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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ꞏ러 동부 가스관 건설과 중국의 러시아 LNG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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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11월 ‘시베리아의 힘’ 2기 가

LNG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야말

스관 건설과 30년 동안 매년 300억 ㎥의 러시아산 천연

LNG 터미널을 통한 러시아산 LNG의 대중국 수출이 가

가스 수출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2015년 6월 29

능해진 데는 중국석유와 중국 실크로드기금의 지분 투자

일 중국석유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중국을 연결하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 중국수출입은행이 15년간 93억

는 중ꞏ러 동부 가스관 중국 구간의 건설을 시작했다. 중ꞏ

유로, 중국국가개발은행이 15년간 98억 위안의 대출을 제

러 동부 가스관의 중국 구간 기점은 극동 러시아의 블라

공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고베셴스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의 헤이허(黑河)이다. 3,371km에 걸쳐서 건설되는 중ꞏ러
동부 가스관은 헤이룽장성 헤이허를 시작으로 중부 구간
인 지린성 창링(长岭) – 허베이성 융칭(永清) 노선, 남부
구간인 허베이성 융칭(永清) – 상하이(上海) 노선으로 나
눠서 건설하고 있다. 중국석유는 2019년 10월부터 북부
구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하고 2020년 12월
부터는 전 구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은 중ꞏ러 동부 가스관을 건설하는 동안 러시아에
서 LNG를 수입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도입한 LNG의
양은 2016년 257,000톤으로 중국 전체 LNG 수입량의
0.98%, 2017년에는 445,000톤으로 중국 전체 LNG 수입량
의 1.2%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석유가 20%, 중국 실크로드기금이 9.9%의

야말 LNG 터미널 (사진 출처: www.total.com)

야말 LNG 터미널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이 2015년 3월
에 내놓은 국제산업에너지, 장비 제조 협력 가이드라인

지분을 투자한 러시아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LNG 터미널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공사가 완공되어 2017년 12월 8일 쇄빙 LNG선을 통해

하 국제산업 협력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

대중국 LNG 수출이 시작되면서 2018년 중국의 러시아산

산업 협력 가이드라인은 중국 중앙정부의 국무원 국가발

이

2018년 7월 9일 제484호

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의 실크로드 경제권과 21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베이징천연가

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위한 전망과 행동(推动共建

스그룹(北京燃气集团公司)은 2017년 6월 30일 러시아 산

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이하

초스크 석유가스전 지분 20%를 매입하여 러시아산 천연

전망과 행동)과 같은 시기에 나온 정책이다. 전망과 행동

가스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도권 지역

에서는 송유관, 가스관의 연결, 자원 탐사와 개발 협력을

의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물량은 아직 확보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명시했다. 국제산업 협력 가이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야말 LNG의 도입뿐만

라인에서는 전망과 행동에서 주요 과제로 언급한 중국의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중ꞏ러 동부 가스관의 완공을 통해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연결, 자원 탐사와 자원 개발 협력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도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

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로컬 은행들의 저금리 대출, 프

하다. 중ꞏ러 동부 가스관이 중국석유가 계획한 대로 러시

로젝트 융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2020년 1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 중국

허베이성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화동(华东)의 경제ꞏ산

정책 금융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중국 국영기업

업 중심인 상하이에 천연가스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러

의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야말 LNG의 대중국 수

시아산 천연가스 공급과 사용 증가를 통해 전력 생산과

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

난방에 많이 사용되는 석탄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중국으로서는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중동

휘발유의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중국 중앙정부가 바

국가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일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

라는 대로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관을 통한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의 대량 수입과 우즈

될지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수입의 병행, 호주와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천연가스 수입을 통
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의 수도권 지역인 베이징(北京), 톈진(天
津)과 허베이성(河北省)을 중심으로 석탄의 천연가스 대
체(煤改气)를 추진하면서 천연가스 수요의 급증을 유발했
다. 그중 허베이성은 2017년 11월 28일 천연가스 공급 부
족 경보를 발효했고 그 후에도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병원과 주택, 학교에서 난방과 연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
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수도권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외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중
국의 동북 지역과 수도권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서 천연가스 수입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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