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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조정원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연구교수

중국의 국유 에너지 대기업인 중국석유가 건설한 중

가스관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 성까지 들어가면서 푸젠

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2009년 12월에 1기 가스관을 개

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통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한 후

벗어나게 되었다.

2010년 10월에 2기, 2014년 5월에 3기 가스관을 추가로
개통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도 수입
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국-중앙아
시아 가스관이 수입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천연가스는
1,742억 5,900만m³에 이른다. 그중 2017년 1월부터 3월까
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공급된 천연
가스는 97억 6,400만m³이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의 국경인 게다임을 기점으로 우즈베키스탄 중부와
카자흐스탄 남부를 거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훠
얼궈스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1,830km에 이르
는 천연가스 수출입 파이프라인이다. 중앙아시아-중국 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수 2기, 3기 가스관의 연결 (그림 출처:
‘에너지 경제’ 2017년 3월 15일 5면)

스관은 중국석유가 건설하고 개통한 국내 가스관인 서기
동수(西气东输) 가스관과 연결되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

현재 중국석유는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중국 신

구뿐만 아니라 중국 남방 지역까지 중앙아시아의 천연가

장위구르자치구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4기

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은 훠

를 건설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4기 가스관 공사와 2020

얼궈스 세관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1기 가스관과 2기

년 12월 4기 가스관 개통 이후 30년간의 가스관 운영을

가스관은 서기동수 2기 가스관과 연결되며 3기 가스관은

통해 수천 명의 고용 효과와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서기동수 3기 가스관과 연결된다. 중앙아시아-중국 3기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

가스관이 서기동수 3기 가스관과 연결되고 서기동수 3기

수의 연결을 통한 중앙아시아 3개국 천연가스의 수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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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중앙아시아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고

수력발전소들이 있는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부

있다. 중국석유가 참여한 카자흐스탄 남부 가스관은 2017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의 전기

년 4월 14일에 카자흐스탄 아크자빈 주의 베르조이 천연

를 북부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키르기스스탄

가스 압축 터미널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비에니우–베르조

북부 지역의 전력 부족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전기를 구입

이-쉼켄트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할 수밖에 없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서 매년 60억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카자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흐스탄 남부 가스관의 완전 개통은 카자흐스탄 국내 천

구축은 중국으로의 연결 작업을 통한 중앙아시아 천연가

연가스 공급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카자흐스탄 서부 지

스 수입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역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직접 공급되지 않았던 점을 해

탄, 카자흐스탄)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을 통한 수출 노선

결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남부

다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 국내 에너지 네트워

가스관은 카자흐스탄의 2,000여 명에 달하는 현지인들의

크의 약점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가스 분배 터미널들이 완공되면서

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에너지 네트

150만여 카자흐스탄 주민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워크 건설은 구소련 시기와 러시아연방 성립 이후에도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서부의 천연가스가 남부로의 천

구소련과 러시아가 도움을 주지 못했던 작업이다. 이러한

연가스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작업을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연결되면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도 수출하고 있다.

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주민에게 절실한

중국석유 외에 신장의 민영기업인 터비엔전기공업

민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중

(特变电工, TBEA)도 중앙아시아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아시아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년

프라투자은행(AIIB)이 중앙아시아의 국내 에너지 인프라

12월 8일에는 터비엔 전기공업이 2012년 10월부터 시공

구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속해서 관찰할

한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화력발전소 2기가 완공되었다.

필요가 있다.

두샨베 화력발전소 2기는 발전 용량 400MW로 연간 22
억KW(시간당)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샨베의 70만
여 명의 주민에게 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터
비엔전기공업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중국수출입은행의 상
하이협력기구(SCO) 우대 대출을 이용하여 다트카와 커민
을 연결하는 500KV의 송전망 건설과 타트카의 변전소
용량 증설, 키르기스스탄 북부 지역의 전력망 안정 공급
시스템의 개조, 아라치아의 변전소에 변압기 2대를 공급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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