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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5월 400조원에 달하는 중-러
가스관 계약을 성사시킨 샹하이에서의 중-러 정상회담이후 최초로 중국을 다시 방문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언론들은 2016년 6월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결과 전방위
적인 경제 협력 차원에서 50조원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
지만 중-러 경제, 에너지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2016년 6월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2014년 5월 중-러 가스관 계약이후 국제정세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푸틴은
서구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는 아시아로 중심을 이동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중국은 러시아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경제
관계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중러 교역량은 US$ 95.3 billion에 달했지만 2015년 US$ 63.6
billion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US$ 4 billion
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US$ 560 million 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 2015년 한해

1 Alesander Gabuev, “China’s Pivot to Putin’s Friends.” Foreign Policy, June 25,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6/25/chinas-pivot-to-putin-friends-xi-russia-gazpromtimchenko-sin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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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중국은행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출은 US$18 billion 였지만
제재이전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은행으로부터 2013년에만 지원받은 금융이
US$ 261 billion 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2
저유가의 여파로 중국-러시아 관계에서 가장 활발한 협력을 보이는 영역은 러시
아의 중국으로의 원유수출이다. 2013년-2015년 동안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원유수
출은 급증하였으며 2016년 들어 최초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수출국이 되었다. 3 2013년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원
유 수출량은 24.4 million tons 에서 41.29 million tons 으로 증가하였다 (년간
1500만 톤 원유는 일일 30만 배럴에 해당).

<표 1> 2013-2015년 중국으로의 러시아 원유 수출 (in million tons)

코즈미노 항구를 통한 수출

Exporter

2013

2014

2015

Rosneft

0.9

2.2

7.3

Surgutneftegaz

2.2

1.4

3.6

Gazpromneft

0.1

0.6

1.2

minor producers

1.3

1.5

2.21

TNK-BP

0,9

0

0

LUKoil

0.2

0.1

0.64

2 Ibid.
3 Marcin Kaczmarski & Szymon Kardaś, “The oil friendship’: the state of and prospects for
Russian-Chinese energy cooperation,” OSW COMMENTARY,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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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6

5.8

14.95

ESPO 수출

Rosneft

15.75

15.6

16

카자흐스탄 스왑거래

Rosneft

0

7

7

기타

3.35

4.7

3.32

합계

24.4

33.1

41.29

<출처> Marcin Kaczmarski & Szymon Kardaś, “The oil friendship’: the state of and
prospects for Russian-Chinese energy cooperation,” OSW COMMENTARY, 201602-17.

러시아의 에너지회사인 로스네프트는 미국의 엑손모빌보다는 원유생산을 더 많이 하
는 기업이다. 중국으로의 러시아 원유수출을 주도하는 러시아 기업은 로스네프트로
2013년에는 년간 16.55 million tons, 2015년에는 년간 30.3 million tons을
수출하여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원유수출의 2/3를 차지한다. 주된 수출 통로는 2011
년에 개통된 ESPO(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이다. 로스네프트의 중국 수출량의 절
반은 ESPO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코즈미노 항구와 카자흐스탄과의 스
왑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로스네프트는 년간 700만 톤의 원유를 북부 카자흐스탄
에 수출하는데 카자흐스탄이 스왑계약의 일환으로 아타슈-알라셴코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출한다. 4
중국이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략적 이유이다.
중국정부는 원유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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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며 우선적으로 운송로 리스크가 있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준
비를 해왔으며 이미 원유수입은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수입선이 20% 비
중을 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전체 원유수입 가운데 러시아의 비중은 2013년의
8.6%에서 2015년에는 12.3%로 증가하게 되었다. 5 중국의 원유수입이 늘어나는
또 다른 원인은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100일분 전략비축유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29일분의 전략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러시아의 중국으로의 원유수출은 인프라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현재
의 ESPO는 년간 5800만톤 용량으로 최근 트란스네프트는 2020년까지 년간
8000만톤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즈미노 항구의 원유터미날 용량도 년간
36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 원유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으로의 러시아 가
스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 라인1(동
부라인)과 라인2(서부라인)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체제하에서 제대로 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체결된 동부 라인 38 BCM 가스
공급은 공급시기 면에서 수출이 2018년에 시작되어서 2024년이면 최대 38 BCM
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출 개시 시점이 2024년으로 늦춰졌으며
최대 공급량인 38 BCM도 2031년이 되어야 달성될 것으로 수정하였다.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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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의 노선도 변경되었다. 원래 계획은 코빅타와 차얀다 가스전에
서 시작해서 블라고베셴스크를 거쳐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노선
이었으나 2015년 2월 러시아 에너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
토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은 블라디보스토크 LNG 터미널 계획
이 무산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노선도

<출처> ‘Marcin Kaczmarski & Szymon Kardaś, “The oil friendship’: the state of and
prospects for Russian-Chinese energy cooperation,” OSW COMMENTARY,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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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라인의 지연의 더 큰 이유는 코빅타 가스전(the Kovyktinskoye field) 과 차
얀다 가스전(The Chayandinskoye gas field) 개발 지연이다. 차얀다 가스전
이 목표치인 년간 22 BCM을 생산하려면 2022년은 되어야 하며, 코빅타 가스전의
경우는 최대 목표치인 13 BCM에 달하려면 2024-2031년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가스 수급구조와 글로벌 가스 구조 변화에 비쳐 볼 때 중국이 러시아 가
스 수입을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2014년 중국은 183 BCM의 가스를
소비하였으며 이 가운데 31%인 58 BCM을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현재로서는 중국
의 가스관 수입은 주로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와 미얀마가 우선이다. 중앙아시
아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가스관의 용량이 70 BCM이며 2020년까지는
90 BCM까지 확대될 것이다. 2014년 중앙아시아와 미얀마로부터의 실제 수입량은
최대용량의 약 50%인 31 BCM, 2015년에는 62 BCM 이었다 (2015년 중국의
총 해외 수입량은 191 BCM). 추가로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LNG 수입이다.
수입량의 절반 정도는 LNG로 한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중-러 가스관이 예정
대로 최대에 달해도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러시아 가스
는 LNG 수입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 2013-2015년 동안 중국은 11개의 LNG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16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러 가스관이 결국 완성되어 실행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게 중-러 가스관은 에너지이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각에서 중-러 가스관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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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극동의 가스화라는 커다란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동북부의 가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인1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라인2 (알타이 라인) 이다. 라인2는 러
시아의 서시베리아 가스전과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라인2에 공
급될 가스전은 러시아가 유럽국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가스전과 동일한 가스전으로
자폴랴르

가스전(the

Zapolyarnoye

field)과

유즈노루스크

가스전(the

Yuzhnorusskoye field)등이다. 러시아는 라인2를 중국에 연결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들고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는 중국
에 제안을 해 왔으며 2015년 말 계약체결까지는 가지 못한 것을 러시아는 아쉬워하
고 있다.
중국입장에서 라인2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의 수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이다. 현재 중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주요
가스 소비지인 동북부 지역까지를 연결하는 서기동수(West-East Pipeline: WEP)
가스관은 총 77 BCM의 3개 라인이 있는데 60 BCM은 중앙아시아 가스, 17 BCM
은 신쟝 지역 가스 수입을 위한 것이다. 제4라인과 제5라인이 추가로 50 BCM을
운송하게 되는데, 알타이라인은 제6라인으로 신규건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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