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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망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지 않는 한국은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이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비중은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49.2%를 기록하고 있다.

으로 전체 수입에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원유

이는 2005년의 17.4%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10.9%, 천연가스 3.0%, 석탄 2.3%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4년 이후의 유가 하락에 따라 크게 낮아진 것

[그림 1]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10대 수입품목(2005년과 2016년)

으로 향후 유가 상승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 수입 규모는 증가
해 왔다. 2016년 원유 수입은 1990년 대비 6.9배, 2000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수입은 1990년 대비
26.5배, 2000년 대비 3.1배가 증가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원유의 80% 이상, 천연
가스의 50% 이상을 중동 산유국들에 의존하고 있다. 중
동 산유국들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1990년대 70%대
에서 2005년 이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2005년

는 중동의 카타르와 오만 등에서 LNG를 대규모로 수입
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은 2000년
21.3%에서 2015년에는 37.3%로 급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동산 에너지 수입은 원거리, 역내
정치 불안정 등 부정적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동
을 대체할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안
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러시아를 고려할 수 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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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러시아산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 증가에 따라 아래 [그림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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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

준 세계 LNG 시장에서 한·중·일 3개국의 수입 비중이

아산 에너지 자원의 비중도 높아져 왔다. 한국은 1993년

53.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한국, 중국은 세

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원유 수입

계 3대 LNG 수입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31.3%, 12.7%,

에서 러시아산 비중(중량 기준)은 1993년 0.4%에서 꾸준

9.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3

히 증가하여 2015년 6.0%로 최대 비중을 기록했으며,

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LNG 수출 확대를 적

2016년에는 3.9%를 기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트, 이라크, 이란, UAE, 카타르에 이어 일곱 번째 규모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야말반도와 발트해 지

이다. 또한, 한국은 2009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

역에서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 지

입하고 있으며, 전체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

역에서는 사할린-2에서의 생산 증대, 사할린-1의 생산 추

(중량 기준)은 2009년 3.1%에서 2016년 5.5%로 증가했다.

진과 함께 차얀다, 코빅타 가스전의 가스가 생산되는

이는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오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2020년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여섯 번째 규모이다. 그리고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더욱 높게 나타난다. 1993년부터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다양한 부문에서 에

고 있으며, 전체 석탄 수입에서 러시아산 석탄의 비중(중

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장기 에너지 수

량 기준)은 2016년 18.9%로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입 계약을 체결했고, 사할린 3 프로젝트의 베닌스키 광구

번째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에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야말
LNG 프로젝트에 29.9%의 지분을 보유하며 참여하고 있

[그림 2]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비중 추이

기도 하다. 중국은 LNG 부문의 지분 투자와 LNG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 외에 LNG 플랜트 건설, LNG 운반
선 건조 등의 부문에도 진출하고 있다. 또 중국의 톈진에
러·중 합작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에너지 관련 분야에 금융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2016년 3월 가스
프롬에 대해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천연가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했다. 야말 LNG 프
로젝트에도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모두

단위: %, 자료 출처: KITA

1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 사할린 LNG의 65%를 수입하는

앞으로 한국은 러시아와의 LNG 협력에 관심을 둘 필

최대 수입국이며, 사할린의 자원 개발에도 일본 기업들이

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과 1차 에너지 공급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18년 이후 야말 프

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

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너지 공급원에서 원전 비중 축소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일본 기업들은 블라디보스토크 LNG 터미널 사업 참여를

LNG 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다. 러시아 정부도 LNG 생산 확대와 동북아시아 국가들

이와 함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2008년 사할린-2

로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2016년 기

프로젝트의 LNG 플랜트 건설,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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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플랫폼 설치 등을 위해 37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금융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여러 부문에서 에너지 협력의 추진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산 LNG 도입 확대, LNG
플랜트 건설, LNG 운송 등의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시아 지역 LNG 터미널이나 허브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과 대만의 LNG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60%를 차지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LNG 터미널이나 허
브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한국과 러시아는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현재 연해주와 아무르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최근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에서 협력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극해 에너지 개
발, 북극해를 통한 에너지 자원 운송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남·북·
러 에너지 사업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나진-하산을 통한 에너지 운송 사업의 재개와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러 전력망 연결 등이 포함된다. 이러
한 부문들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긴밀한 에너지 협력
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양국의 에너지 협력
은 상호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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