr [(야 nt. ß lVII 

í-:.' e/f - BrvIT estimate/forecasc na - not a、 ailab1e/applicab1e

실제 세계 서유화혁계의 능향은 수잉처 중심에서 원료 공니지ii'c ， 서유에서 

진연가스모 이동히」 았으며‘ 뛰아닌 원묘검근성피 원가 정쟁력을 획 11 만 중통 

이 서유화혁 생산기지균 떠오브E 였다따 라시아늑 지난 지)제전환기 능얀 어1 

너지 히류부분의 발선을 우1 만 뛰이난 엽，，]조선을 갖추JL 있었은써1도 불구히 고 

노후힌 생산 석 H] 대량생산체제으] W]Hl, u] 성숙한1 내수시장 둥의 이유로 오히 

σ1 외국선끼품음 수업하는 산정이였나 려시아 석유화학사엽은 임모냐아， 무 1] 

화희 제품λ1아벤탄올λ1아가초아일혁저1품응 생산하는 만난， 엔지니어명 블라스녁， 합성 

세퓨사아휠학 천가세 등괴 현대식아휠라서]퓨λ1아장디1적으포 기술력이 요구되는 합성 

수지시아블랴스틱， 농약， 엠연검， 사품점기불 딩은 오히려 수입에 의손하였다 :!TI 

이1λ1 아 정부가 극동의 뛰아닌 입지여건(윈료 빗 물류)을 가지뇨 있건이1 도 

분구하고 이 분야 투자듀 석극 추꺼 하시 못하는 이유는 극동 사체까 ~l 구가 

26) 잔세셰 석유 화끽 픔때트능 크게 원료 쥐난성에 바탕을 둔 증퉁 산유각과 ι 닝1 취 

끈성어1I "1당욕 ,c 숭드낙? 한국 당 응녁이 국까록 니]연딘디 숭닝은 01] 핍한 ，~l9~ 가/， 

기겨마 Ethan Crackcr의 윌등힌 /1 겨 경 생렉응 무기로 90녀대 。]쥬 지속식으로 생 

산능펴욕 승가시키 y. 있디 지핍한 석꺼화학 인뇨의 익노를 퉁 311 경꺼벽을 의보한 

층동의 서유화띄 저]꺼은 유면과증파 시강응 주 타끼으로 과고 있으냐 f 깡픽 전에 

게 수출 물탕으1 50% 이상욕 심꺼함 것으보 예상된디 현재 많은 석 8 화학 눔향을 
증각으노 수품과고 있는 힌각도 큰 타격응 받을 것으노 에싱띤다 

:27) 껴시아의 식유화학 시)품의 생산 -rr딘는 매 우 작5 핀이뎌 f 생산 지]품의 종류‘ 풍 

질리고 질대삭 생산 규고 역에 λ1 세계식 수준과는 아꺼 많은 겨자를 비。]고 

였다 식유회학 산업의 기i 시|품이라 잔 수 있는 이]틸렌 생산량을 꼴 때 껴시 of 

는 9개 입세에사 연가 악 260만 톤응 생산과고 있는네 힌파은 터사아η 나 약 3매 

정토 높 F 생산윤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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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이1 를 투엽히여 2년계쿄 건설할 예정이디 l인꺼]는 2009닌 9윌부너 2013닌끼 

시 석유 가공공장음 컨신아여 역간 l천만 돈의 석유재품음 생시아는 깃이고， 

2단계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 설응 팍충하여 인 간 생산응 2천만 는 c。 문→ 

증대 λ1 키겠나는 깃이다"피모E 스키 석유화팍다시에서는 휘반유， "1 천!유 1 여 

검오일 늠 각종 서유저1 품응 생산하여 생산제품의 ()O%논 능북아시아 국기균의 

수줄을 되표도 히Jl 있디 이 프쿄젝드의 춘진사인 포스니]프드는 막디l 한 지냥 

이 소잉파 기술픽 파보듭 우1 해 한 f파 증 f 잉의 투자블 가냐 수진하고 있다 

4) LNG 분야 

2009년 2일 사픽린 2 도로젝드29)로 L'lG 산엽에 꺼입한1 러시아는 LNG 산 

엄응 새균운 성낌 농녁←。균 간주하고 다양한 피도젝]二L듭 쥬진하고 있다 천통 

적으포 ι1λ1 아 가스산업은 l'l\G(l'ipclinc l\atural Gasl 생산이 수출에 l이)% 

십증되어 있P 며， 기스판은 우괄산맥 서쪽파 유갑지역에 십증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핑에서‘ 가스프름은 LNG 수출을 위 깐 인프리 건설바 선세계 

가신시장의 시장 점유윤을 높이 시 위해 석극석인 LNG 분야에 두사파고 있 

나 Pl\G 과이드라인이 자 빈단된 러 λ1 시 서부와 단리 동부는 해상 가ε진이 

많고 농북아 f기의 복갑한 정치직 같늠파 지헝。균 행후 LNG 시낌이 보다 

필성화필 것으쿄 예상된디 일본 l!] 만국。]이는 세거1 1，2위의 Ll\G 시장이 비 

묘 지서에 있고 증 f 낭부 지역에서 최듀 냥증하논 LNG 수R 균 」(능에서 러 

λ1 아 Ll\G 플랜드 산업으1 장때는 낙관적이디뇨 할 수 있디 

가/→1곰온 Ll\G 수푹음 통해 지리석 이유 둥으호 기슨 P'lG까 카너1 힘 수 

없는 지역에 대만 가스공급을 확디]할 계획이디 가스프름 디]변인 쿠프랴아노 

프(S. Kupriyanov)에 의히면， “선시l 계 L'lG 수요가 증디l항이1 띠이， 가스프류 

또한 Ll\G 시 상에 눈응 글리지 않응 수 없다 그리고 Ll\G논 향푸 기스산염 

옥 수도낌 깃으호 예쌍한1 나， 사힘런 2 광구에서 Ll\G 생사이 개시띠면， 가/. 

프름은 선시l 계 L'lG 공급의 5% 가링 점유 할 것으도 기디]한디 ”먼서 비 λ1 아는 

201G년 쉬토三L만 도갇균젝'"듭 통해 세계직인 Ll\G1기도 변신한 것응 주낌하 

트로 약 2만 개의 일 4리 칭응을 기대과고 있다 

:29) 사잔단 ~ LNC 플렌 c가 가풍피뉴 Pi lLll l1 -Asl、 L()khskoye 유산01 억 배링 주정 J ， 

Lunskoγc /1 스전(5.000약 m 추정)으노 사힐，，1 인난 연해에시 채~한 컨연 /1 스를 

파이 τI 투 끔어와 액회시키뉴 앙정。파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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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닌 극통 빗 비이칸 지역의 정세사회받선 연방 프도~"캠 에서 지역익 증 

분젠 진럭 센진음 F선석이 과제호 선정하고 고압선 개보수 동 송배진 분야 

에 대한 투자듭 십증하고 였다 

라사서는 득히 아우근二수 등의 수럭센진과 븐라디보스목과 사낌권주에서 가 

스화픽발꺼소 및 소헝 떨병함 발전소듭 직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측의 자 

료에 의히 1건 깃)02닌 동시베랴아와 극동지역익 선려 생산은 약 356억 kWh인 

네， 예성핀 피균책'"어) 의해 천픽 발전이 파보되띤 2010년에논 약 464역 

kWh‘ 2012 닌이]는 약 478억 kWh포 획미띨 것으쿄 선망히뇨 있디 30
'1 비 λ1 아는 

또젠 씨지}생에디지 분야 사엽으로 야래 <jt 7>에서 보듯이 곡동시역의 풍럭 

발선 프포섹드도 적극 추진히Jf. 있디 풍랙받선이 용이한 블리디 11 스톡에서 

2012년 APEC 행사유 위젠 낀럭시신 빚 송진식 프호젝드까 활반야게 진행 π] 

고 있다 

〈표 7> 2010년 이후 러시아 ~-~.지역의 발전 핀련 피균책~느 

TI:균젝 ]ε 
규모 

기엄 사기 싱태 
(백만불) 

많ind fmτn 111 Primorsl{y reg lOn 
Far EasLô‘ 11 

낀1111 끽)]~ na 
、 ES

n rJ. 

Transmission linc linking 
149 fGC UES 3009-2012 겨]획받표 

Vlaclivosto1、 \vith nussky Islanc\ 

Bllreisl、aya hydroI“)\ver planL na RllSHvdro ~()111 ~()111 년 만강 

)j izhnc-DillTiskava hvc\roPO\VCI 
na [(usllγch'o na na 

plant 

:‘,j χhne-í:ei ska ‘’ " h~，건ropo、t’ eτ 
70/1 

Rush 、 dro • 

plant J\litsui 
na n8 

[(usllych"o, 

Wind Fann Rllsskv lsland 〔η 、ifiLsui ， 낀1111 끽)]~ κTOl 

J-Powel 

T\vo 'ivinc\ ianns on nussky 
~() RusHvdro 낀川9 끽)]~ 계획 띨표 

and Popo\Island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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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양uchany hy’dropo、νeτ plant RlJ:iAL 
~OIll넌후 연기 na 

RusHvdro 
na 

Pmver transmission lines in the 
않O lllS 20m 셰획 밥표 

131' cast 01 nussia 
1‘ W’o :2:!Ok\undeτ싸i aLô‘ po싸'eτ 

transmission lines to Russky na na '2008-2012 게피 반관 
lslanc\ 

7,] 납 mη(2010) 

극동 라 λ1 아는 수럭 1 까간 동 풍부힌 멘진 자원이 있기 때운에 송배진 사식 

1사 획증된디 1건 충국이니 벼 만이] 디1 만 선력 수출이 가능히디 이1 시아의 승비]선 

맹은 대부분 노후희디았거나 진윤성이 밥이 띨어셔 있끼 때운에 대규모 투사 

기 갈기피하다 송 "H 천만에 서1 계가인 노하우와 효읍성응 갖고 있논 한f의 직 

극석이 투자가 꺼행된나변 극동 러시이의 진럭선엽은 진럭 부속에 히닥이는 

북한과 증 f 농북부 지역의 주R 수출산염 P 도 받천한 수 였응 것이다 "1 시 

아는 선력 수줄 가능성을 위해 2002닌이1 이미 ‘부포간 선랙 연계 공급 함으) 

맛 통벼→아선려거]등회의를 주도히 JL 있디 

4. 한국의 랴시아 극동지역 플랜트시장 참여방안 

1 ) 일본과 중국의 러시아 극돔지역 플랜트시장 잠여 전략 

더시아 플랜늑시상은 여더 기지 난판도 앉지만 그 짐재픽은 한 f뿐만 아니 

피 같븐 동부아 국가인 임본괴 중국으1 입장에서도 매역적이디 특히 1..'，1 사아 

프랜드시장의 꺼추이 어1 니지 샤워개센과 연계 1침 수 였다는 점에서 에니시 사 

원 수엽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u]] 역적이디 ]이1 니 이1 시아 즐랜드시장의 이와 

긴은 매럭에도 부구하고 러시아까 갓고 있는 여러 가지 피신'l. 때운어1 중국 

파 일본은 대단히 신증하게 섭까하고 있다 

끼온 사회수의면음 경힌아였고 국경음 맺대고 있는 중국요 리 λ1 아 에니지 분 

야와 블랜는 λ1 상의 직섭작인 투자보다는 피역파 차판 제공에 더욱 증심선 두고 

있다 중국븐 이시야에 장기 서리의 디]11모 치관을 세공하고 현남 대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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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할런 2 프로젝트에서 일본익 투지와 현려을 강썩히케 촉구히였디 1.'，1 시 

아와 익복과의 협력 파드니십 강화유 위해 가/-프곰은 2007년 라 λ1 서는 사힘 

렌 2 피[도젝닌에 사용될 LI\G 운안신 무 서응 일본 ö 도부터 뉘매하였다 이 

에 대해 익휴은 븐라니보-'-득 지역내 LNG 생시. 가스 가공 빚 회학 분야 」즈 

R책닌， ‘사한렌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기스관 긴설과 일본e 포힘한 아시 

아 미팽잉지역에 미한 가스공급‘ 쉬도느l까 해상가스선 개발 프로젝트 야민 

LNG 교~ 5'c책닌 잉어1 참여을 심도있기1 검토하고 였다 

2) 한국의 극돔 러시아 플랜트시장 참여 현황 

라사이 극동은 원효 공급시에 위 /.1 파고 있나는 장점도 있시만 사휴과 시각 

픽의 부족 띠]E 에 의 -f인 투자을 실대 필 R 균 한다 외커인 투자듭 환생화을 

위허] 푸딘 총리는 일본에케 지윈 기]받아ì!-l 는 특혜를 제공히고 투지 맛 산업 

유치을 호소하논 역페기지 꺼략응 제시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기 어1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지 를 제공히는 미신 히]당 국가는 이1 너지 디운스트림이 산업 

구조 나각회에 도움이 띠는 산업(조선， 석유회학， LNG 관련산업 둥) 둥에 대 

힌 투자듀 친행하는 냉식이나 이러힌 구도에서 젠국은 충분히 리시아익 사원 

개받 및 산염뉘죠 다각화의 파!늑너기 될 자객이 있다 

한국 을랜드산업의 경쟁랙은 이미 중통에서 놈은 수추를 등해 확인되Jl 있 

다 여기에다 대우긴설이 사한렌 2 피 R젝!느L을 통해 라시아 현지 시공 능팍응 

증벙히였기 때문에 시시아는 만국 즐랜드산업올 ι정적으포 관만히i 았디 

내옥이 한1 국은 최금 판순한1 퓨랜드 시공랜만 서니라 픈랜드 운영과 새호운 

기슐려올 속속 피시히Jl 았디 한국의 가스기술공사는 새계적으포 LNG 서장 

댐브 석셰약 가스퓨랜드 λ1운진 노하우듀 갓고 있나 나이시미시에서는 웰이 

발주한 기스을랜닌을 기스기술공사기 시운천파 괴육， 운꺼 깅꼭의 업무을 수 

행하고 있나 리시아에서는 사낌린 2 ~즈호젝드시 반수힌 /}까: 숭압시지 건섬 

공사의 설계 용역응 수주했고 베닌낭에서논 천인기스 1새관 긴설 공사 띤잉에 

서 지분 역할올 수행히고 있디 

기술픽과 힘꺼1 한 f이 냐잉 블랜닌 시잉 진승어1 유리한 9~ 하나의 깅싣은 

저인한 북한 ι:잉픽응 확보한 수 있다? 심이다 냐농 러시아는 인뉘 흐1 박지 

역에다기 랴 시아 당 f은 'è~~ ι:농자의 이주을 냐 ?ιR 꺼려하기 때문에 양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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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서럼한 노동력 을 갖기가 쉬지 않디 ~_1..'，1 니 벼→한 노통지악 경우 비 λ1 아가 

증문히 등서]할 수 았는데디 부1..'，1 관계 기]션을 위해서 이1 시아 정부가 환영히고 

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북한 노동지 를 극통지역 플랜드건섣이1 증문야 핀용 

할 수 았디 비시아는 이미 극동 연해지방 기l 말을 위해 낚부비 정세현력을 ? 

요한 춘선 방안으포 생각히고 았디 1..'，1 시아는 부깐의 지리적 장점이 값싼 노 

동력 을 필용히 여 부측만 건설 인력 을 필용할 수 았으며‘ 한국은 지 본괴 필요 

힌 컨석 시끽응 제공아여 남북라 협력음 증꺼주) 수 있는 깃이나않) 

힌국은 러시야와의 사워외:il~ 강화듀 위해 정쌍외쿄. 고위급 사션판1 사워협 

력위원회 둥 나양젠 채닐음 합용하나1， 이 w1 사원개센과 픈랜드 컨식의 동반꺼 

품， 속 패키지형 사워개센 꺼읍 낀략음 추진하고 있나 젠국이 라사서까 희멍 

하는 에니시 다운스드림 분야에 진푹하게 미먼 사워 개센과 도압에도 긍정석 

~l 영헝옥 쥬 깃이나， 너옥이 젠국 ;1 엽의 해외에서 보여쥬 성공석이 경영 노 

하우는 냐농 러시아에서!，~ 충분히 발휘될 것 P 도 예싱핀다 한 f 기염이 떤지 

에서 생공직인 경영 생파블 보여 순다띤 애당 커기와의 자원 개받파 자원협 

싱시 럽싱 타결 기능생응 논이뉴디1 크 ;11 기여한 것이다 이논 막대한 대외개 

발원소즐 무기로 세계 노처에서 자원팍껴전을 발이고 있는 일본 맛 중 #과의 

정쟁에서 만국으1 유 임한 경쟁려이피Jl 할 수 있을 것이디 

한국은 2C씨8닌 이벙바 디]등령이 1..'，1 시아를 방문히면서 λ1 베리아 가스관 사 

엽음 추꺼아시로 합의하면서 곡동 픈랜드시장에 캄여힘 수 있게 피았나 2009 
년 8원에는 한1 러 에니지 엑션드랜 이 구체화미면서 힌국은 라 λ1 서 가간관 

및 수요 드랜드사엽 캄여까 보나 구체회 τ] 고 있나 :::\û 힌국온 라 λ1 야와의 합의 

되 엑션픈랜으로 천연 /}/o유 도입 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극동 픈랜드 드호 

객드에도 참여힘 수 있게 된 깃이나 득히 젠 러 에니시 액션퓨랜 에서 거론 

년 가신과 및 대규모 석유화펙공다 컨션은 곡동시역의 퓨랜드사장음 개척하 

논 증R 한 겨)기균 식용할 것이다 

35) 이디 극동 연해시빙 농입 분야의 경우 비공식삭으로 수확시에 북한 노등녁을 이 
응하는 능 날1} 긴1 3각 협역이 。1 루이지 y. 였는 λ1 낌이디 

36) 액션픔괜은 총 8개 분야에 걷거 현재 논의 진행 추진 증이거나 잉;격 추진띨 마거1 

들을 냉고 있다 주 g 내 용 F 러시아산 선연가스 af납방안 연 F 이행상양 평가 빚 
양후 계획 힘의 f 유 /1 스전 콩통 악사 생산 휘띄， 동시베리아(ESPO) 송유핀 2만껴1 

건설사업 협력， 한 껴 산력거래 마딩성 연 ì- , 넬산소 송산녕 건설 협력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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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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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에 건쳐 진생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랴가 이렴Jl. 장기간 수익이 말생히지 

않끼 때운어1 야래 < 」럼 2>에서 보는 깃지럼 민간 자원에서 자금 지워은 사 

실상 어갑다 

〈그딩 2> 라시아 냐 t 블랜~느 시성흰정과 상엄딛 g 의 한겨) 

개반등1요싱 

〈상호보완적 갱시17 주끼 

한국(생산기슬 개넬갱힘 J 

긴1 시이(친선자윈1 과학기순) 

북헌(저려한 노듀띄 ) 

중국(시장) 

충서 띄/.]샤 칙겁 작성 

수요 프랜E 

~쿠5'-...::<틴J F二

수승 인프스라 ?l.섣 

(가스f 삭유) 

서유기스화띄 표해트 

LNC; 플렌c 

반천 빚 송비1 건 

두사환경 

ζ높은 두지위험〉 

L션 tr ， 시 I 'i: 미 1'1 

판승분한 투자 지감 

ε비 λl 갱 ul 확세 

상엄유융 투가곰란 

한→f이 자원개발과 SOC, 을랜'"시낌 농만 진출이라는 피]기지 전략응 뉘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는 아프리카， 중앙아λ1 아， 낚미 등 기]받도상국 수준으1 지 

워 부국은 시; 럭과 사복옴 가진 외국인 두자유 거대 픽요호 하기 때운이나 

한국괴 딛티 중국이 일본은 패키지껴디는 막미한 자본괴 ODi\찌를 앞서1 워 치 

꽉 형태호 사급욕 시워하고 반대급?호서 사원음 요칭한1 마 중국과 익복과 만 

리 대외 원깐 자감이 길대 부족한 한 fP 균서는 이미 서]계직 P 도 검응받은 

프랜드 /냐 과 사금옴 격!합 1김 수밖에 없나 

았나 [터냐 구정궈이 붕괴되고 선정궈이 듬어샤변시 이 빅딩은 무효화되었나 나 

이지 "1 이 케이스는 매키지 -~~략이 갖고 있는 한깨듣 산 보여주고 있디 

38) 그러냐 최나 무상핀조 싱격의 ODA'e. 피샤원개밥각 /1 에 g1부로 응이힐 수 없나 

OEClJ가이느라인 F 무차낼적얀 마이느원주의 상여 011 따랴 무역시장이 왜익 "1 는 

것응 냉시과기 위하이 이른바 상잉싱이 있느 사압에 대하이느 타이브원조를 제콩 

한 수 없 F록 유지하 ι 었는더1 ， 사업 tr단가 ~(X)만:ilJR올 2::. j+"Ò~ ι 양야생수준이 

8O%L'1 만인 사잉에 대하이는 입청마긴일 또느 띤조시핀빙친 통F 일 30일 이진어] 

이를 OEClJ사무국파 다븐 회원국늘애 통보하F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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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l..'_l 니 아작 패키지선략은 시도는 되뇨 있지 1사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1사들 

시 못하고 있는 까운데. 픈랜드시장과 자원개반 꽉경은 중국과 익휴의 추각으 

균 나각하기1 시낌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제 자담이 제공뇌지 옷하딘 을랜닫시 

장에서 생즌낌 수 없는 환경으호 마뀌고 있는 깃이다 최금 픈랜드 엽계의 관 

긴은 자급죠날응 책임지논 피[균젝 E 파이낸싱잉) 분야이다 중농 지역 커기의 

정우‘ 이제 투자 여력이 깎스히「녀 새윈획껴이1 이려유을 겪Jl 았고 신흥사장 

의 경우에는 성부의 재원 자제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흥 f기의 정우는 경 

기부잉이 사회긴점지 본 λ1 설 획 증을 위해서 디l 규모의 국객사업의 추신이 필 

요젠 상황이나， 이딛 국가든은 정부의 가]워 대씨 빈간투사냉식음 봉아여 」즈호 

젝드를 진행히Jl 았는데‘ 이것븐 플랜드 프도섹드이1 았아 지냥조달 능역이 시 

장응 수도아는 중요힌 능력으노 띠오근]고 있음음 보여쥬나 

4) 한국형 패키지전략의 모색때) 

최근 세계 즐랜드시장은 금포벌 냥융위기 이후 디 f 우]측되는 경향을 껴이 

뇨 았디 남융사장이 정싹된이1 띠이 시장은 받추지 위주도 새편되고 있으며， 

뜯균책느 파이낸싱이 어느 ull보다 증R 애자고 였다 산발‘겁지)나 후받염 "11 낱이 

무한경쟁응 진행하고 있는네， 선발염세늘은 기술 경쟁픽응 무기균 후말엄 "11 글 

은 가격경쟁랙을 앞세워 수주에 니서 i 있디 2C씨3닌에서 2008닌 사이 El'C4•) 

업체가 주도히민 시장이 급격한 경기전체의 영향으포 발주지 충심의 λ1 장으 

로 희귀파고 였다 4!) 

힌국이 곡동러시아와 중앙이사야 프랜드시장에 꺼추아시 위해서 기; 력과 

39) 표로꺼트 파이낸싱 hπ'ojcct Iinancing)은 은행 등 금 ô-/1 관이 사회간취사『 등 득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의 대-rr딘 자뉴이 펀 9 한 식유f 난땅‘ 걱선‘ 밀산소， 

고속도노 낀설 등의 사압에 흔히 사용두1나 사금제꽁기핀은 프노제트 사세를 담η 

피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치이브피‘ 뉴융기판이 개낼계획의 주사111 터 감여하여 \I 

로꺼트의 수약성이나 입깨의 사입수행능띄 등응 !f-_낌한 광볍우}힌 분야에 건서 꺼 

사를 하 "- 기간이1 따라 가뉴음 시1;'- 빚 회수한다 

10) 이 선은 e /성학 오1 (2009), 2'19 낀소 

41) EPC는 Enginccring, Procurcmcnt & Constntction의 약샤로 셔]악사 /1 엔시니어링， 

지 개누미] 건션1 시 운 전 당 보 2- ~'-/J 을 ~l판적으보 수쟁하는 것으보 ~l반적으보 

턴기 (trnn kc、r)1-D 식으로 볼 ，，1 나 

4~i PLA\ r K()REA(~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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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꺼] 충분깐 사딛 jι 악보되어얘 만나 중봉 닐랜← 시 싱과 널리 이들 이미 싱 

이켓 플앤드시징은 안순현 정부 받추와 상개임강껴 cl 는 힐끽펴사 낭 투자단 

선호하고 있나 허시아 정부도 부즉떤 사딛옴 에너시 개판 사업 잔여와 힘지 

사 션압 ε 웅힌 외커인투자2:2. 껴완히그J 지 히그J 있기 때까이디 더이이 플샌드 

성비의 성우1 받주기는 시슨까 사본보나는 우호 협 1걱사에 직집 하청옹 주는 

깃。1 임딴사인 깐궤노서 픔앤드 캅작샤르 시극 추신히은 깃이 필요히디 정 

쥐， 서쉬화회‘ u\G 관(1 힌치기염는의 냐낭러시아 신춘융 이런 측연에서 헨 

국 정부가 지원히여야 한디 

플샌드 쓰보찌드으1 성공사인 수주르 위해서는 71 슨럭괜 1샤 아니라 피이민싱 

역량을 겐까 81 이야 하디 프포색드 초기니1 계부너 냥융 지워 기까-'1 공조름 동 

해 피이낸싱 싱쟁익응 높이는 시이 웅요히디 까지] 피이낸성의 기관 구도븐 

자국 수i기잉이 작이하i 깅우 해빙국 공적수출선용기꺼 (or이cîal EXIJOTt 

CTt':{1iL AgellC.Y , ECA)의 갱중융 도디1포 디1층은앵글이 수입지에게 지냥을 공 

이하 ;IJ 뉘다 수입자÷ 이 자냥Pζ {:- ~~는를 꺼끽하수 구까기 억엔화되이 있 

디 이1부서의 히1 의 프포섹드; 지 u조단눈벽이 뛰이니」l 정힘이 많은 의국계 

은행듣이 대;은행P 도 끼여하E 있q 쥬국이 최근 이야P 도부터 대규1 선 

빅 빅 F이1 성공하 깃은 비로 피이깨싱 능벽이 덤얻되였기 j매운이디 

ι」런 3> t- 'ill느시강의 자딩 4 환十깐 

괜E〕j 
·기긍당보력 

향상 

Loan 

Lender 

·보증진뢰도 

상승 

으‘처 PLiL '1T ](O[(E}\(αXl8i 

/ 1 EPC 
Contracto r 

SPC 

·경쟁력있는 PF 

자금조달 

S"이y 

·수주기회 확대 

힌까에서은 수눈l;l~~공사가 금융조당에 필요힌 깅중융 개공히고 였디 ;=윤 

젠갇!공사븐 긴X)8년 을샌드와 짙은 지관개 수층융 지원히기 위해 〔생어 달 "1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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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11 증을 세공히는 등 공적수줄신용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생히고 았디 그 

려나 최근 수묶보렉시금의 규모는 단거] 밴하고 있시 않는 바번에 시원 산삭 

if낀기 늘어나고 수슬보힘의 유효계약듀액이 꺼L증하고 었는 싱황이다 수슬보 

렉공사의 보증 선펴성이 낮아시는 깃이 아년가 하는 우 L'] 가 증까하고 있나 

더욱이 한 f의 f기신인[는 아식 산진 f에 비해 낫은 펜이다 따라서 수출 

껴험공사으 11 증무 디l 줄으1 가산냥리는 경쟁국 기관의 1I 증부 디]출 감산남리 

보다 논응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논 경쟁 f기와 농일한 수순의 

프포젝트 Ef융을 제공히기 위해서 요율을 OECD에서 정깐 최 서 수준끼지 닛 

춰야 힌다 l려나 암으호 금융뷔시의 심화와 젠국의 대와 선언도가 라릭하여 

가산 Ef리가 더욱 상승할 정우 만국으1 피이낸싱 능려은 간 문세가 필 수 있디 

힌국의 픈랜드 수읍파 관랜된 도노잭드 금융의 수요 공급원은 젠국에 진푹 

하고 있논 주 9 벚벚 외 f겨1 은행에 지나지 않논다 200H년 급읍위기균 이글 

은행딘은 [l 이쌍 씨 양옥 늑>:，]시에는 눈제까 있다 υ1 옥이 힌국의 국가 선이 

도기 낸어실 경우 ~S':.책닌 급 g 응 공나하는 것은 더욱 힘늘어실 수 였다 피L 

쿄젝드 냥융 공금 부측은 냥랴상승으도 。]이지뇨 수추경쟁려을 서히 λ] '1] 는 

아순환P 크 인결핀다 따라서 우선직 。 R 정부논 해외투자듭 워한 대-n- _l l. 기 

금유 조싱아여 수추 시엽에 석극석이 시워응 제공하는 깃이 퓨랜드 수추 화 

대에 중잉하다 

힌국 수푹보야공사의 유전 겨]약금액 대비 보유 수푹보힘기금 H] 중이 나른 

정갱 f기 기관보다 원씬 낮은 수순이기 때문에 기감출인 파대논 매우 시 냐하 

디 실세도 국가벌 기남 비중을 Áll무적으도 비교히먼 한국븐 2.4% 수준으포 

스위)빈 8:1%, 영 ,;- 18.H%, 핀란~ 16.7%보다 휠씬 낫다 따라서 성부의 기딛 

，，]윈을 등해 상위국가와약 통일만 기남 비중 수준으포 끔이을랴기 위해서는 

약 4.5조에서 11조워이 픽요힌 깃으노 분석된다 421 /]급덤보략이 헝 쌍미번 이 

는 11 증신뢰도의 상승으포 이이지Jl 경쟁랙 있는 프쿄젝드 피이낸성 지남 조 

단도 가능해지매 격국 국내 프랜드 엽체의 해외 수수끼회도 확대년 수 있나 

한→f 정부논 「1 농 러시아파의 자원개발과 을랜~닌산염어1 한 f이 직냐 참여 

하끼 위해서는 민간시엮어]게 부족한1 장시 자금， 익종의 코피아두사끼금(Korea 

Investment Fund) 제ι듭 민L논 것이 편R 하다 KW는 채권투자어1 커한핀 

한국투지공사(Korca lnvcstmcnt Corporation) 약 딛리 주도 지윈 빗 기l 받 남융 

4:,) PI.A\ r K()REA(~000)， l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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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7끼 삭-J--i!- /1 -';-:,1-',:1/.- 2CLiì닌 1:: 1 5i녁억 ‘이 :"- J ;식 잉끼 (ι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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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투지도 가능한 실정이디 I다피서 정부는 기업의 이비한 애도사항올 

해칭하고 곡동라사야와 긴은 개센도상국 시역에서 중국‘ 익복 등과의 쥬가석 

정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f헝 페키지전략응 보다 뉘 '11 직 Ö i;'c 인뉘하고 

핵산 빙안음 만듀어나가야 힘 깃이나， 



｢ ｣

｢ ｣

  

  

｢ ․ ｣

  

 

 

  

  



Милов Владимир Селивахин Иван Проблем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Московскийцентр Карнеги Рабочие материалы

Ишаев В И Росс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Москв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года Доклад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я Хабаровск

Олкотт Март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Нефтя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Рабочие материалы

Минакир П 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Хабаровск

Ведомости

Нефть и Капитал



러시아 극동지역 플랜트시장과 한국의 찬며방안에 관한 연구 347 

Abstract 

The Study of perspectives on the plant marke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participating strategy of Korea 

Yoon , Sung-Hak 

The purpüse 01 Lhis LreaLÎse is Lo ascerLain Russia I s poLenLÎal lor 

economic gruv,.,-th through the studγ of the industrial plant market in the 

Hussian Far East. 、.vidclv considcrcd thc n이.vcst Grccnficld of thc rising 

TIussian economy, and contemplate measures that \vill allow Korea to make 

inroads into that marlζct. 

The industrial planl markel recenUy laking shape in lhe Russian Far 

East, a rcgion bordcring thc Korcan Pcninsula, prcscnts Korca v,lith nC\\T 

oppürLuniLÎes lür gro\vLh, considering Kürea's world-da“ cümIJetiLi veness 

in thc consσuction and opcration of industrial plants. Ho\vcγcr， thc plant 

market in the TIussian Far East also presents signi꺼cant obstacles 

incluc1ing lack of institutionaVlcgal support, unlikc thc Mic1dlc East, Korca' s 

currenL ~o. 1 indusLrial planL market: insuHicienL [unds Lo place orders lor 

plant consσuction; not to mcntion ficrcc coml~tition from China and J apan 

This palJer inLends Lo üuUine straLegies Korea mighL \vanL Lo consider lor 

Its entπ into the TIussian Par π 꺼 st industrial plant market, in the face of 

massi ve linancial 、νhere씨 ilhal and pülilical clüul püsses 딩 ed by lhe Chinese 

and the .!apanese 

'1‘때ing thc aboγc situation into considcration. thc achicvcπlcnts anc1 

limitations of the current 'package strategy' combining existing resources 

and dcγclopmcnt "ill bc c1iscussαd. fo11owαd by proposals for thc crcation 

01 an üverseas invesLmenL lund [or Lhe developmenL industrial planLs and 

natural rcsourccs. Korcan companics CXI그 xting to succccd in thc industrial 

planL mm샤eL in Lhe Russian Far EasL shüuld be acuLelv aware o[ and 

fore\varned against the limitations of the package strate잉y. A s th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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