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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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투자는 구미 자본과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경제, 사회 개
발 과정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는 자국의 자원 수입 루트를 다
변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천연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위한 물류 인프
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극동 지역의 액화수소 운송과 풍력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바라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인프라 확충과
자유항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루
블화 가치폭락,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
형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러시아의 동북아시아로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극동 러시아에
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
이 있다. 한국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
용한 자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
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중국, 일본이 투자하여 극동 러시아에 건설하는 에너지 물류 투자 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편승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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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의 전체 면적에서 약 36%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
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1) 특히 화석연료인 석탄, 석
유,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인해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극동 러시아의
화석 연료와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특히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일본은 1925년 일본·소련 기본 조약을 기점으로 극동 러시아
자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이래 2차 대전 기간과 패전으로 인한 경제 재
건 시기였던 1950년대를 제외하고는 극동 러시아의 자원 관련 투자를 지
속적으로 진행해 왔다.2) 그러나 겨울의 혹한과 물류 시스템의 미비, 구소
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러시아 국
내 투자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의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중국 중앙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동북진흥과 극동자바
이칼개발의 연계가 진행된 이후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와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경험이 가장
많은 일본과 2000년 이후 기업들을 중심으로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한국도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분야 투자를 시도
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국내 자본도 러시아 연방정부의 경제선도구역
(토르) 구축을 위한 에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를 주목하게 되었다.
극동 러시아에서는 국가들 간의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에너지 수출입을
도와 줄 물류 시스템의 투자,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도로에서의
특수 차량, 선박을 이용한 운송, 내륙 지역 간의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 국가
1) Mikhail Kholosha(2013) “Inter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Individual Country
Report Russia,” Greater Tumen Initiative Secretariat, p. 5.
2) Nina Ershova(2014) “Japanese Investments in Russia: Far Eastern and Western
Russian Regions Compar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 No. 2,
pp. 3-4.

에서 수입국으로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파이프라인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2013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중
국 동북 지역의 다칭(大庆)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철강 산업과 화력 발
전의 중요한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극동 러시아의 석탄이 동북아시아 지역
으로의 수출을 늘리려면 물류 분야의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석탄 생
산지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건설과 정비, 석탄 수출항의 설비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석유, 가스와 파
이프라인, 러시아 가스의 대중국 공급 가격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3) 그
리고 2005년 극동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노선을 둘러
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4) 또한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 정책과 극동 지역의 가스 수출입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극동 개발에서의 남북러 전력 연계 논의 현황과 실
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다.5) 아울러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자유항 정
책을 다루면서 극동 러시아의 석탄 항만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관 행정, 물류
경쟁력 관련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도 나와 있다.6) 그러나 2008년 국
제금융위기와 2014년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 제재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극
3) 이와 관련된 연구는 James Henderson(2011) “The Pricing Debate over Russian Gas
Exports to China,” NG-56,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pp. 2-11; 조정원
(2011) ｢러·중 에너지 관계의 변화: 협력과 갈등, 경쟁｣, 슬라브학보, 제26권 3호,
123-153쪽을 참조.
4) 우평균(2005)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일본: 중국간의 경쟁과
한국의 진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3집 2호, 139-163쪽 참조.
5)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 정책과 극동 지역의 가스 수출입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
한 연구는 엄구호(2013)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정책과 극동, 동시베리아 가스의
공급 안정성｣, 슬라브연구, 제29권 2호, 77-103쪽; 엄구호(2015) ｢러시아의 동시
베리아, 극동 가스와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안보｣,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231-269쪽을 참조. 극동 개발에서의 한국과 북한, 러시아와의 전력 연계 논의 현
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상준(2015) ｢러시아 극동 개발과 남·북·러 3각 협
력｣, 러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229-252쪽을 참조.
6) 극동 러시아의 석탄 항만의 현황과 극동 지역의 통관 행정, 물류 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변현섭(2016)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
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
1-30쪽을 참조.

동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물류 분야의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과 러시아 국내 투자의 흐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의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 계획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물류 투자에 참여하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의 투자 현황과 계획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일본,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물류 투자가 어떻게 전개
될 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금융위기 이
전의 극동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 현황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계획을 소개한
다. 5장에서는 상술한 투자의 현황과 흐름을 통해 러시아가 바라는 투자 재원
의 다원화, 수출 루트의 다변화의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고를 마무리하며 향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예측하게 될 것이다.

Ⅱ.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극동 러시아 에너지, 물류 투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내용들을 살
펴 보면 1990년대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논의하
였다.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고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내세운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1. 1990년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1990년대 극동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일본 자본과 구미 자본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91년 2월 미쓰이물산과 맥더모트, 마라톤 석유가 사
할린 해상유전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MMM 그룹을 만들었고 1992년 1월

에 MMM 그룹이 사할린의 해상유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네덜란드의
석유 메이저 쉘과 미쓰비시도 MMM 그룹에 참여하였다.7) 그로부터 2년여
가 지난 1994년 4월에 미쓰이 물산과 마라톤 석유, 맥더모트, 쉘과 미쓰비
시는 사할린 에너지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러시아 연방정부와 투자 관련
생산물 분배 계약과 룬스코예 석유, 가스전의 제품 개발 분담 계약을 체결
하였다.8) 그 이후 사할린 에너지 투자 공사는 사할린 2라 불리는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하는 원유, 천연가스 개발과 천연가스 가공 관련 투자를 담당
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엑손모바일과 일본의 이토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데코 컨소
시엄, 러시아의 SMNG, RN 아스트라가 사할린 1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물 분
배 계약을 체결하고 사할린 섬의 원유, 가스 개발을 추진하였다.9)
1990년대 후반에도 일본과 구미 자본의 극동 지역 에너지에 대한 투자 협의
와 시도가 계속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유럽부흥발전
은행, 미국의 민영 자본을 중심으로 사할린 에너지 투자공사와 1억 1,600만 달
러의 프로젝트 융자 계약을 체결하였다.10) 사할린에너지투자공사가 일본 자본
과 구미 자본의 지원을 받게 된 데는 구소련의 해체와 1992년 러시아연방공화
국 성립 이후 러시아 옐친 정권이 급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국내 자본만으로 사할린의 에너지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1998년 8월부터 동년 9월까지 쉘은 룬스코예 석유 가스전에 해
양 플랫폼 모릭팩을 설치하였다.11) 모릭팩의 설치는 룬스코예 석유 가스전의
7) “Marathon Oil pulls out of pioneer Sakhalin II project,” http://www.ogj.com/
articles/2000/06/marathon-oil-pulls-out-of-pioneer-sakhalin-ii-project.html(검색일:
2016.03.25).
8) Tatiana Mitrova(2013) “Russian LNG: The Long Road to Export,” Russie.Nei.
Reports, No. 16, p. 10.
9)

“SAKHALIN,
RUSSIA
(Sakhalin-1)
Chayvo,
Odoptu,
Arukutun-Dagi,”
http://www.itochuoil.co.jp/e/project/001_sakhalin.html(검색일: 2016.03.26).

10) “JBIC Signs Loan Agreement for Sakhalin II (Phase 2) Project To Secure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 and Energy Security for Japan,” 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ebsite,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08/0616-7104(검색일:2016.03.25).
11)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in the

수출 루트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쉘은 해양 플랫폼에서 나오는 원유와 천연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로 운송하여 사할린 섬을 지나 사할린 섬 남
부의 프리고로드노예에서 가공과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2000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수출입
사할린 2 프로젝트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었던 쉘은 해양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송유관과 가스관을 2006년까지 건
설하고자 하였다. 사할린 2 프로젝트의 나머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쓰비시 그룹과 미쓰이 그룹은 LNG 수출에 필요한 가공 공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12) 그 과정에서 2003년 5월 15일에 미쓰비시 그룹의 치요다 코퍼레
이션과 미쓰이 그룹의 토요 프로젝트 공사는 사할린 에너지 투자 공사로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수출 지역인 프리고로드노예의 액화 천연가스
(LNG)공장의 설계, 구매, 건설,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13) 프리고로드노예
LNG 공장 관련 계약을 통해 미쓰비시와 미쓰이는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효과
적으로 가공, 수입하고자 하였다.
사할린 1 프로젝트에서는 원유, 가스의 생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10월에는 엑손모바일과 소데코 중심의 사할린 1 프로젝트의 차요보
에서 원유, 가스 생산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년 10월에는 데
카스트리 터미널에서 원유 수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는 2000년대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면서 일
본과 구미 자본에 유리하게 되어 있던 러시아 자원개발의 수익 구조에 변화
를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생산물 분배 계약을 개정하여 외
국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러시아 기업들과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을
폐지하였고 2006년 9월에는 사할린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외국 기
Northeast Asian Sea Region,”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website, http://src-h.slav.hokudai.ac.jp/sakhalin/eng/enessay.html(검색일: 2016.03.26).
12)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미쓰이는 25%, 미쯔비시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3) “Chiyoda/TEC Consortium Awarded an EPC Contract for Sakhalin II LNG Project
in Russia,” Chiyoda cooperation, 2003.06.02, https://www.chiyoda-corp.com/news/en/
2003/post_28.html(검색일: 2016.03.27).

업들에 대한 환경 허가를 철회하였다.14) 또한 앙가르스크-다칭 송유관 제안
을 시작으로 극동 지역 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일본과 구미 자본 중심의 극동 러시아 투자의 다원화를 시도하
였다.

Ⅲ.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 물류 투자 현황과 계획
1. 에너지
(1) 원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에 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석유(CNPC)가 주도한 스코보로디노-다칭 송유
관은 러시아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함으로써 중국의 원유 수입 다변
화에 기여하고 있다.15) 2016년 1월과 2월 중국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 스코
보로디노-다칭 송유관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사
우디, 앙골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미쯔비시와 미쓰이, 가즈프롬이 참여한 사할린 2 프로젝트는 2008
년 12월에 원유 운송을 시작했다. 또한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을 통한 러
시아 원유의 대 일본 수출은 2011년에 2010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2년에는 다시 회복하는 조짐을 보였다. 중국 지선에 비하여 일본으로 수
출되는 원유 물량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일본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러시
아의 원유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석유
수입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14) 엄구호(2009) ｢한러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과제｣,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Moscow, 75쪽.
15) 중국석유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스코보로디노-다칭 송유관이 개통된 2011년 1월
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7,717만 톤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다. “
7700
,”
, http://www.sasac.
gov.cn/n86114/n326638/c2227291/content.html(검색일: 2016.02.25).

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표 1> 중국의 원유 수입 (2016년 1월 – 2월)
국가

수입량 (단위: 톤)
수입액 (단위: 달러)
사우디
9,712,313.454
2,493,582,084
앙골라
7,811,159.131
2,167,123,407
러시아
7,472,897.144
1,917,826,091
오만
5,490,003.086
1,662,187,747
이라크
5,147,020.034
1,232,643,344
이란
3,870,115.483
894,521,898
아랍에미레이트
2,797,460.567
741,941,029
베네수엘라
2,261,497.665
394,517,823
쿠웨이트
2,041,873.5
493,024,260
브라질
1,920,098.2
493,166,109
콜롬비아
1,503,897
312,162,860
콩고
1,187,334.265
315,965,891
남수단
1,023,834.214
221,470,245
카자흐스탄
825,801.265
169,754,904
가봉
812,278.903
218,178,505
베트남
654,623.278
201,185,376
가나
573,660.21
182,933,078
적도기니
402,293.12
111,361,134
호주
392,257.395
121,534,259
인도네시아
342,976.42
85,936,242
자료: 중국세관: www.haiguan.info(검색일: 2016.03.27).

<표 2>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을 통한 대 일본 원유 수출과 중국 지선으로의 수출
(단위: 1,000 톤)
총량
코즈미노 경유

2010
15,343
15,343

2011
30,699
15,199

대 일본 수출

4,500

3,500

2012
31,692
16,302
3,300

(2012년 1월 – 8월)
중국 지선으로의 수출
0
15,000
15,090
자료: Monthly Report for Russia and NIS Countries, February 2013

<표 3> 일본의 해외 원유 수입 의존도 (단위: %)
연도
중동 국가들
러시아
기타
2006
89
1
10
2008
87
4
9
2010
86
7
7
2014
81
9∼10
9
2015
82
8.8
9.2
자료: Masumi Motomura(2014) “Japan’s need for Russian oil and gas: A shift in
energy flows to the Far East,” Energy Policy, Vol. 74, p. 77; Tsuyoshi Inajima,
Stephen Stapczynski, and Emi Urabe(2016) “Japan Oil Imports Fall to Lowest
Since 1988 Demand Drop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5/japanoil-imports-plunge-to-lowest-since-1998-as-demand-weakens(검색일: 2016.02.27).

(2) 천연가스
일본은 사할린 2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지속적으로 수
입하고 있다. 2009년 2월 18일에 사할린 2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첫 번째
LNG 공장이 가동되었다.16) 그 이후 일본은 2013년 액화천연가스를 전세계
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줄이지
않고 있다.17) 이는 일본이 석유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석유 수입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으로 거리가 있는 중동, 동남아에 위치한 국가들과 호주로부터 천연가스 수
입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LNG)의
2012년 전체 수출의 76%가 일본이었던 점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
라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수입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18)

16) “Sakhalin 2”(2014), Gazprom Export, http://www.gazpromexport.ru/en/projects/2/(검
색일: 2014.12.11).
17) EIA(2015) “Countries Analysis Brief: Japan,” p. 1.
18) 사할린의 LNG 플랜트는 2009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2012년 사할린 LNG는 일
본 외에 한국(20%), 중국(3.5%), 대만(0.6%)에도 수출되었다. IBP, Inc.(2015) Russi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Volume 1 Oil and Gas: Strategic
Information and Basic Regulations, Wash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
p. 76.

<표 4>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들과 국가별 수입량(2013~2014)
(천연가스 수입량 단위: 100만 입방미터)
말레이

연도

호주

카타르

2013

24.4

21.8

20.3

2014

24.4

21.8

20.3

시아

러시아

인도네 브루나

아랍에

전체

미레이

오만

기타

6.9

트
7.4

5.5

12.6

119

6.9

7.4

5.5

14.2

120.6

시아

이

11.6

8.5

11.6

8.5

수입량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p. 28, http://www.bp.com/content/
dam/bp-country/de_de/PDFs/brochures/BP-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2014-fullreport.pdf(검색일: 2016.01.2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p. 28,
http://www.bp.com/content/dam/bp/pdf/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5/bp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2015-full-report.pdf (검색일:2016.01.21).

2. 인프라
(1) 가스관 건설 계획
2014년 5월에는 가즈프롬과 중국석유, 동년 10월 13일에는 양국 정부 간
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동부 지선 건설 협의서를 교환함으로써 “시베리아
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의 동부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19) 시베
리아의 힘 가스관 동부 지선과 동부 지선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완료되면 <그림 1>에 나온 바와 같이 아무르에서 중국
동북 지역의 헤이룽장성 헤이허로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하다.
19) 러시아 최대 국유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이 2014년 9월 1일에 중국 서부로 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시베리아
의 힘” 가스관의 동부 지선을 통해 중국 헤이허에서 상하이, 베이징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공급될 계획이다. “시베리아의 힘” 동부 지선 외에도 가즈프롬과 중국
석유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알타이
가스관, 민영 가스 기업인 노바텍이 중국석유와 추진하고자 하는 야말 프로젝트까
지 진행되어 세 개의 가스관이 모두 완공되면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Power of Siberia construction launched,” Gazprom website,
2014.09.01, http://www.gazprom.com/press/news/2014/september/article200026/?from=
banner(검색일: 2014.11.17).

<그림 1>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노선도

자료: “Pipe Supply for Power of Siberia gas transmission system,” Gazprom website,
http://www.gazprom.com/f/1/press/infographics/gazprom-infographic-pipe-suply-en.jpg
(검색일: 2014.11.23).

중국석유는 헤이허로 들어올 천연가스를 중국의 양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로 운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석유는 헤이허-상하이-베이징 구간의 공사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20) 자동차와 난방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두 개의 대도시로 천연가스가 운송되면 중국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21) 중국이 극동 러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용 파
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호주와 카타르 등지에서 천연가스를 수
입하면서 미국 해군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송하는 방식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22)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운송은 미국이
유사시에 루트를 차단하면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약점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운송 루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지리적으
로 인접한 극동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해상 운송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고 천연가스 수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에게는 2013년
전체 천연가스 수출의 72%를 차지했던 유럽 시장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23) 이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독일을 중심으로
20) ｢
200
｣,
finance.qq.com/a/20140531/003992.htm(검색일:2015.01.20).

, 2014.05.31, http://

21) “China to become Russia’s biggest gas consumer if western route developed,” RT,
2014.05.24, http://rt.com/business/161292-russia-china-gas-supply/(검색일: 2014.11.20).
22) ZhongXiang Zhang(2011) “China’s Energy Security, the Malacca Dilemma and
Responses,” Energy Policy, Vol. 39, No. 11, pp. 7612–7615.

한 석탄 사용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때문이다.24) 게다가 2014년 12월 1일 러시
아가 유럽연합의 반대로 인하여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
도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증가를 어렵게 만들었다.25)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을 보충하는 데 중국으로의 가스관 건설과 천연가스 수출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 천연가스 액화 공장과 LNG 플랜트
러시아가 극동 지역의 자원 개발에 일본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일본도 극동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과 이에 필요한 설비의 추가 건
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22일에 일본의 마루베니, 이토추와
일본석유탐사, 가즈프롬이 합자 설립한 일본극동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천연
가스 액화 공장과 천연가스 상용화를 추진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천연가스
액화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26) 일본 극동가스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러
시아 천연가스의 일본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러시아의 대일본 천
연가스 수출을 통한 이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에는 일
본 정부가 가즈프롬에게 극동 러시아-일본 홋카이도-도쿄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 네트워크 건설을 제안하였다.27) 일본은 호주와 중동, 동남아 국가들과 아
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인접
한 극동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늘리는 것이 LNG선을
이용한 원거리 운송보다 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극동
23) Ken Koyama(2015)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International Energy Landscape,”
March 6, IEEJ, p. 1.
24) Ken Koyama(2015).
25) “사우스 스트림은 가즈프롬이 흑해 해저로 가스관을 놓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
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하려던 사업이
다.” 김종균(2014) ｢서방에 ‘왕따’당한 러 ‘나홀로 작전’ 응수｣, 부산일보, 2014.
12.03, 14면.
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Vladivostok LNG Project Signed,” Marubeni
Cooperation, https://www.marubeni.com/news/2013/release/00045.html(검색일: 2014.
12.18).
27) 일본 정부의 제안은 중국 베이징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2014년 11월 9일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의 회담이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과 수송망 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5>에 나온 바와 같이 일본은 향후 극동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플
랜트 설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표 5> 일본 기업이 참여 가능한 극동 러시아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
종 류

프로젝트

주요 내용
가즈프롬이 블라디보스톡 교외에 건설할 계
LNG 플랜트 건설
획이며 70억 달러 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생
산능력 연간 1,000만 톤. 2018년 가동 목표
사할린에너지가 프리고로도노에에 있는 공장
사할린2 LNG플랜트 확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50억~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2016~2018년 가동 목표
에너지
로스네프트가 보스토치니항에 건설. 100억 달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러를 투자하여 3단계로 공사. 2018년 완공
목표
가즈프롬이 아무르주에 건설. 206억 달러 투
가스 가공 플랜트 건설
자. 헬륨 생산
내셔널 케미컬그룹이 연해주나 하바로프스크
가스 화학 플랜트 건설
에 건설을 검토
자료: ロシアNIS貿易會,ロシアNIS經濟硏究所(2014) ｢ロシア極東地域における日本企
業進出可能性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4. 3; 사공 목(2014) ｢KIET 산업경제분석: 일
본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협력 실태와 향후 전개 방향｣, 산업연구원, 79쪽.

3. 석탄 수출입 물류 시스템 구축
중국이 송유관, 가스관, 화력발전소 건설 못지 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분
야는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를 위해 중국은 2013년 극동 러시아의 물류와 교통, 통신 분야에 6,286만
1,000달러를 직접 투자하였다.28)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물류 시스템 구축
에 투자하는 것은 극동 러시아의 석탄을 비롯한 수입 물류 운송을 보다 편
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쉐이펀허 세관을 중심으로 한 육로, 철로를
통해 극동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28) 제성훈·민지영·강부균·세르게이 루코닌(2014)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개발과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14-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4쪽.

<표 6> 중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량(2012~2015)
연도
수입량 (단위: 100만 메트릭 톤)
2012
20.18
2013
27.28
2014
29.122
2015
15.797
자료: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al Market’s Influence to Chinese Market,”
Dalian: Northeast Asia Coal Trade Center, 2013, p. 6; ｢中国对俄罗斯煤炭需求持续减
少｣, 中国冶金网, http://www.mmi.gov.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
198&id=2576947(검색일: 2015.03.21); ｢2015年我国煤炭进口五大来源国｣, 中国能源
网, http://www.china5e.com/news/news-933655-1.html(검색일: 2016.02.11).

그러나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체계의 미비는 극
동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이며 특히 양측
간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산 석탄 교역에도 지장을 주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극동 러시아와의 육상,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중국에게 있어서 극동 러시아와의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은 자루비노이다. <그림 2>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자루비노는 중국 동
부 국경 지역의 훈춘, 북한의 라진과 인접한 위치에 있고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자루비노항의 위치

자료: 최형석(2015) ｢러 복잡한 통관절차 줄여야 유라시아 시대 더 빨라진다｣,
조선비즈, 2015.03.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8/201503
1803362.html(검색일: 2016.03.18).

자루비노와 훈춘을 연결하는 철로 개보수는 연간 300만 톤의 화물과
50,000 TEU의 운송 능력을 연간 800만 톤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29)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기존의 자루비노항 인근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여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동해의 수출입 물류 운송
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동해
의 수출입 물류의 대다수를 랴오닝성의 중심 도시인 다롄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롄항은 동해에 나가려면 자루비노항에 비하여 멀리 돌아 나와야 하
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 동북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운송에 불편
을 안겨 주고 있다. 북한의 라진항은 중국이 사용하는 부두가 하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동해를 통해 오가는 수출입 물류를 감당하
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자루비노 신항을 계획대로 건
설하여 2018년에 완공하면 동해로 나가는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는 데 들
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30) 또한 중국 동북 지역 기업들의 한국,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입 물류 운송이 원활해져서 동북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루비노 항 건설 외에도 중국선박공업
집단은 2014년 12월 10일 러시아 연방정부 극동발전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
고 극동 러시아 항구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5년 2월까지 구체적인 협
력 방안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기로 하였다.31) 중국의 국유 기업인 중국선박
공업집단은 조선 산업과 항만 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 지역의 항만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석탄 수입에 있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32) 또한 최근까지
29) Andrey Gubin(2014) “New Dimension of the ‘Chinese threat’ for the Russian Far
East,”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website, 2014.10.20, http://russiancouncil.ru/
en/blogs/dvfu/?id_4=1480(검색일: 2014.12.17).
30) 통일연구원의 권영경 박사는 나진항을 이용할 경우 다롄항을 이용할 때보다 50%
에서 70%까지 물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았다. 나진항에서 멀지 않은
자루비노에 신항이 건설될 경우에도 나진항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선박 유류비 절
감과 운송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규(2010) ｢중 “동해 길 뚫
어라”… 나진행 도로·철도 개발 ‘올인’｣, 중앙 SUNDAY, 제177호, 2010.07.31, 10면.
31) ｢

｣,
, 2014.12.12, http://khabarovsk.mofcom.gov.cn/article/jmxw/201412/
20141200831218.shtml(검색일: 2014.12.27).

32) EIA(2015), 1.

극동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석탄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2010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극동 러시아 석탄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석유, 가스 못지 않
게 꾸준한 수요가 있는 화석 연료이다. 2010년 극동 러시아 석탄의 대일본 수
출은 극동 러시아의 전체 수출액의 61%를 차지하여 대중국 수출 5%, 대 한국
수출 25%를 훨씬 초과한 바 있다.33) 2013년에는 산업 생산 현장에서 많이 쓰
이는 기관용 석탄(steam coal)의 국제 시장 가격이 톤당 72달러까지 하락하면
서 일본의 극동 러시아 석탄 수요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34) 석탄 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로스네프트, 일본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북한 업체들과 공동으
로 극동 지역의 하이드로카본 개발도 논의되고 있다.35) 아울러 일본 기업들은
극동 지역의 에너지 플랜트와 석탄 운송을 위한 항만 터미널 건설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마루베니와 미쓰이미이케 제작소가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만회사(JSC
Vostochny Port)와 보스토치니 항의 석탄반출설비 공급 계약 체결이다.36) 석탄
반출설비 공급 계약은 <표 4>에 기재된 보스토치니항 석탄터미널 확충 공사와
연계된 것이다.37) 마루베니와 미쓰이미이케 제작소가 보스토치니 항의 석탄반
출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석탄 터미널 확충에 참여하는 이유는 보스토치
니 항을 통해 극동 러시아 석탄을 운송하면 운송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
이기 때문이다. <그림 3>에 나오는 바와 같이 보스토치니 항은 나홋카 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극동 러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동
해를 통해서 일본 고베항까지 선박으로 2.4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38)
33) A. Vardari, Y. Zaostrokiv, and O. Demina(2012)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Coal Exporting Far Eastern Russia, Monthly Report for Russia and NIS Countries
(in Japanese), August, pp. 63-71.
34)

·
(2014) ｢
｣,
2014.09.14, http://tsrus.cn/jingji/2014/09/27/37211.html(검색일: 2015.03.14).

,

35) “Japan, South and North Korea show interest in the Russian Far East’s
hydrocarbons ― Rosneft President,” Russia to the Beyond website, 2013.04.11,
http://rbth.com/news/2013/04/11/japan_south_and_north_korea_show_interest_in_the_ru
ssian_far_easts_hydro_24890.html(검색일: 2014.12.07).
36)

(2014) ｢
｣, News Release,

・
, 8

8 , p. 1.

37) 보스토치니 항에서의 일본 기업들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1970년대 일본·소련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사공 목 2014: 76-77).

<그림 3>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항구 위치

자료: Ryuichi Shibasaki, Susumu Narust, Hirofumi Arai, and Tadahiko
Kawada(2013) “Industries, Intermodal Logistics and Ports in Far Eastern
Russi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s,” Proceedings of 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Vol. 9, ERINA, p. 13.

(2) 철도 연결
중국은 항만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 간의 철도
연결과 화물 운송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극동 러시아
의 하산, 북한의 라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의 훈춘시가 있다. 훈춘
시는 극동 러시아와 북한 동부 국경 지역과 인접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교통망의 미비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훈춘시는 유엔개발계획이 주
도한 두만강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로 건설한 훈춘-마할리노 철로를 2002
년에 개통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에 철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교류에 어
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중국 중앙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철
로를 2013년 12월에 재개통하면서 2009년 9월 중국 동북진흥과 극동자바이
칼 경제사회개발과의 연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러 간의 협력을 강화하
38) Dave Gambrel(2014) “Russian Coal Exports in the Pacific Rim,” Coal Age website,
http://www.coalage.com/features/3522-russian-coal-exports-in-the-pacific-rim.html#.VQb
ikmwcS70(검색일: 2015.03.15).

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철로는 훈춘을 기점으로 종점인 러시아
하산의 크라스키노 현 마할리노 역까지 전체 26.7km(중국 국내 구간 8km,
러시아 측 구간 18.7km)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할리노 역을 통해 러시
아 극동 지역의 국제 철로 이용도 가능하다. 훈춘-마할리노 철로는 중국 동
북 지역의 지린성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그렇기 때
문에 지린성과 러시아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 운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특히 훈춘-마할리노 철로가 2013년 12월 철도 운행이 재개된
이후 훈춘에서 러시아, 러시아에서 훈춘으로의 양방향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여객 운송과 물동량 처리 능력이 제고되었다. 또한 만주리와 쉐이펀허를 중
심으로 이뤄지던 러시아 석탄의 수입이 철로를 통해 훈춘 역 세관을 통해
서도 가능해져서 지린성에서 화력 발전과 철강 산업의 원재료로 이용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39)

(3) 육로
중국은 훈춘-마할리노 철로의 활성화에만 만족하지 않고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로 네트워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
력의 결과 2014년 11월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린성 창춘과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화물 운송 도로를 개통하였다.40) 아울러 훈춘-창링
즈-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아무르 주의 블라고베센스크와 헤
이룽장성 헤이허를 연결하는 헤이룽장대교(黑龙江大桥), 유대인 자치구 샤레
닌스키예와 헤이룽장성 퉁장시를 연결하는 퉁장 철로 대교(同江铁路大桥) 건
설도 추진되고 있다(<표 7> 참조). 이 고속도로와 교량들이 완공되면 러시아
석탄의 중국 운송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9)

(2014) ｢
｣,
,
2014.06.20, http://finance.ifeng.com/a/20140620/12580880_0.shtml(검색일: 2014.12.28).

40)

(2014) “
3 ,”
, 2014.11.27, http://www.jl.
xinhuanet.com/2012jlpd/2014-11/27/c_1113420539.htm(검색일: 2015.03.17).

<표 7>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 교량
명 칭
구간
훈춘-마할리노 철로
훈춘-마할리노
헤이룽장대교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黑龙江大桥)
퉁장 철로 대교
샤레닌스키예-퉁장
(同江铁路大桥)
창춘-블라디보스토크
도로

창춘-블라디보스토크

거리
26.7km

현황
2013년 12월 운행 재개

약 1km

2015년 여름 착공 예정

31.62km

2014년 2월 26일 공사
시작, 2016년 완공 예정

865.8km
(중국: 574km
극동 러시아:
291.8km)

2014년 11월 개통

훈춘-창링즈-블라디 훈춘-창링즈-블라디보
14km
2015년 개통
보스토크 고속도로
스토크
자료: 黑龙江省政府网(2015) ｢黑龙江大桥项目建设工作取得新进展｣, 七台河市人民政府,
2015.03.06, http://www.qth.gov.cn/jrqth/xwzy/201503/t20150306_166496.htm(검색일: 2015.
03.07); 中国物通网(2014) ｢长春至海参崴 国际货运线路开通｣, 中国物通网, 2014.11.
27, http://news.chinawutong.com/xwkx/lydt/201411/39979.html(검색일: 2015.03.07);
안성규(2010), 10.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철로의
정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철강 회사들의 러시아
석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대
하여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한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
한의 라진항 부두 개발과 청진항에서 동해를 통한 자원 운송이 어려워진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41) 중국은 청 왕조 때 1858년 아이훈 조약 체결로 블
라디보스토크를 제정 러시아에 넘겨준 이후 현재까지 동북 지역에서 동해로 직
접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라진항 1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라진항의 확충과 청진항 부두의 사용권을 북한으로
부터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은 라진항 1번 부두 외에는
동해와 연결되는 북한의 항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41) “훈춘에서 라진항으로 보낸 석탄을 라진항 1번 부두에서 중국 저장성(
)의
닝보항(
)으로 운송하던 중국 촹리그룹(
)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운
임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석탄 운송을 중단하였다. 북한의 라진항 1번 부두 외
에 4번, 5번, 6번 부두를 독점 개발하려던 홍콩 자오상그룹의 프로젝트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며 투먼의 하이화그룹이 추진하는 청진항
부두 사용도 북한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남문희(2014) ｢3년차 맞은 김
정은 시대, ‘북한이 변하고 있다’｣, 시사인, 373호, 2014.11.08, 32-34쪽.

훈춘에서 약 60km 떨어진 자루비노에 러시아와 신항을 건설하고 기존의 철로,
육로 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러시아도 자국 석탄
의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위해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와의 물류 네트워크
확충에 적극적이다. <그림 4>에 나온 바와 같이 2014년 러시아의 전체 석탄 수
출에서 중국은 16%를 차지하여 개별 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4> 러시아의 국가별 석탄 수출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년)

자료: EIA

4. 기타 인프라
(1) 화력발전소 건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뿐만 아니라 극동 러시아에 화력발전소
건설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 전력 공급망 업체인 중국국가전력망
(中国国家电力网, 이하 국가전력망)은 러시아 유나이티드 일렉트릭파워시스템
과 아무르주의 예르코프치 탄광의 석탄을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발전량
8,000 기가와트)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42) 발전소 건설 이
후 만들어지는 전기의 전력 증치세 면세, 전기를 아무르주와 극동 지역에 공
급할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대한 논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42)

(2014) “
,”
,
http://stock.jrj.com.cn/hotstock/2015/02/17060918873670.shtml(검색일: 2015.03.05).

데 완공과 전력 공급은 2019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3) 국가전력망이 150
억 달러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데는 국가전력망의 보유 자금이 풍부하고 국가개발은행을 비롯한 국
내 정책 금융 기관의 추가 금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4)

(2) 액화수소 운송과 풍력발전
일본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액화수소 생산 설비 건설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
는 일본이 2014년에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에서 2020년 후반까지
수소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되는 것이다. 극동 지역의 액화수소
생산 설비 투자에 나선 기업은 가와사키 중공업이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
액화와 수소를 이용한 복합터빈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은 2014년 6월 13일 로스하이드로, 라오 동부 에너
지시스템과 마가단에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45)
마가단의 액화수소 플랜트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공 후에는
가와사키가 연구개발 중인 액화수소 수송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져올 계획이
다. 그러나 가와시키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낙후되어 있는 마가단 항의 설비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가단의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과 함께 일본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의 마가단 항구 설비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함께 진행될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캄차카에서의 풍력발전 계획도 일본 기업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
다. 미쓰이와 코마이할텍은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 개발조직(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과 함께 캄차카
의 노비코보 마을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6) 이 사
43)

(2014).

44) 중국국가전력망(
)은 포춘이 선정한 2014년 세계 500대 기업 중 7
위를 차지했으며 공공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이다. ｢
｣,
, http://www.sgcc.com.cn/gsjs/gsjj/default.shtml(검색일: 2015.02.21).
45) “RusHydro, RAO Energy System of the East and Kawasaki Heavy Industries plan
to launch a liquefied hydrogen plant in 2019,” RusHydro website, http://www.eng.
rushydro.ru/press/news/91778.html(검색일: 2015.03.23).
46) Alexey Kaplun(2015) “Cooperation Projects with Japanese Companies in Russia’s
Far East,” ERINA REPORT, No. 122, p. 56.

업이 추진되어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 송전망을 통해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
로도 보내질 예정이다.47)

Ⅳ.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의 극동 지역 에너지 물류 투자 계획
1. 투자 계획의 축소
러시아 연방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이 주도하는 투자는 2013년 4월 2일 러시
아연방정부가 극동 지역에 13개의 선도개발구역 (TOR, 토르)를 선정한 이후
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6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크림반도 귀속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극동 지
역의 투자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이는 국제 유가의 하락과 루블화의 달
러에 대한 가치 폭락은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48) 그로 인해 극동 지역에 대한 러시
아 연방정부의 투자 계획은 <표 8>에 나온 바와 같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표 8> 서방의 경제 제재 이후 축소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 바이칼 지역 경제
사회개발 프로그램
승인일
구성
연방 정부
예산

기존 프로그램
2013년 3월 29일
2개의 연방 특별 프로그램
12개의 산업별 부속 프로그램
3,461억 6,000만 루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
준비와 연계된 연방 정부의 투자
자료: 성원용(2014), 63.
특성

개정 프로그램
2014년 4월 15일
2개의 연방 특별 프로그램
1개의 하위 부속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의 실행 보장과 기
타 지역 균형 발전 조치
3조 8,000억 루블
프로그램의 축소 및 단순화
연방정부의 예산지출 감소

47) Alexey Kaplun(2015), 56.
48) 성원용(2014) ｢극동지역 개발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로 개발 위축 민간 자본 투
자 유치가 관건｣, Chindia Plus, Vol. 97, 포스코경영연구소, 62쪽.

그러나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와 러시아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선도경제구역으로 선정된 연해주의 자루비노와 나제즈
친스키, 캄차카와 하바로프스크의 바니노의 항만 건설은 러시아 석탄의 중국과
한국, 일본 수출과 북한 광물자원 수입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49) 민영 기업 중에서는 마고메도프 형제가 운영하는 숨마 그룹
(Summa Group)은 2014년 봄부터 보스토치니 항에 새로운 석탄 운송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다.50) 현재 극동 지역에 있는 석탄 운송용 터미널은 러시아 국내
중대형 석탄 기업들이 소유하여 그들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러시
아의 소규모 석탄 기업들은 석탄 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숨마 그룹의 보스토치니 석탄 터미널
이 완공되면 러시아 국내 중소 기업들의 보스토치니 항구와 석탄 터미널 접근
성이 개선되어 극동 러시아의 석탄 수출 물량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51) 이 밖에 연해주의 파르티잔스키 동엘리자로바 계곡에는 동부석유
화학 선도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하였다.52) 동부석유화학 선도경제특구는 극동
러시아의 원유를 재료로 한 석유화학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극동 러시아의 자유항 지정
2015년에 러시아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투자 계획은 연해주를 비롯한 극
동 러시아의 자유항 지정이다. 2015년 1월에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49)

(2014) ｢
(1633), pp. 1-7.

:

｣, 

NIS

50) “Marat Shaidaev:Coal Trans-shipment in the Far East ― a Sufficiently Chaotic
Process,” SummaGroup, 2014.05.26, http://www.summagroup.ru/press/news/media/en/
176/view/(검색일: 2014.12.03). 숨마그룹은 계열사인 페스코 운송그룹을 통해 블라
디보스토크 항의 컨테이너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다. “Vladivostok Container Terminal,”
Fesco, http://www.fesco.ru/en/clients/terminals/vct/(검색일: 2015.03.10).
51) Ryuichi Shibasaki, Susumu Naruse, Hirofumi Arai, and Tadahiko Kawada(2013)
“Industries, Intermodal Logistics and Ports in Far Eastern Russi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s,” Proceedings of 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Vol. 9, pp. 17-18.
52) 변현섭(2014)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
망｣, 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73쪽.

겸 극동연방구 전권대표는 극동 러시아와 중국, 북한, 한국, 일본과의 무역,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모든 연해 지역을 면
세 자유항구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53) 이 계획은 2014년
12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방의회 국정 연설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54) 또한 동년 3월에는 러
시아 극동개발부가 아르툠, 나데즈딘스키, 쉬코토보와 파르티잔스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산, 포그라니치니도 자유항 선정 계획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월 말이 되기 전까지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55) 극동
지역에 자유항이 늘어나면 선박을 이용해 중국, 일본, 한국으로 수출되는 러
시아 석탄의 물동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Ⅴ. 러시아가 바라는 투자 재원, 수출 루트의 다원화는 가능한가?
러시아가 바라는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투자 재원과 수출 루
트의 다원화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귀속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
국 주도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들로부터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존의 주요 투자 공여국인 중국, 일
본, 한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1. 중국
중국과 관련된 가스관 프로젝트들인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의 동부 지선은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의지가 강하고 중국석유와 정책 금융 기관인 국
가개발은행의 공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
다. 특히 중국은 2014년 12월 22일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서방의 경제 제재
53) ｢
｣, 
39629.html(검색일: 2015.03.05).

, http://tsrus.cn/kuaixun/2015/01/30/

54) ｢
2015/03/12/40391.html(검색일: 2015.03.05).

｣, 

55)

, http://tsrus.cn/jingji/

“В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загрузят пол-Приморья,” Коммерсантъ,
http://www.kommersant.ru/doc/2678082(검색일: 2015.03.13).

2015.02.03,

와 루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자원 수입선의 다변화와 운송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서도 극동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물류 투자와 러시아 자원의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로 인하여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연탄의 경우 중국은 2015년 북한으로부터 19,574,329.598톤의
무연탄을 수입하여 동년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입량의 약 79%를 차지한 반면
에 러시아는 중국에 2,770,973.419 톤의 무연탄을 수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연탄 수입량의 약 11.2%에 불과했다.56) 그러나 중국의 화력 발전소들
과 기업들이 북한 무연탄 수입 물량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극동 지역에서 러시
아 무연탄의 수입을 늘리게 될 수도 있다.

2. 일본
최근 중국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고 예전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
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1920년대부터 석유,
가스, 석탄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57) 이는 일본에게 극동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000년 이후에도 일본은 극동 러시아의 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원 개발과 채굴 관련 투자는 일본의 극동 러시아 투자
와 대 러시아 투자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통계국에 따
르면 2012년의 일본의 대 러시아 투자액에서 극동 관구 투자액은 94억 159만
달러로 87.35%를 차지한 바 있으며 사할린을 중심으로 진행된 극동 지역의 자
원 채굴과 광물 자원 개발은 극동 지역에서의 러·일 공동 투자의 98%를 기록
하였다.58) 또한 2012년 일본의 극동 러시아 투자에 있어서 사할린에 대한 투자
가 98%, 연해주에는 2%를 기록하였고 사할린 투자에서는 자원 채굴과 개발이
56) 중국세관: www.haiguan.info(검색일: 2016.03.27).
57) Nina Ershova(2014), 3-4.
58) 반면에 2012년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의 교통, 물류 분야 투자는 연해주를 중심으
로 진행되었는데 통신 분야를 합쳐도 러·일 공동 투자의 0.11%, 일본의 연해주
투자액의 7.09%에 불과하다. Nina Ershova(2014), 4, 7에서 재인용.

99.86%를 차지하였다.59) 이러한 투자 패턴은 일본의 극동 러시아 투자가 사할
린을 중심으로 자원 개발과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
전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울러 러시아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높지 않은 것도 일본의 극동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60) 아울러 일
본도 동해를 통해 극동 러시아의 석탄을 수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극동 지
역의 항만 시설 개선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쿠릴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본
의 더 많은 극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분야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
한국의 극동 지역 에너지 물류 투자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극동 러시아 석탄 개발과 항만 건설이다. 포스코는 하바로프스크에
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2013년 9월 25일 극동지역 인프라(주거시설·항만)
건설 및 에너지·자원·혁신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다.61) 포스코가 극동 러시아에 패키지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철강이 기업의 주력 산업인 포스코에게 있어서 원재료인 석탄과 철광석이 극
동 러시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 러시아의 석탄과
철광석을 자루비노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 수입하면 원재료 수입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고기능 합금 강판 등의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제외한 모든 철강
59) Nina Ershova(2014), 7에서 재인용.
60) 우랄산 원유 가격은 2015년 3월 3일 배럴당 59.61달러를 기록하여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가격이 내려가서 2015년 3월 18일
53.31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6년 4월 1일의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35.14달러이다. 이렇게 낮은 우랄산 원유의 가격은 극동 러시아 원
유를 수입하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http://www.topoilnews.com/(검색
일: 2015.03.22, 2016.04.02).
61) ｢포스코, 러시아 극동지역 인프라·자원개발 MOU｣, 연합뉴스, 2013.09.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
0006500613(검색일: 2014.12.16).

제품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리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 포스코는
극동 러시아에서의 원재료 개발과 수입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조립주택 건설,
아무르제철소 위탁운영, 항만 건설 등을 추진하여 극동 러시아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스코 외에 극동 러시아에 에너지, 물류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하는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통관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
며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가 쉽지 않아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경
제성을 사전에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극동 러시
아의 나홋카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을 추진했다가 러시아 파트너였던 극동운송그
룹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면서 약 48억 원을 낭비하게 된 것도 한국 기업들이 극
동 지역의 에너지, 물류 투자를 검토하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62) 당
시에도 부산항만공사가 극동운송그룹의 재무 구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자본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금융 기관인 산업은행도 극동 러시아의 에
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63)
한국의 경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극동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와 관련해서
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북한을 거쳐야 경제성이 확보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북한이 길을
열어 줘야 최근의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을 비롯한 에너지, 물
류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의 경
제 교류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5ㆍ24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로 인하여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중
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단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을 연계한
극동 러시아와의 에너지, 물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또한 자루비노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이동 시간도 한국의 에너지, 물
62) 이현우(2011) ｢BPA(부산항만공사), 러 나홋카항 사업 실패 숨겼다｣, 부산일보,
2011.08.12, 1면.
63) 문승관(2014) ｢산업은행, 20억달러 투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백지화｣, 이투데
이, 2014.12.11, 12면.

류 투자 증대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 국경 지역인 하산
에서부터 자루비노항까지 5차례에서 6차례의 통관 검사를 거치고 나면 훈춘자루비노-속초 페리(이동 거리: 840km)의 이동 시간과 훈춘-다롄-인천(이동 거
리: 1,620km) 노선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64) 이는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 수입과 관련 물류 투자를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Ⅵ. 결론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는 1990년대 일본의 자본과 서방의 석유
메이저들이 주요 파트너로서 협의를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구미
자본은 원유,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후에 러시아와 투자 수
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투자를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
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푸틴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외국 자본에 대한 투
자 인센티브 축소, 중국의 투자 유도로 인하여 기존의 서방 중심의 투자 패
턴은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들의 투자 역량
이 축소되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금
융 제재와 투자 제한이 진행되는 것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 재
원 조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
방 자본이 러시아의 원유 설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극동 지역에 대
한 에너지, 물류 투자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극동 지역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던 일본과 200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분야의 투자는 동북아시
아의 투자 공여국인 일본, 중국, 한국과 러시아 모두 자국과 극동 러시아를 연
결하는 에너지,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폭락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극
64) 자루비노항에서의 통관의 번거로움은 자루비노 항과 한국, 일본 노선의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4년 6월에 자루비노항과 속초항을 연결하는 페리 직
항 노선은 운행을 중단하였고 속초-자루비노-일본 니카타 노선도 같은 해 9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최형석: 2015).

동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환수와 말레이
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이후 극동 러시아에 대한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향후 대규
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두 나라의 자본에 대한 의존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가 중국과 일본으로의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출을
늘리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남북러 가
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한 자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중국, 일본이 투자하여 건설하는 에너지 물류 인프라
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를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극동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러시
아의 북극해에서 개발되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국내 업계
의 LNG선과 LNG쇄빙선의 보유와 활용 방안에 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
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의 극동 러시아에 대한 에
너지, 물류 투자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
이 일정한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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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Plans of Resources and Logistics Investment
in Far East Russia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Cho, Jungwon*
Befor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energy investment in Far
Eastern Russia was originated from Western oil majors and Japanese capital.
However, after 2008, energy and logistic investment came from China and
Japan. Furthermore, economic sanction to Russia due to the Ukraine problem,
prevents Occident fund’s investment in Russia. It made Russia depend on
Chinese national companies and Japanese fund. Among the investment donor
countries, China and Japan aimed to construct energy and logistics networks
between their homelands and Far East Russia to import more useful
resources.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has also propelled the construction
of a free port in Vladivostok and a new port in Zarubino in association with
China,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coal exports port in Severny,
Primorsky Kray, through partial investment from the Chinese National
Development Bank. Bold investments to develop the energy industry and
logistics in Far East Russia are also desired. However, Russia faces a
difficulty in investing abundant funds due to the plunging value of the ruble
and the decreasing international oil price. For this reason, she will continue
to attract more funds from China and Japan.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research the energy and logistic investment in Far Eastern
Russia between China, Japan and Russia, find appropriate plans to import
Russia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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