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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 LNG 수출과 동북아 LNG 시장 변화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17년 3월 30일 러시아 LNG 기업 노바텍(Novatek)

됨에 따라 러시아의 LNG 전략, 북극 전략에 전환점이 될

의 미헬손 사장은 사베타 항구에서 한 언론 브리핑을 통

전망이며, 기존 미국 LNG 수출로 변화를 겪고 있는 동북

해 2013년 말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아 LNG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뤄졌던 북극 야말 LNG 프로젝트가 2017년 10월 첫 수
출을 시작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일 야말에서 생
산된 LNG를 운송할 ‘세계 최초 쇄빙 LNG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Christophe de Margerie)호가 처음으로 사베
타 항구에 정박해 행사가 열렸으며 2017년 6월 3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호 명명식
이 별도로 거행됐고 쇄빙LNG선이 투입되는 야말 프로젝
트의 시작 단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인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박노벽 러시아 주재 한국 대
사,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내외빈 140여 명이 참
석했다. 주로 가스관으로 수출을 해온 러시아에 LNG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2009년 이후
운영하는 LNG 수출은 사할린 남부의 960만 톤 규모의

2017년 6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쇄빙액화천연가스운반선(쇄빙LNG선) 명명식에서 기
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경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야말은 규모도 1,650만

러시아의 북극 LNG 수출 전략

톤으로 대규모이며 북극에서 생산된 LNG라는 점이 특별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원유·가스 생산은 이미 오래된

하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러시아가 세계 5위의 LNG 수

이야기이다. 전통적으로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원유·가스

출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

를 개발해 오던 러시아가 대체 개발지로 보고 있는 곳이

카, 동남아 국가들을 주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며 최근에는 주로 아시아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2월 새빈 패스 터미널에서 첫 LNG를 수출한 지 1

이제까지는 주로 육상(onshore) 개발 중심이었고 해상

년 반 만에 북극에서 최초로 러시아가 LNG를 수출하게

(offshore) 개발은 주로 쉬토크만 해상 가스전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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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츠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육상과 해상 모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합작으로 개발하는 지역은 카라해

두 카라해 인근에서 개발이 이뤄져왔는데 대표적인 곳이

로 자본과 해상개발 기술을 가진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

야말반도(Yamal Peninsula)인 것이다. 북극 육상 가스전

업들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시작한다. 북극

가운데 최대 규모 가스전은 야말반도의 보바넨코보

원유·가스 개발과 LNG 수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심

(Bovanenkovo) 가스전이다. 가스프롬 소유의 보바넨코보

이 본격화한 가운데 북극 개발은 가스 사업 독점권을 가

가스전은 2012년부터 이미 상업생산을 시작해 가스관을

진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티가 주도했다. 대표적인 사업으

통해 노드스트림 가스관으로 보내진다. 투자에 비해 유럽

로는 가스프롬의 쉬토크만 LNG 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

의 가스 수요 감소로 최근 러시아 “가스버블”의 근원이

나 2010년 쉬토크만 사업이 공식적으로 장기 연기된 것

되고 있는 곳이다. 북극 육상 유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을 필두로 2000년대의 북극 개발과 LNG 사업은 대부분

알려진 곳은 로스네프티의 반코르(Vankor) 유전이다. 이

실패로 돌아간다. 책임론에 빠진 가스프롬이 마지막에 기

미 생산을 시작했으며 주로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대한 것이 사할린-2 LNG 사업 확대였다. 미국의 LNG 사

(ESPO)으로 보내진다.

업 개시로 인한 시장 변화와 금융 위기가 큰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북극 해상 유전과 가스전 개발이 추세인데,
대표적인 북극 해상 유전은 로스네프티와 엑손모빌 합작인
‘포베다(Pobeda)’ 해상 유전 개발로 2014년 여름 이후 개발
이 중단되어 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계
획대로 진행된 사업이 해상 가스전 LNG 사업인 야말
LNG 사업이다. 러시아 최초의 북극 LNG 사업이 되는 것
에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부터 LNG 수
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수출 기지는 부동항이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나 사할린,
발트해 인근, 북극에서는 무르만스크, 쉬토크만 등 바렌츠
해밖에 고려할 수 없었고 1년 내내 얼어 있는 카라해와
같은 다른 북극의 항구는 처음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2000년대 들어와 북극 에너지 지정학은 새로운 단계

바렌츠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영유권이 겹치는 해상 지역으로 2007년
이후 러시아가 심해 바닥에 러시아 국기를 꼽는 등 국가 간 영유권 분
쟁이 심화됐다. (사진 출처: www.newsweekkorea.com)

에 접어든다. 바렌츠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영유권이 겹

중국과 북극 지정학

치는 해상 지역으로 2007년 이후 러시아가 심해 바닥에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극 지정학은 매우 긴박하

러시아 국기를 꼽는 등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심화됐다.

게 전개되고 있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북극해에 대한 접

하지만 2009년 러시아-노르웨이 간 영토 분쟁 타결로 본

근이 훨씬 쉬워짐에 따라 북극해 영토 영유권 분쟁이 다

격 개발이 시작되었다. 노르웨이는 1980년에 처음 바렌츠

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동시에 북극 자원 개발과

오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Snøhvit 가스전은 1984

항로 운항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이 심화되고 있다.

년에 출범했다. 바렌츠 오일·가스 매장량은 80%가 러시

현 단계 북극 지정학의 가장 큰 특징은 2000년대 가스

아 쪽 영토에 존재하는데, 러시아는 1980년대 이래 100개

프롬이 서구의 주요 기업들과 주도하던 LNG 사업들이 실

곳을 시추했고 이 가운데 가장 큰 가스전이 지금은 개발

패한 것과는 다르게 사기업인 노바텍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중단된 쉬토크만 가스전이다. 2011년 이후 러시아가

서구 주요 기업들 대신 중국 기업들과 합작을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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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노바텍의 야말 LNG 사업의 급진전은 2013년 12월

(Kazuko Shiraishi)의 모스크바 강연은 일본의 북극 전략

러시아 의회를 통과한 가스프롬의 가스 수출 독점권 폐지

강화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또 2016년 9월 일본의 국

법안에 기인한 것이며, 이후 노바텍과 로스네프티 등이 가

제개발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야

스 개발과 수출을 두고 가스프롬과 경쟁하게 되었다. 야말

말 프로젝트에 15년 상환 조건으로 4억 달러 차관을 제

LNG 사업 자본금 규모는 27조 원으로 공표됐는데 2017년

공키로 한 것이 일본의 본격적인 북극 참여 신호탄이라

현재 목표대로 자금 투자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중국 기업

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들의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야말 LNG 수출 시설은 전체 공정의 68% 정도가 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러시아와 일본 간 협력이 체결됐는

성됐고 생산 시설은 시추된 약 200여 개의 해상 가스정

데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양국이 각각 5,000억 원씩

과 생산된 가스를 육상 사베타 항구까지 운반하는 100km

투자해서 1조 원의 러-일 투자펀드를 조성했다는 점과 노

의 가스관, 그리고 수출을 위한 터미널(각각 450만 톤 규

바텍이 야말반도 건너편 기단반도(Gydan Peninsula)에 조

모의 액화 트레인 4개로 구성. 현재는 첫 번째 트레인이

성할 예정인 북극 LNG-2 사업에 일본의 지분 투자를 요

85% 공정 완성)로 구성된다. 사베타 항구에서 일하는 인

청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북극 LNG-2 사업 참여는 이

력만 650개 회사에서 파견된 22,000명이다. LNG 운반을

미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한 용선 계약은 러시아의 소브콤플로트(1척), 티케이 탱

아베 총리 간에 한 차례 협의가 된 사항이었다.

커스 6척(Teekay Tankers)(중국 LNG 운송사), 그리스의
디나가스(Dynagas) 5척(중국의 사이노트랜스와 중국 LNG
사), 그리고 일본의 미츠이 OSK 라인 3척과 체결했으며
15척의 쇄빙 LNG선은 대우조선해양이 일괄 제작해 인도
한다. 선박은 1척당 3억 달러(약 4,000억 원)로 길이가
300m에 달하며 약 2m 두께의 북극 얼음을 깨고 별도의
쇄빙선 호위 없이 자체적으로 365일 운항이 가능하다.
노바텍의 50.1% 지분을 제외한 지분 가운데 중국의 비
중이 가장 높아 중국석유천연가스(CNPC)가 20%, 실크로드
펀드가 9.9%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토탈사가 보유한
20% 지분은 우크라이나 제재로 원칙적인 투자가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우회 수단으로 중국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사실상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 예상량에서 96%가 이미 판매 계약이 완료된 상
태로 노바텍(2.38백만 톤), 토탈(4백만 톤), CNPC(3백만
톤)가 먼저 가져가며 이 밖에 가스프롬이 2.98백만 톤을
가져가고 스페인이 250만 톤을 가져간다.

일본의 북극 LNG-2 사업 참여는 이미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에 한 차례 협의가 된 사항이었다. (사진
출처: www.tass.com)

중-러 북극 협력 계속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제재 국면으로 형성된 중-러 밀월은 최소
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향후 변화가 불가피하며 러시아의
북극과 극동 자원 개발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
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

일본의 부상

서도 벌써 중-일 경쟁 구도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

2016년 2월 29일 일본 북극대사 카주코 시라이시

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큰 문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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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도 오바마 정
부의 러시아 강공 정책으로 인한 중-러 밀월 구도를 바꾸
려고 하고 있다. 2014년 여름 로스네프티와의 북극 해상
유전 개발을 중단하고 철수한 엑손모빌이 2017년 4월 미
국 재무부에 로스네프티와의 북극 개발 재개를 요청하자
재무부는 “제한적인 범위 내의 행정적인 협력” 재개를 허
가했다.
2013년 5월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에 참가하게 된 “유사 북극 국가”인 중국이 기존
의 북극 거버넌스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러시아는 처음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했다. 중국의 ‘콜드
실크로드(Cold Silk Road)’ 정책과 러시아의 북극 정책이
같이 갈 수 있고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정책에 편승해
러시아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는 러시아에
서는 여전히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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