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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

본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현 시점에 한국의 제한된 자본과 부족한 기술로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석유 하류 부문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다는 방안에 도달하였다. 정제,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부문은 한국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 방법
도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는 장기적이고 개발협력에 가까운 사업에 집중하는 반
면, 민간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향후 오일샌드 개발사업 진출과 연관된 분야와 주택, 도
로, 항만 등 사회건설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실질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시급하게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접근 전략은 중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차별적 협력관계를 추진하
는 것이며,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공유, 구체적인 자원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외
교를 포함한 인사교류 강화 및 사회문화적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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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
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
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 (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동남아
팀, 인도·남아시아팀, 러시아·CIS팀, 중남미팀, 아프
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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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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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
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
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
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
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
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
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
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
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
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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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
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
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
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
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
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
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
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
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
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
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
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
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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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출 기회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개발의 다변화 정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수출국
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자원의
수출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윤은
물론, 이를 통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자
원 빈국인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수입처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자국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국내적 사정과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고려해볼
때 기술 및 외교적 접근을 통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은 한국
의 자원안보 강화와 외교 관계 다양화를 위해 유용한 대안이자 새로운
기회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출 방안(Action
Plan)의 모색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상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 방안을 다양한 층위에서 예를 들어 단기⋅
중기⋅장기적 관점과 정부⋅민간 수준의 실질 진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SWOT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물
론 한국이 현재의 부족한 투자 자금과 기술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자원개발 연구들이 제시한 ‘패키지 진출 방안’을 수
용하면 협상의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 변화에서 확인된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슬로건하에 사회복지
(건강, 의료, 주택, 교육, 반곤 해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국내 차원의 복지 증대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시급히 석유
수출을 늘려 오일달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장기적 에너지 개발정책은 이러한 오일달러 수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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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산업 부분과 타 산업 부분을 동시에 유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결하고
자 한다. 특히 이슈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오일
샌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상류 부분뿐만 아니라 하류 부분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늘어나는 재정과 석유개발 산업
과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다각도의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한국의 제한된 자본과 부족한 기술로 현 시
점에서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석유 하류 부분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
절하다는 방안에 도달했다. 정제,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 부
분은 한국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접근 방법으
로도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했다. 즉 정부는 장기적이고 개발
협력에 가까운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민간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오일샌드 개발 사업 진출과 연관된 분야와 주택, 도로,
항만 등 사회건설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실질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급하게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접근 전략은 중남미 최
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차별적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며,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공유, 구체적인 자원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외교를 포함하는 인사교류의 강화 및 사회문화적 교류 등 다
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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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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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21세기 인류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류가 직면한 위협 중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고갈, 신(新)자원민족주의의 등장, 그리고 자원전쟁의 가능성
은 중요한 위협들이다. 최근 중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를 좌우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차원의 환경문제와 복잡하게 연계될 수 있다.
현재 경제성장의 필수요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전력과 같은
에너지 자원이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에 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
수요가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1.5%씩 총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는 한국과 브릭스(BRICs) 국가들은 포함한 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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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국가들도 가세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오일샌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일샌드는 1990년대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세계 최대
의 오일샌드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가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오일샌드 개발의 최대의 문제점은 경제성과 환경문제
였다. 경제성의 문제는 기존 에너지 자원의 점진적 고갈과 지속적인 가격 상
승이 예상되면서 해결되었다. 오일샌드의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되었다.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및 미래자원 개발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
제들은 크게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
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높은 해외의존도(97%), 높은 중동의존도(80%),
그리고 높은 석유의존도(43%)로 요약된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와 현재
및 미래의 중동 사태로 볼 때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은 국가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2009년 기준 세계 8위의 석유소비국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래 한국은 주기적으로 에너지안보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은 석유가격의 등락에 따라 국가
정책 결정의 선호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을 잡지 못했다. 최근 국가유
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도 민
주화 바람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에너지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기존

14│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자원 고갈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원과 공급처가 필요한 상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의 불완전성이다. 9⋅
11 이후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대체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태양력,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을 이용한 재
생에너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혁명적인 대체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석유
에 대한 의존도는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이 때문에 기존 석유자
원을 대체할 오일샌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셋째, 오일샌드의 개발과 환경문제다. 오일샌드는 1990년대부터 캐나다가
선도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오일샌드의 개발에 전통적 석유개발보다 더 많
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었다. 또 오일샌드 개발은 석유개발에 비해 더 많은 물
과 더 심각한 환경문제, 즉 인근 지역에서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오
일샌드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오
염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한국의 오일샌드 개발 진출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필요성이다. 결과
적으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의 오일샌드의 매장량은 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
량의 2~3배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말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를 자국에서 정제하는 협정을 맺었다. 한국도 베네수
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및 정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
는 한국의 진출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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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21세기 글로벌 차원의 초국가적 위협들 중에서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은
핵심적 요인들이다. 이 부분은 첫째, 탈냉전 이후인 1990년대 초반 이래 현
재까지 약 20년 동안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개발(주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의 탄화수소 부문), 공급, 소비, 고갈 등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와 자원전쟁의 지정학적 및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에너지의 소비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도 주요 연구배경이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새로운 대체 자원으로서의 오일샌드 개발의
중요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석유자원은 그 공급과 적정
한 가격에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
을 이론화한 것이 석유생산정점(오일피크, Oil Peak)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
한 논쟁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 극지방 및 심해유전
의 개발로 확산되었다. 결국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자원 경쟁은 캐나다와 베
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비전통적 원유생산량은 전통적 원유생산량의 1% 이하
이지만 가까운 장래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과 함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나. 연구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오일샌드 개발에 선두 주자들인 유럽, 캐나다, 중국, 일
본 등의 자원외교 전략들을 비교 및 고찰해 보고 향후 한국의 진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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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오일샌드 개발의 선두 주자로 부상
한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할 한국의 장기적 차원의 전략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에는 미국, 유럽, 중국의
석유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베네수
엘라 오일샌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
가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지역인 앨버타 주를 중심으로 기존 개
발과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 가능 지역인 베네수엘라의 오리
노코 강 유역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글로벌 차원의
오일샌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에너
지 수요 증대에 따른 주요국들의 오일샌드 개발의 확대 가능성을 분석할 것
이다. 셋째,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넷째, 캐나다 오일샌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할 것이다. 다섯째, 오일샌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여타 다른 나
라들의 사례 및 경험을 기초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한국의 진출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에는 베네수엘라의 국제정치경제 관계와
협상전략의 분석도 포함된다.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현재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된 연구의 문제제기,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연구방법론, 연구범위 등을 설명할 것이다. 문제제기에서는 베네수엘라 오일
샌드 개발에 한국의 전략적 진출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그
리고 오일샌드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연구와 경험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연구
의 전체적인 분석틀을 기술할 것이다. 또 이 연구가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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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오염,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문제점도 논의하지만 기본적으
로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제2장은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개발과 관
련된 정치경제적(예를 들어, 오일외교) 또는 환경적 측면의 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일외교의 증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비용에 대한 논의들을
분석 대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베네수엘라
의 오일샌드 현황을 설명할 것이다. 1996~2009년 사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2009년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의 생산량은 116만 배럴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전통적
원유 매장량의 감소는 오일샌드의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문제는
오일샌드를 정제 및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자원이 필요하고 결과적으
로 수질오염은 물론 대기 및 토양오염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점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할 경우 환경문제는 정부 차원은
물론 해당국 NGO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속적인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부분은 캐나다의 사례를 토대로 베네수엘라
의 환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은 오일샌드 진출 전략 국가들의 사례 연구다. 이 부분은 오일샌드
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문제점, 전망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으
로 사전에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럽,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의 사례 연
구는 이 연구의 대상인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진출에 있어서의 한국
의 협상전략을 위해 중요한 벤치마킹이 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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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세법이 2011년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가까
운 장래 베네수엘라에도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는 베네
수엘라에 환경법이 적용될 경우 개발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결부시켜야 하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더불어 진출 국가들의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00~15년까지 연간
약 440만 명의 고용과 29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캐나다 정부는 숙련직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외에 비숙련직 이민프로그램(AINP)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가까운 장래 오일샌드 부분에 관련 인력의 수출 방안
과 다양한 이민문제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제4장은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사항들을 전체 종합해본다. 현재까지 에
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제도적 현황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환경적 대응 상황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오늘날 베네수
엘라의 전력과 에너지 소비, 에너지 수출입 관계 분석 및 이러한 정책을 담
당하는 관련 기구들과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광물 부문에 대한 법제 변화
(광물법, 투자법, 노동법)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베네수엘
라 석유자원과 천연가스(탄화수소)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오리노코 지
역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적 변화를 집중 분석한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접
근을 위해 사전 조사 차원에서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추
진 중인 제도적 대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오일샌드는 전통적 원유와는 달리 개발 절박성이 낮다.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가가 상승하여 점점 오일샌드의 개발 절박성을 높이고
있다.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개발 절박성 등에 대
한 논의는 진출방안 연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 변수는 개
발과정에서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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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대응 노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진출방안 연구에서 개발 절박성과
환경오염 절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전적 공감대는 반드시 심층
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5장은 한국의 향후 자원외교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해 또는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대응전략들을 분석해보기위
한 사전 분석으로 현재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
룬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은 이후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문제점들의
정치적, 환경적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변수들이 논의의 초점이다.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오리노코 벨트의 오일샌드는 최근까지 몇몇 석
유회사(BP, Total, Statoil, ChevronTexaco 등)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베
네수엘라 정부가 이들 외국기업을 참여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일샌드의
개발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부족 그리고 미국과 외교적 마찰 등으로 인
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한국의 베네수엘라 진출 시 이 외국기업들과 경쟁가능
성과 베네수엘라와 협상가능성 및 잠재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제6장은 한국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에 한국의 자원외교와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차원의 단계별 협상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진행한다. 이전 연구인 오일샌드 기진출국의 사례들과 경험들을 토대
로 다양한 관점의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베네수엘라의 오일
샌드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미국, 중국, 남미 이웃 국가들과 오일외교 및 협
상과정과 움직임, 동향 등을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개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협상전략과 협상의 성공 요인 및 실패 원인
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진출전략은 크게 기술, 금융, 무역, 자원
외교 등의 측면에 맞춘 정책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오일샌드
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장기적 관점의 대응전략들과 기업 및 민간 차원의

20│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대응전략들을 진출가능성의 확대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2005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오리노코 프로젝트
를 포함한 6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단행했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할 예정이다.
제7장에서는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며 향후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해본다.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Hidrocarburo)을 부록으로 넣어 개발과 관련된 법적 이해
를 돕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문헌조사 일환으로 국내외 오일샌드 관련 1차 문헌조사를 위
해 세계에너지협회, 캐나다 석유협회인 CIPC, 오일샌드산업에 기진출한 중국
과 일본의 에너지 기관 및 기업들의 자료, 중남미지역 국제기구들(ECLAC,
IDB)등과 국제에너지기구들인 IEA, OLADE, 베네수엘라의 PDVSA, 한국
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투자 및 진출 환경을 분석한다. 진출 방안과 협상전략 모색을 위해서는 자원
외교와 관련하여 진출에 성공한 사례들을 탐색함으로써 이 분야 관련 최적
의 정책 방안들을 제시한다.
베네수엘라가 좌파정부 또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임을 감
안하여 정부/기업 차원의 협상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상이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
해본다. 다양한 진출 결정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시장
규모, 기진출한 경쟁국들의 베네수엘라 진출 성공 사례 및 국제 협력 방법
벤치마킹, 개발 경쟁력(금융 및 기술), 다양한 진입 장벽 등을 분석 변수로써
접근한다. 이에 더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관련 분야의 변화를 고찰함은 물
론 정치문화, 경제사회 상황 등을 변수로 추가하여 폭넓게 분석의 범위를 넓
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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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변수로는 SWOT 분석 내에 포함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환경
적 리스크, 경제사회적 문제, 진출 대상국의 인프라 수준, 개발 절박성, 개발
비용과 인플레이션, 오일샌드 매장과 생산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존재(개
발 및 투자 관련)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캐나다의 오
일샌드 진출과 비교하여 베네수엘라만이 가지는 고유한 진입장벽 비교 분석
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캐나다 앨버타의 경험이 베네수엘라 진입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기진출한 각국 사례들을 통해 비교해본다. 이와 동시
에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진출한 다른 국가들(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한
국은 어떠한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지를 연구의 중심으로 한다.

라.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ㆍ정책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으로 국내에서 오일샌드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오일샌드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오일샌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으로 오일샌드 개발과 투자에 대한 참고자료 및 정책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오일샌드의 특성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수
집할 수 있다.
셋째, 정치경제적으로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캐나다 및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강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협력은 오일 매장 지역을 중
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이로 인해 중동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다. 오일샌드의
주요 매장국인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국가와 에너
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인력수출의 경우 새로운 이민문제를 도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지역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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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될 경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유와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된 국민
들의 이동이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와 방안을 자
극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현 에
너지 교육은 석유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오일샌드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오일샌드의 가치와 이
와 관련된 에너지 개발과 환경기술의 연관 및 중요성을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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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 오일샌드의

개념 ❙ 석탄은 나무가 지각변동을 통해 퇴적된 뒤 보통 수억~

수십억 년 동안 고압과 고열을 받아 생성된다. 원유도 동물의 사체가 지각변
동을 통해 퇴적된 뒤 수억~수십억 년 동안 고압과 고열을 받아 형성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천연가스의 경우 이미 형성된 원유가 더욱 높은 고압과 고열
을 받아 원유의 액체가 증발해 기체화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일샌드도
원유의 형성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다만 다른 점은 오
일샌드는 동물의 사체가 박테리아에 덜 부식되면서 진행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오일샌드는 모래, 진흙, 물, 유황, 원유 등이 뒤섞여 매장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2-1]에서 보듯 오일샌드는 원유처럼 유동적이지 않고
대체로 흙처럼 비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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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점성도(Downhole Viscosity)에 기준한 비전통적 원유의 등급 ❚
등급
A급(Medium Heavy Oil)

API scale

매장 상태

보유국

25-18

mobile

원유생산국

B급(Extra Heavy Oil)

20-7

mobile

베네수엘라

C급(Tar Sands or Bitumen)

12-7

non-mobile

캐나다

D급(Oil Shales)

n.a.

non-mobile

호주

자료: François Cupcic(2003), pp. 2-3.

오일샌드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전통적 원유(conventional crude oil)와 구
별하기 위해 비전통적 원유(unconventional crude oil)라고 칭한다. 이 외에
도 오일샌드를 지칭하는 유사한 용어들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tar sands,
bituminous sands, oil shale, heavy oil, heavy crude oil, extra-heavy oil,
extra-heavy crude oil, crude bitumen 등으로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오일샌
드 또는 역청(bitumen), 비투먼의 채굴은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
오일샌드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의 방수용이며, 또한 고대 이집트시대에 미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된 기록도 있다.
❙ 매장량 ❙

오일샌드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

는 나라는 막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캐나다와 베네수엘라다. 현재 비전통적
원유의 80%가 B~C등급이고, 이 중에서 80%가 북미(특히 캐나다 앨버타
주의 4만 5,000km 2)와 남미(특히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의 5만 4,000km 2 )
에 존재한다. [표 2-2]에서 보듯 확인된 비전통적 원유의 매장량은 전통적
원유의 50%에 불과하지만 추정 매장량은 전통적 원유매장량의 2배가 넘는
다. 한마디로 현재의 오일샌드의 추정 매장량은 인류가 약 3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2) 현재 캐나다가 일찍 오일샌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베네

1) Zayn Bilkadi(1984); http://www.saudiaramcoworld.com/issue/198406/bitumen.-.a.history.htm.

25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

❚ 표 2-2. 전통적 및 비전통적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2010년) ❚
전통적 원유

비전통적 원유

확인 매장량
(억 배럴)

생산량
(만 배럴)

확인 매장량
(억 배럴)

추정 매장량
(억 배럴)

생산량
(만 배럴)

2,645

1,000

n.a.

n.a.

n.a.

미국

309

751

n.a.

n.a.

n.a.

캐나다

321

334

1,431

17,500

180(2009)

베네수엘라

2,112

247

5,130

12,000

116(2009)

세계 총합

13,832

8,210

n.a.

n.a.

n.a.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BP(2011), pp. 7-8; US Geological Survey(2010); Pierre-René Bauquis(2006); Government of
Alberta(2008).

수엘라는 전통적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오일샌드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양국의 오일샌드를 비교하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가 캐나다 오일샌드보다
는 정제하기가 다소 쉬운 유동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오일샌드를 엑스트라 헤비 오일(extra-heavy oil)로 부른다. 원래 오일샌드의
매장량은 원유 관련 국제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일샌드로부
터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생산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첨
단기술을 요구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고 원유 매장량의 수치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과 오일샌
드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오일샌드는 새로운 각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 원유 관련 국제지표에 오일샌드의 매장량을 포함시
키고 있다. 향후 오일샌드는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등장하
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전통적 원유의 대안 에너지로 각광받을 것
이다.

2) Jon Evans(2006); http://www.highbeam.com/doc/1G1-1550287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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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 보통

약 2톤의 오일샌드에서 1배럴의 원유가 생산된다. 그러나

오일샌드에서 생산된 원유는 전통적 원유와는 달리 업그레이딩(upgrading)이
라는 정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synthetic crude oil(syncrude)로 불린다. 따
라서 비전통적 원유를 생산하는 데 기술과 개발비(평균 28달러) 이상의 석유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경우 1967년부터 개발하기 시
작하여 2009년 오일샌드로부터 하루 180만 배럴의 언유를 생산하여 캐나다
총생산량의 36%를 차지했다. 2009년 캐나다는 미국으로 향하는 최대의 원
유수출국(미국 원유 수입량의 20%)이 되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에서 생산
되는 원유의 약 50%인 90만 배럴이 미국으로 수출된다.3) 2030년에는 캐나
다는 하루 500~6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표 2-3]에서 보듯 원유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4) 반면 2009년 오일샌드의 생산량은 116만 배럴로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마라카이보의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원유 매장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베네수
엘라는 오일샌드의 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20년까지
하루 650만 배럴의 오일샌드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비전통적
원유 생산량은 전통적 원유 생산량의 1% 이하지만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5) 특히 [표 2-4]의 비전통적 원유 생산량의 추정치는 캐나
다와 베네수엘라의 예상 생산량의 추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루 1,000만 배
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 원유 생산량의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상승 가능성과 글로벌 원유의 수요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3) Brenhouse Hillary(2010).
4)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0).
5) Cupcic(200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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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억 배럴), 생산량, 소비량,

정제량(만 배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명

캐나다

베네수
엘라

매장량

183

178

176

168

166

171

276

282

330

321

321

생산량

n/a

n/a

286

300

309

304

321

330

325

322

334

소비량

192

201

205

212

223

223

225

232

229

218

228

정제력

186

192

192

196

192

190

191

191

195

198

191

매장량

768

777

773

772

797

800

873

994 1,723 2,112 2,112

생산량

n/a

n/a

290

255

291

294

281

261

256

244

247

소비량

56

62

66

54

58

63

66

68

71

73

77

정제력

127

127

127

127

128

129

129

130

130

130

130

자료: BP(2011).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오리노코 오일샌드의 일부분(the Magna Reserve Project)을 포함
한 수치다.

❚ 표 2-4. 중장기 세계 원유 생산량 및 소비량의 전망 ❚
(단위: 백만 배럴/일)

원유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생산량

82.1

87.2

89.8

93.6

96.5

99.1

비전통

3.0

3.1

4.0

4.7

5.5

6.3

총합계

85.1

93.3

97.6

103.2

108.0

112.2

87

93

98

103

108

112

소비량

79(78~80) 95(55~146)

유가

108(53~169) 118(51~186) 123(50~196) 125(50~200)

자료: EIA(2011), p. 26, 28; BP(2011), pp. 7-8.

❚ 표 2-5. 세계 원유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정제력, 유가 ❚
원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장량 (만 배럴) 11,290 11,900 12,030 12,090 12,200 12,340 12,540 13,350 13,770 13,830
생산량 (만 배럴) 7,491 7,470 7,708 8,057 8,149 8,173 8,154 8,202 8,028 8,210
소비량 (만 배럴) 7,730 7,827 7,982 8,283 8,413 8,496 8,643 8,600 8,471 8,738
유가 (달러)

23∼26 24∼26 27∼31 34∼41 49∼57 62∼66 68∼72

정제력 (만 배럴) 8,347

8,418 8,447 8,536 8,615 8,743

자료: BP(2011), p. 6, pp. 8-9,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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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61∼62 78∼80
0

8,855 8,945 9,107

9,179

2. 오일샌드 개발
❙ 정제와

문제점 ❙ 오일샌드는 전통적 원유와는 달리 정제소에 보내기 전

에 [그림 2-1]처럼 사전 정제과정(pre-processing=upgrading)이라는 특별한
정제 및 생산 과정(steam injection, solvent)을 요구한다. 소위 추출기술 방
식이다.6)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들(steam, hydrogen, electricity)을 위한
투입에너지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을 이용하는데 주로 천연가스가 쓰인다.
이 기술은 많은 물과 전통적 원유추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특히
TAN(Total Acid Number)의 수치가 1이 넘으면 재래식 정제 방법이 아닌
특별한 정제 방법이 필요하다.7) TAN의 수치는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오일샌
드의 경우 3.3 그리고 캐나다 오일샌드(Athabasca)의 경우 3.5다.

❚ 그림 2-1. 오일샌드의 업그레이딩(Upgrading) 과정 ❚

자료: Conventional on Non-Conventional Oil(2002), p. 7.

6) 대표적인 방식은 뜨거운 스팀을 주입(steam injection)하는 시투 기술(situ technique)이다. 이러한 기술
에는 크게 CSS(Cyclic Steam Stimulation) 기술과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가 있다.
7) Crandall(200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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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일샌드를 정제 및 생산하는 과정은 전통적 원유보다 더 많은 비
용과 기술이 필요하다. 더구나 오일샌드의 생산량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문
제들은 배럴당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이래
55%가 증가했는데 이는 복구, 보상, 환경세 외에도 주로 인적 및 물적 자원
의 부족에서 기인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5]에서 보듯 2001년 이래
석유가격의 지속적인 급상승은 오일샌드 생산의 평균비용인 배럴당 28달러
를 훨씬 초과했다.9) 따라서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의 중가와 함께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상승과 상승전망은 오일샌드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요
한 요인이다. 이러한 장기적 유가 인상의 예측이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샌드의 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오일샌드의 정제 및 생산 과정에는 전통적 정제과정보다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특히 이러한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적 문제점은 산림 파괴 외에도 전통적 원유를 정제할 때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탄소이산화물(carbon dioxide)이라는 온실가스가 2~4배 더 배출된다는
사실이다.10) [표 2-6]에서 보듯 오일샌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탄소 이산화물은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은 장기적으
로 대기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외에 오일샌드의 정제과정에서 사용하
는 오염된 물이 강과 호수로 들어간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염된 물은 중장기
적으로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와 변질은 물론 인간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도에 캐나다 정부는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세
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조항은 2011~15년도에 집행될 것이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석유회사(Royal Dutch Shell)의 2006년 연례

8) UPI(2007).
9) UPI(2007).
10) Romm(2008), pp. 181-182.
11) Angola Pres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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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탄소이산화물(Carbon Dioxide) 방출량 ❚
단위: 국가(십만 톤), 세계(억 톤)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캐나다

5,921 5,988 5,987 6,331 6,283 6,401 6,363 6,479 6,310 5,898 6,051

베네수엘라

1,383 1,511 1,533 1,330 1,435 1,474 1,602 1,594 1,675 1,680 1,731

세계

25.6

25.8

26.3

27.5

28.9

29.8

30.7

31.6

31.9

33.1

33.2

자료: BP(2011).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 원유이득이 약 12달러인 반면 캐나다 오일샌드는
약 2배인 22달러를 기록했다.12) 이러한 개발이득의 격차가 환경오염에도 불
구하고 석유회사들이 오일샌드의 개발에 주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오일샌드

개발 이유: 환경안보보다는 에너지안보 ❙ 오일샌드의 개발에

따른 환경안보 차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샌드의 개발은 경제성
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에너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국이든 소비국이든 안정적 수요공급과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나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을 이론화한 것이 1956년 허버트(M. King Hubbert)에 의해 제시된 석유
생산정점(Peak Oil)에 대한 가설이다. 석유생산정점에 대해서는 석유자원 그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틀림은 없으나 그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
이에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1990년대 이후 바이오연
료(bio-fuels)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 극지방 및 심해유전의 개
발, 오일샌드의 개발의 등장으로 증폭되었다. 결국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자
원경쟁은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에 더욱 박차를 유도
하였다.
한편 산업혁명 이래 급격하게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은 필연적으

12) Mortishe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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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이끌었다. 인류가 20세기 100년 동안 사용한 에너
지 양은 그 이전 1000년 동안 사용했던 에너지 양의 총합보다 10배 이상이
나 된다.13) 에너지 소비의 급증은 마찬가지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또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탄소배출량의 증가
를 의미한다. 지구 생성 이래 1800년(CO2 밀도 약 270ppm)까지 지구는 거
대한 탄소순환 사이클에 의해 CO2의 방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
러다가 탄소 사이클이 1800년 이후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 탄소 사이클에
의한 지구상의 CO2 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370ppm이었고, 현
재의 CO2 배출 속도에 의하면 2050년에는 550ppm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한다.14) 대개의 기후모델은 CO2의 밀도가 550ppm을 넘으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탄소배출량의 증가가 환경안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와 같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현
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15)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안보 차원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억제는
199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5년 발효)
의 핵심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안보 차원의 국제레짐이 현재 에너지안보를
위한 오일샌드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의 하나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에너지는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08
년 NATO 지도자들은 카스피 해 유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안
보의 도구로서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논의했다.16)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중남미 국가들에 지역상호 협
력(Petrocaribe Initiative)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경제동맹의 구축을 시도하
면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전통적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다.

13) 홍욱희 역(2008). p. 11.
14) 홍욱희 역(2008), p. 199.
15) 1979년 제네바에서 최초의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어 온실가스 문제를 논의했다.
16) Guardia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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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자원이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현실
속에서 캐나다는 분명 축복받은 국가다. 20세기 초 앨버타(Alberta) 주 에드
먼턴(Edmonton) 지역을 탐사했던 개척자들은 오일샌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특정 자원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준 것만으로도 캐나다에 큰 공헌을 한 셈이다. 그 후에도 오일샌드 개발
은 계속되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다시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주목을 받지
는 못했다.
오일샌드 지역에 거주하던 캐나다 원주민인 이누이트(Inuit)들은 이미 오
래전부터 카누 바닥에 비투먼(Bitumen)을 발라 방수 처리해서 사용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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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들은 비투먼을 도로 포장용 재료로도 사용했다.17) 캐나다는 1949
년 최초로 앨버타 주 비투마운트(Bitumount)에 시험용 공장을 가동시켜 생
산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비투먼 개발생산에 대한
의욕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원유가가 배럴당 3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제
유가가 4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일샌드로부터의 원유 생산비용
(20~30캐나다 달러)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 그림 3-1. 캐나다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 지역 ❚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는 북부에 14만 2,000km2(3,500만 에이커)에 걸쳐
매장되어 있다. 이는 캐나다 전체의 1/40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오일샌

17) 캐나다 역사에서 최초로 비투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은 1719년인데, 캐나다의 인디언 부족인 크
리인이 허드슨베이 교역소에 ‘고무(gum)’ 샘플로 가져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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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아타바스카(Athabasca), 피스 강(Peace River), 콜드 호(Cold Lake)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 지역의 오일샌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3

매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약 1조 7,000억 배럴(280억m )의 천연 비투먼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전통적인 오일량보다도 큰 규모다. 이중 약 11%, 즉 1,730억 배럴이 채굴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으로 22세기에 접어들어서까지도 북미지역
의 석유 생산에 대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개발기술이 보다 더 발전된다면 개발될 수 있는
오일샌드 매장량은 3,150억 배럴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Government
of Alberta 2011 p. 2).
❚ 표 3-1. 캐나다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통계자료(2010년) ❚
종류

수치

비고

확인된 원유 매장량*

1,752억bbl

세계 3위

원유 생산량

333만 6천b/d

세계 4위

석유 소비량

227만 6천b/d

세계 6위

원유 정제량

191만 4천b/d

세계 13위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

1조 7천억m

천연가스 생산량

3

3

1,598억m

세계 20위
세계 3위

천연가스 소비량

3

938억m

세계 4위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

5억 9,846만 톤

세계 7위

1인당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2009)

15.43톤

세계 15위

원유 및 석유 수입

84만 6천b/d

원유 및 석유 수출

259만 9천b/d

주: 캐나다의 매장량은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를 포함한 수치다.
자료: BP(2011. 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U.S. EIA Statistics, “Country Analysis
Brief: Canada,” August 1, 2010; OECD/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1.

18)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2008), Alberta’s Energy Reserves 2007 and
Supply/Demand Outlook 2008-2017, http://www.eub.ca/docs/products/STs/st98_current.pdf(검
색일: January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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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샌드의 보유 여부는 국가별 석유 매장량 순위도 바꾸어놓고 있다. 최
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2,600억 배럴)이지만 오일샌드까지 포함할 경우
에는 베네수엘라(3,500억 배럴)가 세계 1위가 된다.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이
321억 배럴로 11위에 머물러 왔지만 오일샌드를 합친다면 3위로 올라선다
(표 7 참고). 캐나다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일샌드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다.
1967년부터 오일샌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캐나다는 2011년 하
루 16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오일샌드로부터 생산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총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양이 캐나다의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88%인 140만 배럴이 매일 미국으로 수출된다.19) 이 때문에 캐나다는 미
국으로 향하는 최대의 원유수출국이 되었다. 이는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1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된다. 2025년에는 오일샌드에서 추출된
원유를 1일 370만 배럴, 2030년에는 1일 500∼600만 배럴을 생산할 것으
로 전망된다.20) OPEC이 아닌 지역 중에서 앨버타 주는 전 세계적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유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다.
국제사회가 석유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탄소 배출에 대한
배상문제에 실패하게 되면서 오일샌드 개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
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다국적
기업과 국영기업들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
너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원유 소비국들의 큰 관심
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나다에서 산업 온실가스(GHS)가 배

19) Hillary Brenhouse(2010).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총 원유량의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 중
오일샌드의 양을 의미한다.
20)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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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967년 현재의 선코(Suncor) 에너지의 전신인 GCOS(Great Canadian Oil
Sands)가 최초로 오일샌드 채광을 시작한 뒤 신크루드(Syncrude)가 1978년,
쉘캐나다(Shell Canada)가 2003년 차례로 주요 시설을 건설했다. 1973년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이 일기 시작한 직후 캐나다 정부는 연방정부가 소
유하는 석유회사인 페트로-캐나다(Petro-Canada)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최
초 자산은 오일샌드회사인 신크루드와 북극 오일 탐사회사인 팬아틱 오일
(Panarctic Oils)이었는데, 2004년 이후 민영화되어 운영되다 2009년에 선
코에너지와 합병하여 캐나다 최대의 석유회사가 되었다. 캐나다 석유생산자
협회(CAPP: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에 따르면, 오
일샌드는 서부지역 캐나다 석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에 소속된 기업은 150개 정도이며 이들은 천
연가스, 천연 액화가스, 원유, 합성원유, 비투먼과 유황 등을 캐나다 전역에
서 개발 생산하고 있다. 2011년 초 진행 중인 오일샌드개발 프로젝트는 약
95개가 있다. 캐나다가 생산하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95% 이상이 이들 기업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지역 영세업자들이
해오던 오일샌드 개발에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석
유메이저 회사들이 오일샌드 개발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정도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 뒤를 이어 일본, 한국, 인도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오일샌드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오일샌드 개발은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아주 복잡한
작업이다. 개발과정에서 토지 사용, 물 소비, 이산화탄소 방출 등 환경에도

37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특히 환경에 대해
국가적 및 국민적 관심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이
나 주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맞는 오일샌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에 심혈을 기울인 개발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에너지 개발정책, 소비정책, 환경정책 등
을 수립함으로써 오일샌드 기업 활동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개발로 인해 향후 발생될 기후변화, 로열티, 세금, 연료기준 등은 오일샌
드에 대한 투자활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립된 엄격한 규제
를 따라야만 한다. 이들 규제는 캐나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통
합시킬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 에너지 생산자, 소비자, 원주민,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 내 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오일샌드 개발에서 발
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1980년 캐나다는 국가에너지프로그램(National Energy Program)을 설치
하여 캐나다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오일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캐나다 서부지역의 불만이 높았고 결국
1985년 이 기구는 폐쇄된 바 있다. 이후 연방정부와 앨버타 정부는 원유 가
격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규제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연방정부는 국가에너
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를 통해 파이프라인 업무를 관할하고, 앨
버타 주정부의 에너지부가 주 소유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개발 관리에 대한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에너지 안보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에너지국과는 별개로,
에너지 안보정책 전반에 걸쳐 국정을 조율할 에너지 사무국을 2005년 11월 우
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DFAI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산하에 신설하였다. 캐나다의 에너지 개발정책의 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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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장중심의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기술의 개발 분야는 정부 주도하의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앨버타 주의 에너지부는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하여 로열티와 자유보유
(freehold) 채굴세법, 시추를 위한 보조금 제공,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허가와 면허 등의 행정적 업무를 관할한다. 구체적으로는 앨버타 에너지부의
‘오일샌드 전략과 운영’은 오일샌드 로열티, 오일샌드 소유형태(tenure), 앨
버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로열티와 임대 수준 책정
을 위한 행정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21)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앨버타 주 이외의 주정부 부서들도 각기 오일
샌드 개발 관련 업무들을 관할하고 있다. 앨버타 환경부는 앨버타 주의 공기,
물, 토양 사용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자원개발부(ASRD: Alberta Sustainable Resource Development)
는 지표면 접근, 채집, 야생동물 단속을 담당한다. 반면 주정부의 독립기구인
에너지자원보호위원회(ERCB: Alberta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
는 앨버타 에너지 자원을 안전하고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
록 규제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이외의 앨버타 정부 부서 다수가 오일샌드
채굴 활동과 비투먼 채굴 및 추출과정에서부터 토지 매립(land reclamation)
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하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오
일샌드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의 자연자원을 효
과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업무관
할 공무기관과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21) 앨버타 주정부 내 에너지부 홈페이지 참고(http://www.energy.albert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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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에서는 광구권의 81%가 주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반면, 기타
19%는 자유보유 광구권으로서 개인이나 원주민을 대신하여 캐나다 연방정
부나 국립공원이 소유하고 있다. 광구권 획득은 2주에 한 번씩 실시되는 치
열한 입찰경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
자가 낙찰받거나 회사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개발자들은 플
랜트 건설, 우물, 파이프라인, 도로 사용 등을 위해서 토지 접근권, 즉 지표
접근권(surface access right) 또한 획득해야 한다. 약 60%의 앨버타 주 지
상토지의 약 60%는 공유지인 반면, 나머지 40%는 사유지에 해당한다. 개발

❚ 그림 3-2.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 담당 공공기관 및 업무 ❚

자료: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Board(2011);
http://authorizationsguide.erc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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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오일샌드 개발사업 신청 절차 ❚

자료: Alberta's Oil Sands(2008).

하고자 하는 오일샌드가 공유지에 해당하는지 사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발을 위한 승인에 필요한 과정과 관련 부서도 다소 다르다. 따라서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각 담당부서의 관할권한과
그 절차에 따른 법과 규제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그림 3-2], [그
림 3-3]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앨버타 주정부의 규제는 앨버타 주민들 모두에게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하
기 위해,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석유와 가스 자원을 질서 있고 효율적으
로 개발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감시
하기 위해, 그리고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원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회사들은 기업법(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회사를 등록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광산 및 광업법
(Mines and Minerals Act)에 따라 탐사, 시추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오일샌드보존법(Oil Sands Conservation Act)은 에너지자원보호위원회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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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없이 오일샌드나 천연 비투먼 지역 매립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승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앨버타 주정부는 새롭게 ‘토지사용체제’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는
앨버타 주에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명시한 정책이다. 이 체제
는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들 간의 대화와 일정 지역의 공기, 토지,
물, 다양한 생물 등 환경보호를 위한 지표와 목표 설정, 적정한 임대와 로열
티 수준 책정과 측정가능한 관리 목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보호
및 강화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Enhancement)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앨버타 주는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양의 가스 배출 요인 시설에 의무적으
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북미지역의 유일한 곳
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 재생을 위한 연구와 기술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앨버타 주정
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
소 수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프로젝트를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앨버타 정부는 스완힐즈(Swan Hills Synfuels), 쉘캐나다에
너지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22)
앨버타 정부는 최근 청정에너지 연구를 위해 5,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오일샌드 연구를 하고 있는 독일 헬름홀츠(Helmholtz) 연구소와 앨버타 대
학과의 합작 연구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23) 한편 이외에도 에너지와
환경 연구를 위해 일부 학교 연구소에 약 3,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조하

22) 2011년 스완힐즈는 앨버타 주정부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집 및 저장 프로젝트를 위해 2억 8,500만 달
러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는 매년 130만 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
다. http://www.mining.com 참고)
23) Government of Albert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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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게다가 주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청정에너
지 기술개발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앨버타 주는 기후-친화적인 투자를 하는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2010~14년 동안 6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는 다른 지역들의 투자를 합친 것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이 투자는 직
접적으로 환경부문에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50
억 달러의 GDP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24)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 그림 3-4. 오일샌드 개발에서의 기회와 도전 ❚

시장 개발 및
파이프라인

자본 및 노동
비용 상승

높은 석유
가격

국제사회 내
에너지 수요
증대

운영 비용
상승

기술 혁신

환경 영향
관리

안정적 투자
환경

24)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s e-Magazin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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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일샌드 개발에서의 기회
첫째, 지난 10년 동안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샌드는
단지 하루 160만 배럴만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전 세계 공급의
2% 이하에 해당되는 양에 불과하다. 최근 전통 석유 시장에서의 급격한 유
가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수급전략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 내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욕구
는 단지 석유 개발자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석유 소비자들의 수요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신흥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 증가는 향후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석유 수요의 경쟁성을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석유 가격은 이미 오일샌드 개발에서의 경제성을 넘
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배럴당 75
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쉘 등 석유기업들이 배럴당 50달
러에서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25) 기술력
향상을 통해 생산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
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일샌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
가 형성되어 있다. 또 주정부와 연방정부도 오일샌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예상 초과비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최근
에는 오일샌드 생산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발 여건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은 생산비용을 더욱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생산설비 시장 규모는 2000∼09년
1,020억 달러였던 것이 2012년에는 1,120억 달러 그리고 2025년까지는 약
2,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캐나다 석유회사들에 의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해외투자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25) The Economist (2011). “Canada's tar sands”(J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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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오일샌드 개발은 앨버타 주민들은 물론 캐나다 전체에 엄청난 혜
택을 주고 있다. 로열티, 세수입, 일자리, 투자 등은 가치 있는 정부 업무와
캐나다 국민들에게 부를 창출해줄 수 있는 주요 경제활동 영역이다. 캐나다
의 석유와 기타 천연가스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 규모는 2001년 820억
달러에서 2010년 거의 2,00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26) 게다가 현재 앨버타
주 전체 투자액의 20% 그리고 주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프로젝트의 60%가
오일샌드에 투입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오일샌드 개발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경제적 측
면에서 볼 때 재정 확충이다. 앨버타 주는 석유생산 주로 간주될 정도로 주
총생산(GDP)의 36%를 오일샌드가 책임지고 있다.27) 현재 오일샌드 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경제활동에서 8달러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는 앨버타 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발생할
경제적 가치도 포함된 것이다. 40년 이상 진보보수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는 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일샌드 개발은 앨버타 주의 세입은 물론 연방정부의 법인세와 개인소득
세를 만들어낸다. 게다가 다른 주나 시정부도 오일샌드에 대한 투자와 노동
참여로 인해 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 CERI에 의하면 향후 25년간 3,020억
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되며, 이중 61%에 해당되는 1,870억 달러가 연방정부
의 몫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8).
이런 투자 환경에서 1배럴당 석유가격이 75달러일 경우 앨버타 주정부는
로열티로 110억 달러를, 세금으로 250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실
제로 2009∼10년 앨버타 주정부의 로열티 수입은 190억 달러였으며 향후
25년간 이에 대한 수입은 1,8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9)

26) Rozhon Jon(2011).
27) Statistics Canada 홈페이지.
28) Government of Alber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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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민들은 오일샌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비투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광구권을 구매해야 한다. 석유 기업들은 앨버타 주정부를 통해 소
유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한다. 2006~07년에 주정부는 오일샌드 생산으로
부터 로열티로 24억 달러를 거두어들였다.
다섯째, 오일샌드 개발에 종사하는 앨버타 주민 약 13만 9,000명이 채굴
과 오일 및 가스 추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앨버타 주민은 물론 캐나다 전
역을 통해 많은 노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앨버타 이외의
주로부터 개발 산업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데 오일샌
드 개발 관련 종사자의 약 23%가 바로 이들이다.
앨버타 주의 총인구는 369만 명인데 석유산업은 25만 명에 이르는 앨버
타 주 내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중 1,700명 이상이 오일
샌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1998년 이후 60%가 증가된 것
이다. 만일 건설과 장기 계약고용을 합친다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앨버타 주는 오일샌드 개발 결정 시 원주민인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와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
는 것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의무 중 하나다. 앨버타 주 인구의 8%가 원
주민인 만큼 오일샌드 업무에 종사하는 원주민은 총 종사자의 약 10%나 될
정도다.30) 결과적으로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오일샌드 개발사업은 정부가
‘20년간 전략적 계획’을 통해 원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일샌드산업은 캐나다 전역을 통해 14만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향후 25년간 총 59만 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31)

29) Government of Alberta 홈페이지.
30) 약 23,000명의 원주민이 오일샌드 지역에 살고 있으며, 2010년 이중 1,700명 정도가 오일샌드 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31) The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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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캐나다 지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지만 특히 오일샌드 시
추시설 건설과 운영 및 정제에 필요한 자재와 서비스, 즉 타이어, 트럭, 밸
브, 펌프 등의 물자가 캐나다 동부의 산업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다른 주
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주는 온타리오 주인데 오일샌드산업 노동의 7%
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이곳 출신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노동력의 6%,
그리고 퀘벡 주와 서스캐처원 주 각기 3%의 노동력이 오일샌드로 유입되고
있다.

2) 오일샌드 개발에서의 도전
오일샌드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문제
점도 상당히 많다. 특히 석유는 무엇보다도 전통 원유 공급의 추이, 국제경
제 상황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하게 일어남으로써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첫째, 현재 정제된 고급 합성 원유를 1일 10만 배럴을 생산하기 위해 채
굴, 추출, 정제 과정에 드는 총 투자비용은 30억 달러에 이르며, 1배럴당 운
영에는 10달러가 사용된다. 엔지니어링 가능성, 규제 승인, 장비 구매, 건설
등 채굴에서 생산까지는 약 6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오일샌드의 80%
는 시추 방식을 통해, 그리고 20%는 채굴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증기 발생, 정
제, 열과 전력을 위한 연료로 천연가스가 오일샌드 개발에 엄청나게 소모되
므로 천연가스 비용의 증가는 생산성을 낮추는 효과를 낳게 된다.32)
둘째, 오일샌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자
캐나다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아지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32) The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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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설정 등은 투자에 대한 부가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일샌드 개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
는 국제사회의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 소비는 하루 1억 6,000만 배럴
(900million ft3), 즉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의 5%에 이른다. 하지만 천연가
스가 앨버타 주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샌드의 생산이
증가하고 대체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하루 1억 8,000만 배럴(1billion
3

ft )의 천연가스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3) 게다가 1배럴의 비투먼
생산에는 1배럴의 합성천연오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3배가 소모
되고 있기 때문에 오일샌드 개발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원유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석유
공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
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샌드는 비전통적 원유로서 게
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
고 있다. 또 새로운 에너지시장으로나 기존 에너지시장으로 오일샌드 생산물
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해야 되는 또 다
른 과제가 있다. 하지만 원유 공급라인인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과 확장을 둘
러싸고 캐나다 국민들은 물론 미국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 파이프라인의 사
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 앨버타 원
유를 미국의 멕시코 만으로 수송하는 키스톤(Keystone) XL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크게 위
협을 느끼지는 않는다고는 했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33) Issacs Eddie(2011). http://www.cge.uevora.pt/aspo2005/abscom/Abstract_Lisbon_Isaac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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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또한 미래적
시각에서 볼 때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일 1배럴당
필요한 물은 2∼4.5배럴인데 시추 과정에서는 재생된 물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배럴당 0.2배럴 정도의 물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적으로 볼 때는 사용한 물이 하천과 호수로 흘러갈 경우 분명히 민물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물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고자 애쓰고 있다. 정부 차원
에서 오일샌드에 사용된 물의 80∼95%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오일샌드에 사용되는 물은 앨버타 주 전체 사용량의 7% 정도에 해
당하는데, 2020년까지 오일샌드 시추를 위해 사용될 물은 앨버타 주에서 분
배되는 물의 0.5%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2009년 시추
에 사용된 물의 51%는 식수나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심층 지하로부터
끌어올린 염분수(saline water)이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
다. 탄광 개발은 산림 벌목과 더불어 원유 개발에서 발생한 독성 페기물이
저장된 저수지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앨버타 주는 ‘물 사용법(Water Act)’에 따
라 지상수나 담수인 지하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다섯째, 캐나다에서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여론은 환경 파괴와 관련된 여
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자연자원 개발권이 주정부 관할에 있지만
타르샌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방
지 계획을 계속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수주의 진영의 야당 지
도자인 하퍼(Stephen Harper)는 기후변화 정책의 부족은 총리가 석유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총리가 정당의 주요 지지
층인 앨버타 주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환경장관인 켄트(Peter Kent)는 최근 앨버타 주의 석유산업을 “윤리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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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thical oil)”34)이라고 옹호하여 일부 캐나다인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다.
연방 수준에서 제1야당인 자유당 지도자 이그나티프(Michael Ignatieff) 또
한 타르샌드 개발은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유일하게 오일샌드
개발에 반대하는 정치 단체로는 들장미동맹(Wildrose Alliance)이 있으나 이
역시 과거보다 우파 쪽으로 옮겨가면서 타르샌드 보존을 지지하는 의견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에 차
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캐나다 전역 및 앨버타 주 지역 내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또한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그림 3-5],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오일샌드에 대해 앨버타 주민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앨버타 주민들에 비해 그 인지도가 다소 낮은 수
❚ 그림 3-5.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캐다나 국민의 인지 수준 ❚

앨버타 주

21

55

19

5

(단위: %)
다른 지역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12

50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7

잘 알지 못함

11

전혀 모름

자료: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CAPP) (2010); The Pembina Institute(2006).

34) ‘윤리적 오일’이라는 개념은 캐나다의 석유가 사우디 왕실의 압정이나 내전을 위해 오일 머니가 사용
되는 것과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다. 캐나다가 오일샌드를 지지하는 이유는 자유와 경쟁, 인권이라는
서구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다. 이는 또한 그동안 환경오염에 집
중된 세간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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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캐나다 내 지역별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의견 ❚
(단위 : %)

26

캐나다 전체

온타리오 주
서부캐나다

35

40

앨버타 주

퀘벡 주

25

14

25
29

30
29

36

중립적

부정적

11
12

29

22
긍정적

24
46

24

14

17
13

모름

자료: The Nanos Research Group(2009).

준이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앨버타 주민들에게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중요
한 문제지만 다른 주는 이 사업이 자신들에게 끼치는 직접적 경제 효과보다
는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6]과 같이 오일샌드 개발에 대한 의견 역시 앨버타 주민
들은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반면, 다른 주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비율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쿄기후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내에서 환경 이슈, 즉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일샌드
개발 속도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었다. 앨버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71%의 앨버타 주민들은 앨버타 정부가 환경과 기본 구조적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유보해야 한다고 믿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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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오일샌드로부터 어떻게 석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오일샌드 개
발 산업이 보다 발전한다면 이 문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
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앨버타 정
부는 2011년 아타바스카 남부지역 계획(LARP: Lower Athabasca Regional
Plan)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에서 수행할 7개 지역토지사용계획의 첫 번째
것에 해당된다.
채굴과 시추시설 운영을 위해 오일샌드 지역의 땅을 드러내야 하므로 땅
속으로 적어도 1km 이상까지 파야 한다. 이는 오히려 다른 석유 생산에 비
해 지표면 훼손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앨버타 주는 오일샌드 회사들이 개
발 승인을 얻기 전에 정부의 토지 개선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회사 자체가 토지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함을 조건화하고 있다. 또 정부는 모
든 재개발이 계획된 것만큼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재정적 보장을 조건화시켰
다. 2010년 초까지 정부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계인 북방수림(boreal forest)
재개발 안전을 위해 9조 4,600만 달러를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오일샌드 기
업들이 앨버타보존연합(Alberta Conservation Association)과 함께 토지 구
매와 지구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앨버타 주 북방자연지역 내 거주지를 보존
하려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천광산을 통한 오일샌드 개발은 광활한 토지를 훼손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발 회사들에 토지를 개발 전 상태만큼 또는 더 나은 상태로 지속
가능하게 되돌려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토지재생계획은 개발 프로젝트의 일
부분으로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2010년 선코는 이미 자신들이 개발했던 220헥타르에 이르는 와피시우(Wapisiw
Lookout)의 지표면 재생을 완수한 바 있다. 향후 20년 동안 선코는 이 지역
에 심은 나무와 관목을 보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 신쿠르드 석유회사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웨이힐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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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최근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재개발 증명서를 받음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재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1967년부터 영리 추구 기업들에 의해 오일샌드가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2011년 초 앨버타 주에서 진행 중인 오일샌드 프로젝트 약 95개 중 6개는
채굴방식을, 나머지 89개는 시추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오일샌드는
주로 캐나다와 미국의 석유회사들에 의해 개발되는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시설 건설, 오일 구매 등에 참여하고 있
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최근 오일샌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 강한 주요 석유회사들 역시 타르샌드를 그냥 내버려두려 하지 않
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국영기업을 비롯하여 일부 국영기업들
이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5년 말부터 프랑스 석유회사 토털(Total)
과 선코에너지(Suncor Energy)가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를 새로운 프로젝
트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Economist). 미국의 쉐브론(Chevron)과 엑손모
빌(Exxon Mobil), 그리고 네덜란드의 쉘캐나다(Shell Canada) 등 주요 석
유업체들 역시 광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도 오일샌드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고
유가 상황에서 국제 석유회사가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
을 보이는 이유는 캐나다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중남미보다 위험이 적고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이웃 국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캐나
다가 고비용의 오일샌드 개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35)
특히 외국기업들이 오일샌드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투자법(ICA:

35) Investor Village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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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ment Canada Act)’36)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캐나다
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 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투자 중 국가기
반 기업의 투자인 경우 일정한 금전적 제한을 하고 있다. 2010년 문화 활동
목적이 아닌 캐나다 사업에 대한 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마련되었
다. 이를 검토해보면, 캐나다 사업의 자산가치가 2억 9,900만 달러(CDN)에
서 기업가치 6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2012년에는 8억 달러, 2014년에는 10
억 달러로 증가될 예정이다.

❚ 표 3-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진출 서구 국가들 및 참여 내용 ❚
진출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진출 기업

참여 부문

쉘(Shell)

• 1999년 웨스턴오일샌드와 쉐브론캐나다는 각기 지분 20%로,
쉘은 60%로 공동개발 합의

쉐브론(Chevron)

• 포트 맥머리 부근 18만 에이커(매장량 75억 배럴)의 오일샌드
부지 임차

엑손모빌
(Exxon Mobil)

• 2006년 현재 하루 10만 배럴 생산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

• 2006년 세노버스 에너지(Cenovus Energy)와 각기 50%(매장
량 65억 배럴)를 소유
• 2007년 토털의 서먼트(Surmont) 지역 오일샌드의 50% 매입

• 2005년 말 서먼트(Surmont) 지역 오일샌드 개발을 코노코필
립스와 절반씩 공유
•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s) 지역 개발을 시노캐나다석유공
토털(Total E&P
사와 50%씩 소유
Canada)
• 조슬린노스마인(Joslyn North Mine) 개발 지분 38.25% 소유
• 포트힐즈(Fort Hills) 개발 지분 39.2% 소유
• 보이지 정유(Voyageur Upgrader)의 지분 49% 소유
쉘캐나다

• 로열 더치쉘(Royal Dutch Shell) 자회사인 쉘캐나다는 캐나다
석유업체 블랙홀 벤처 지분 17%(24억 달러)를 인수

자료: 이준희, 고희채(2007), p. 6; 주요 일간지 및 각 회사 홈페이지 참고.

36) 이 법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연방법으로서 1985년 멀로니(Brian Mulroney)
총리 당시 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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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37)이 지금까지 검토해 승인한 해외투자들
은 거의 국가 소유의 투자들이었다. 그 예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소유
한 국제석유투자회사(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에 의
한 노바 화학(Nova Chemicals) 인수, 한국석유공사의 하비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인수, 앨버타 오일샌드 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프로젝트
에 대한 뻬트로차이나의 인수 등 다수의 공사 참여, 시노펙의 신크루드 캐나
다사의 지분 9% 인수 등을 들 수 있다.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1) 미국
1999년 쉘캐나다(Shell Canada Ltd.)는 웨스턴오일샌드사와 쉐브론캐나다
와 함께 아타바스카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
했다. 당시 프로젝트 전체는 약 38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었고, 머스케그
강 광산(Muskeg River Mine)에서 하루 15만 배럴의 비투먼을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이곳 개발에서 쉐브론과 웨스턴이 각기 20%를 쉘이 60%를 소유
하고 있다.
2006년 쉐브론(Chervron)은 포트 맥머리(Fort McMurray) 부근 18만 에
이커(75억 배럴 매장)의 오일샌드 부지를 임차했고 이곳에서 나오는 이윤의
20%를 갖는다. 2010년 쉐브론은 캐나다에서 하루 22만 3,000배럴의 원유,
3,000만 ft³의 천연가스, 그리고 12만 6,000배럴의 합성유를 생산해내고 있
다.38)

37) 산업성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처로서 지역 경제발전, 투자, 혁신 및 연구 그리고 개발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다.
38) Chervon Corporation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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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엑손 모빌(Exxon Mobil)은 2006년 하루 10만 배럴의 오일을 오일
샌드로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 회사의 오일 보유량의 11%에 해
당한다. 엑손 모빌과 임피리얼 오일이 소유하고 있는 오일샌드 내 보유량은
2009년 말 23억 배럴을 초과하는데, 오일샌드로부터 생산해낸 원유는 하루
20만 배럴 이상이다.39)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2006년 세노비스 에너지(Cenovus Energy)
의 50%(매장량 65억 배럴)를, 2007년 프랑스의 토털사가 소유한 서먼트
(Surmont) 지역 오일샌드의 50%를 매입했다. 미국의 유명 석유회사들은 오
일샌드 개발 초기부터 생산된 원유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개
발, 생산은 물론 정제 및 기술적 개발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다.

2) 프랑스
토털(Total E&P)사는 2005년 말부터 서먼트 지역 오일샌드 개발을 미국
회사인 코노코필립스와 공동 개발하면서 각기 50%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회사는 또한 노던라이트(Northern Lights) 지역 개발을 위해 시노캐나다
석유사와 함께 공동 참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50%씩의 이익 분배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슬린노스마인(Joslyn North Mine) 개발에서
는 38.25%의 지분, 포트힐즈(Fort Hills)의 개발 지분 39.2% 그리고 보이지
정유(Voyageur Upgrader)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40)

3) 네덜란드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은 자회사인 쉘캐나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오일샌드에 관여해왔으나, 2006년 초 앵글로-더치 회사가 4억 6,500만 달러

39) Exxon Mobil 홈페이지 참고.
40) Total E&P Canada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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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일샌드를 임대하면서 직접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07
년 이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쉘캐나다의 지분 22%를 매입하는 데 87억 달러
를 지불했다. 게다가 쉘캐나다는 2008년 석유업체 블랙홀 벤처 지분 17%
(24억 달러)를 인수하기도 했다.
로열더치쉘은 최근 쉘캐나다를 매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석유회사로서의 오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환경, 사회적 권리, 원주민
의 자아결정권에 가장 치명적인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앨버타가 아닌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에서 로열더치쉘은 이미 가스 추
출에서 발생한 물 오염으로 인해 동물과 사람의 사산(stillbirths)의 원인이
되는 탐사권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쉘 또한 포트맥머레이 북부 타르샌드와
타르갱(구멍)을 포함한 주요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향후 타르
갱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 표 3-3.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진출 아시아 국가군 및 참여 내용 ❚
진출국

진출 기업

참여 부문

한국석유공사

• 2006년 7월 미국 뉴먼트(Newmont)사가 보유한 캐나다 앨
버타 주 소재 2억 5,000만 배럴 규모의 블랙골드 광구 지분
100%를 2억 7,000만 달러에 매입

GS건설

• 석유공사의 1단계 계획을 위해 캐나다 블랙골드 광구의 정제
를 위한 중앙 공정시설과 주변 시설물을 건설하는 계약 체결

SK건설
한화건설
한국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 페트로캐나다사가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오일샌드 개발사업
(프로젝트명 MRX)에 참여
• 한화건설은 오일샌드 생산 설비 수주를 위해 현지 업체인 스
렉(SREC)과 합작법인 스렉엔지니어링 설립

한국투자공사(KIC)

• 2010년 래리시나 에너지에 5,000만 캐나다 달러 투자
•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기업인 오섬 오일샌드 주식 770만 주
를 1억 캐나다 달러(1.130억 원)에 투자

지식경제부

• 2010년 11월 오일샌드 최대 매장지역인 캐나다 앨버타 주와
에너지 부문 협력 관계(MOU)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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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계속 ❚
진출국

진출 기업
중국투자공사(CIC)
해양석유공사
(CNOOC)

중국 뻬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
(CNPC)

참여 부문
• 2005년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캐나다 오
일샌드 개발을 위해 8억 1,7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
• 2005년 4월 캐나다 MEG에너지의 지분 16.69%를 인수하여,
앨버타 주 오일샌드 3.3만 에이커(매장량 20억 배럴) 확보
• 2011년 7월 OPTI를 21억 달러에 인수
• 2005년 캐나다 엔브리지의 원유운송사업에 참여
• 2010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북아메리카 최대 규모인 2개의
캐나다 앨버타 오일샌드 프로젝트 지분 매입 허가 획득
• 2007년 캐나다 신엔코의 오일샌드 프로젝트 지분 40% 인수

• 2010년 중국의 최대 국영정유사인 시노펙은 캐나다 오일샌
드업체인 신크루드의 지분 9.03%를 46억 5,000만 달러에
매입
• 1978년 아타바스카 지역에서 페트로-캐나다, 캐나다 옥시덴
털(Nexen Inc.), 그리고 에소(Imperial Oil)가 빌려준 지역에
일본캐나다오일샌드
일본
(JACOS)
진출하면서 PCEJ로 불리는 합작그룹에 참여
• JACOS는 현재 하루 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 2007년 캐나다 코나쉐 오일 앤드 가스(Connacher Oil &
인도 3개 석유회사로 구
Gas)와 오일샌드 퀘스트(Oilsands Quest)의 지분 15% 정도
성된 컨소시엄
를 인수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 인도 최대 정유회사로서 2010년 앨버타 소재 밸류크리에 이
션(Value Creation Incorporated)의 자회사를 20억 달러에
(Reliance Industries
인수
Limited)
시노펙(SINOPEC)

자료: 이준희, 고희채(2007), p. 6; 주요 일간지 참고.

4) 한국
2006년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석유회사인 뉴먼트(Newmont)사로부터 가체
매장량이 2억 5,900만 배럴로 평가되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 주 콘클린
(Conklin) 지역 블랙골드 광구 지분 100%를 2억 7,000만 달러에 인수했으
며, 2010년 2단계에 걸친 생산시설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1
단계 사업으로 2012년까지 하루 생산량 1만 배럴 규모의 오일샌드 초중질유
정제, 생산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 규모를
하루 3만 배럴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그린데일리 2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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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의 1단계 계획을 위해 2010년 8월 19일 GS건설이 캐나다 블랙
골드 광구의 정제를 위한 중앙 공정시설과 주변 시설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캐나다 캘거리 소재의 하비스트(Harvest, 한국석유공사 자회
사)와의 3억 1,000만 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3,600억 원) 규모의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 계약이다(아시아경제 2010/8/20). 이 사업은 총 26개월에
걸쳐 약 3억 1,000만 CD 달러(3,600억 원) 규모로 증기열 중력 배유
(SAGD) 방식으로 원유를 정제하는 중앙 공정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건설
하는 공사로서 구매, 시공 일괄 도급방식으로 진행된다. GS건설은 한국 기
업 중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SAGD 방식41)은 지표면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 북미지역의 쉐일가스(암반에 포함되어 있
는 천연가스) 생산 등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만큼 향후 ‘비전통 원
유’ 사업 참여 및 개발에 활용가치가 높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석유공사의 오일샌드 개발 참여는 국내의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내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설비 제작, 해외 수송 및 부품 분야 등의 국내 산
업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GS건설은 오일샌드 분야에서 세계 최
대 시장인 캐나다에서 국내기업 최초로 오일샌드 공사에 나서 플랜트사업
영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가 상승세
속에서 미래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었다.
2008년 페트로캐나다사가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오일샌드 개발사업(프로
젝트명 MRX)에 국내 업체인 SK건설과 한화건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건
설이 중국 시노펙 자회사, 현지 업체인 플로어캐나다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

41)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방식은 생산과정에서 주입된 뜨거운 스팀으로 지중에서
석유성분을 녹이고 물과 혼합된 비투먼을 지상으로 뽑아낸 뒤 오일과 불순물(물·모래 등)을 분리하
는 공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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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화건설은 오일샌드 생산설비 수주를 위해 현지 업체인 스렉(SREC)과
합작법인 ‘스렉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이어 넥센 등광구 보유회사들이 오일
샌드 생산을 위한 EPC 발주를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향후 오일
샌드 광권을 직접 매입해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한국에너지 2008/9/22).
2010년 한국투자공사(KIC)는 래리시나 에너지에 5,000만 캐나다 달러를
그리고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기업인 오섬 오일샌드 주식 770만 주를 1억 캐
나다 달러(1.130억 원)에 투자했는데 오섬 지분은 약 10% 미만으로 알려지
고 있다.
2010년 11월 지식경제부가 오일샌드 최대 매장지역인 캐나다 앨버타 주
와 에너지 부문 협력 관계를 맺는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아이리스 에반스 앨버타 주 국제관계부 장관과 ‘에너
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인력 교류,
회의 개최, 석유ㆍ가스 탐사ㆍ생산ㆍ연구개발(R&D)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확대 등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2011년 현대오일뱅크가 장기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캐나다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GS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자원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야만 할 것이다.
코트라는 2007년 ‘캐나다 캘거리 가스오일 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
여 오일샌드 관련 자원개발 전문업체,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부품업체 등
한국의 중소기업 19개사를 소개했다. 이어 2008년 벤쿠버와 에드먼턴에서
‘캐나다 오일샌드 시장 진출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는 못했다. 오히려 한국기술산업은 국내 민간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유타
주 오일샌드 광구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이를 계기로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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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 캐나다 오일샌드(JACOS: Japan Canada Oil Sands Limited)는 일
본의 JAPEX(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Ltd.)가 지분 86%를 공유
하고 있는 회사다. JACOS는 1978년 아타바스카 지역에서 페트로-캐나다
(Petro-Canada, 캐나다 옥시덴털[Canadian Occidental, 넥센(Nexen) Inc.]
그리고 에소[Esso(Imperial Oil)]가 임대해준 지역에 진출하면서 PCEJ로 불
리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 유전이 선코에너지에 의해
1968년 최초로 개발되기 시작된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관심은 다른 경쟁
국들에 비해 매우 일찍 시작된 셈이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때 일본은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를 사용하
는 기술에 참여했다. 이 방식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의
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
하게 간주되고 있다.
JACOS는 1983∼94년과 1992∼97년 동안 기존 방식인 증기배유공법
(SAGD)이 아닌 윤회증기자극법(cyclic steam stimulation)을 사용하는 실험
을 수행했던 반면, JAPEX는 증기배유공법 사용을 실험하는 데 참여했다.
JACOS는 현재 하루 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6) 중국
중국은 이미 2003년부터 앨버타 주와 벤쿠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캐나다 오일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5년 중
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8억
1,7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다. CIC는 북미 원유 생사업체인 펜웨스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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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트러스트와 합작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앨버타 주 피스 강 유역
의 오일샌드를 개발한다. 이 지역은 약 23만 7,000에이커 규모로서 하루 평
균 2,700배럴을 생산한다(Wall Street Journal 2005/5/14). 이와 더불어
2005년 뻬트로차이나가 캐나다 엔브리지의 원유 운송사업에 참여하여 파이
프라인 건설과 함께 중국으로 원유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중국의 3대 국영 에너지기업 중 하나인 해양석유공사(CNOOC)도
오일샌드 채굴권을 가진 캐나다 기업인 MEG의 지분 16.7%를 약 1억
2,100만 달러(115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곳은 2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
어 있다. 해양석유공사는 또다시 2011년 7월 OPTI를 21억 달러에 인수했
다. 한편 중국석유화학유한공사(CNPC)는 2007년 한 해에 앨버타 주에서 11
개의 석유탐사 광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캐나다 신엔코
(Synenco)의 지분 40%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섰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오일샌드에 관여하는 방법은 주로 기존 프로젝트의 지
분을 매입하는 것이다. 2010년 정유업체인 뻬트로차이나가 캐나다 정부로부
터 북아메리카 최대 규모인 두 곳, 즉 매케이(MacKay) 강과 도버(Dover)의
앨버타 오일샌드 프로젝트 지분 60%에 대한 매입 허가를 받았다(Houston
Chronicle Research).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뻬트로차이나가 인수한 오일샌
드 프로젝트 지분은 18억 달러 규모다. 뻬트로차이나 측은 이번 프로젝트
지분 인수가 캐나다에 대한 수익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국 정유업
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꾸준
히 해외 자산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아시아경제 09/12/30).
같은 해 중국의 최대 국영정유사인 시노펙(SINOPEC)이 세계에서 가장
큰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인 신크루드의 주식 9.03%를 46억 5,000만 달러에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로부터 매입했다. 이는 캐나다 오일샌드에 대
한 중국의 첫 번째 대규모 투자이기도 하지만 시장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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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한다. 중국투자공사는 펜서부에너지재단(Penn West Energy Trust)가
소유한 주식의 45%를 사들였다.
2011년 여름 국영기업인 CNOOC는 파산한 OPTI 캐나다를 21억 달러에
사들였는데, 이는 앨버타의 넥센(Nexen)의 롱레이크(Long Lake) 오일샌드
에서의 경영이윤 중 35%에 해당한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50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이전보다 앨버타 오일샌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서 최근 사업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 하
루 2만 5,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하루 10만 배럴로 확대
생산하고 싶고 그럴 만한 자본이 없다면 실제로 중국의 투자는 좋은 먹잇감
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시노펙은 파이프라인 사용에 대해 계약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55억 달러를 이에 지원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캐나다에는 도움
이 되는 투자처가 되고 있다.42)

7) 인도
인도는 2006년부터 캐나다의 오일샌드 지역을 방문해 현지 실사하면서 관
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인도 3개 석유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07년
캐나다 코나쉐 오일 앤드 가스(Connacher Oil & Gas)와 오일샌드 퀘스트
(Oilsands Quest)의 지분 15% 정도를 인수했다. 한편, 인도 최대 정유회사
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Relience Industries Limited)가 2010년 세계
최대 오일샌드 개발지역을 보유한 캐나다 앨버타 소재 밸류크리에이션(Value
Creation Incorporated)의 자회사를 20억 달러에 인수하여 2011년 하루 4∼
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석유회사들은 소규모 신규 오일샌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출을

42) A new avenue to Asian markets also would benefit U.S. oil companies with big Canadian
crude reserves, including Exxon Mobil, ConocoPhillips and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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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기술력을 확보해가고자 하는 전략적 모습을 보
이는 것이다. 또 개발된 오일샌드를 인도로 수송하지 않고 시장에 매각한 이
후 그 자금으로 경질유를 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2011년 초 인
도 정부의 석유 장관이 오일 및 천연가스 회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Ltd) 및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의 오
일과 가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앨버타를 전격 방문할 정도로 오일샌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는 IHS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가 예상하기에 향후 10년
간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지출될 1,000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Houston Chronicle).43) 휴스톤에 기반을 둔 미국의 석유회사들도
캐나다 오일샌드 계획에 대한 중국의 많은 투자를 두고 자본중심적 오일샌
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고 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캐나다 샌드오
일 개발사업을 두고 한국과 인도ㆍ일본ㆍ중국의 4개국 간 경쟁이 매우 치열
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국과 호주에 기반을 둔 회사들 역시 최근 캐
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특히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석유 개발이 지질학적으로 또 환경친화적으로 위험성
이 낮은 환경 속에서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나다 석유 시장은 국가적 장벽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캐나다 오일샌드는 국가 통제를 받지도 않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
지도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나 개발에 참여하기 좋은 경제적
환경이기는 하지만 점차 오일샌드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43) http://www.ihs.com/products/cera/index.aspx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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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캐나다 오일샌드는 분명히 국제사회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
는, 확실하고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가능한 에너지 자원임에 틀림없다.
북미시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오
늘날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전부터 이용해온 석유지역은
대부분 이미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에너
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적 자원 개발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잔존하는 석유매장의 대부
분을 국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구촌 내 석유
전 매장량의 1/4 정도만이 사적인 투자가 가능한 반면, 캐나다 오일샌드의
경우에는 매장량의 절반에 사적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오일샌드 생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과정
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 역시 줄일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오일샌드로부
터의 원유 생산은 거의 두 배 이상, 즉 하루 150만 배럴 생산하던 것이 370
만 배럴에서 540만 배럴까지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캐나다의 경우 오일샌드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별 전략에 따라
매입지역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입찰 전 신중하게 매장량을 평가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경우 건설사와
중공업 업체의 공동입찰, 즉 조선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입찰을 시도한 바 있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건설업체는 오일샌드
를 노천 채굴이 아닌 지하 시추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해양 시추설비 분
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선업체와 손잡으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중국의 경우 항상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쟁상대로서 이
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석유에 투자하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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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기업들처럼 거래를 통해 개발기술과 운영기술을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달
리 중국은 오일샌드와 유사한 저장지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는 관
심이 없다. 대신 투자 참여를 통해 석유를 더 많이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본
국에 운송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받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오일샌드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다. 오
일 분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매연, 유해물질이 하천과 대기
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감시와 비난이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삼림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북미의 허파’로 간주되고 있는 앨
버타 지역의 청정지역이 크게 파괴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2012년부터 이
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나 기술개발 비용 부담 등
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업운영 및 진출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석유 분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때문에 수자원이 고갈되고 수질이 오염
되고 있다. 오일샌드 정제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므로 막대한 양
의 지하수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물의 양이 최근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또, 오일샌드 정제에서 사용된 뜨거운 물이 폐수로 바뀌어 곳곳에 호수가 만
들어질 정도로 오염문제도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된 기술
력 개발 및 제공은 사업 진출에 큰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
련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 개발은 선거철에는 항상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
련된 국가주도권에 대해 늘 발목을 잡아왔다. 따라서 오일샌드로부터 1배럴
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질유나 중질유를 생산하는 경우보
다 3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물중심 그리고 에너지중심 과정
을 탈피하는 기술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오일샌드의 비용-효과 분석을 충
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일샌드의 규모나 사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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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 즉 오일샌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구촌 내 탄소배출 감축
에 대한 국제사회의 절박한 요구 증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유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호텔, 식당 등 각
종 서비스업에 종사할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캐나다 자국 내의 부족한 관련 산업 노동력을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력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석유 보유량은 거의 400년 동안 캐나다가 소모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되는데, 이중 거의 99%가 오일샌드다. 이 점으로 미루어 이에 대한 개
발문제는 캐나다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특히 오일샌드 자원의 보고인 앨
버타 주에는 더욱더 귀중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점차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등
에너지 확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라도 오일샌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일샌드의 전략적 가치는 계
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캐나다와의 산업협력, 특히 에너지 협력,
에너지 및 건설 관련 인력 이동, 에너지 기술 및 천연자원 개발 진출방안 등
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강화 및 심화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석유
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이슈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안보 이슈로 최근 각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의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캐나다 오일샌드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소유한
국가 내 개발 활동, 투자 및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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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구분

일반

정치

위치
면적
기후
인구
수도
민족
언어
종교
독립일
정치체제
국가원수
의회
주요 정당
국제기구가입

내용
남미 북부
2
88만 2,000km (한반도의 4.5배)
열대
2,760만 명(’11)
카라카스(Caracas)(3.1백만 명)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포르투갈인, 독일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인디오
스페인어, 인디오 지역방언 다수
가톨릭(96%), 기독교(2%)
1811. 7. 5(스페인으로부터)
대통령중심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Frias)
단원제(160석)
사회주의 연합당(PSUV), 조국당(PPT)
UN, IMF, WTO, IDB, IBRD, OPEC, ANCOM, C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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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

화폐단위

볼리바르[Bolivar(Bs)]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10) 서비스업 61.1%, 제조업 34.9%, 농업 4.1%

주요 수출품

(’10) 석유,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늄, 철강, 화학제품, 농산물

주요 수입품

(’10) 농산물, 원재료, 기계류, 수송설비, 건축자재

주요 부존자원
경제적 강점
경제적 약점
평균수명
절대빈곤계층비율
사회

내용

1인당GNI

인터넷 사용자 수
(백 명당)

석유, 철광석, 천연가스, 금,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석유 및 광물자원 풍부
과중한 대외채무, 높은 석유의존도
74세 (’11)
29.0% (’08)
10,090달러 (’09)
31명 (’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스페인어: Rep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이다. 북쪽으로 대서양과 카리브 해를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
으로 가이아나, 남쪽으로 브라질, 서쪽으로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스페인어로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다.
베네수엘라 본토는 남아메리카 판에 속한다. 해안선의 길이는 2,800km이
며, 이 나라는 다양한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북동부 끝에서 안데스 산맥이
베네수엘라의 북서쪽으로 뻗으며, 북쪽 카리브 해안으로 이어진다. 베네수엘
라는 완전히 열대기후에 속하나, 이곳 기후는 연중 기온이 섭씨 28도인 습
한 저지 평원에서 연중 섭씨 8도인 빙하와 고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지역 차
가 크다. 연중 강우량은 북서부 반건조 지역의 430mm에서 동쪽 오리노코
삼각주의 1,000mm에 이른다. 인구의 약 70%는 메스티소이며, 20%는 순수
백인(대개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독일계 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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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베네수엘라 지도 ❚

자료: www.maps.google.co.kr.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베네수엘라의 최근 정치적 특징을 보면 베네수엘라 의회의 ‘대통령 포고
령 입법권’ 승인으로 대통령 권력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2월, 베네수엘라 의회는 차베스 대통령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초법적
권한’ 요청을 받아들여 ‘대통령 포고령 입법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차베
스 대통령은 18개월 동안 의회 비준 없이 법률 제정, 시행이 가능해져 향후
권력 집중화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010년 12월, 대중 참여를 통한 민주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5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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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역공동체를 내세워 행정, 입법 기관을 무력화
하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0년 9월 총선 결과,
전체 165석 중 집권당인 사회주의연합당(PSUV)이 98석, 야당인 민주연맹
(MUD)과 조국당(PPT)이 각각 65석, 2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의회 내 2/3
의석 유지에 실패했다.
국제정치 및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 콜롬비아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레리 팔머 신임 미국 대사의 부
임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도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에 대한 추
방 의사를 밝히는 등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201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70위, 수입 대상국 중 76위의 흑자 교역국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
제품, 기계류, 섬유다. 주요 수입품은 철강과 광물 등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정, 외교관 비자면제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다.

❚ 표 4-1. 대베네수엘라 교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2006
996
76
920

구분
수출
수입
수지

2007
1233
100
1133

2008
728
24
704

2009
353
30
323

2010.11
521
119
402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2. 베네수엘라 주요경제지표 ❚
(2011년 기준)

구분
인구(면적)
GDP

단위

주요 경제 현황

km2

2,760만 명(88만 2,000km2)

억 달러

3,077
10,573

1인당 GDP

달러

경제성장률

%

2.3

재정수지/GDP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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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
(2011년 기준)

구분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달러당, 연중)
경상수지
경상수지/GDP
상품수지
상품수지/GDP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자본수지
외환보유액
총 외채잔액
단기외채
총 외채잔액/GDP
외채상환액/총 수출

단위
%
Bs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
%
주요기관 국가 신용등급(2011)

주요 경제 현황
27.9
4.3
23,468
7.6
39,333
12.8
87,559
48,226
10,101
-18,467(’10)
13,137(’10)
95,280
16,937
31.0
9.8
C3
7
BBB2
B+

한국수출입은행
OECD
S & P
Moody’s
Fitch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BCV(Banco Central de Venezuela).

유가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2010년 하락폭 둔화 후 2011년 소폭 회복되
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2010년 수출액의 93%, GDP의 24%를 차
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 [표 4-3]
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쉽게 확인된다.

❚ 표 4-3. 유가 변동 및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Dubai
유가변동률
WTI

2006
9.8
24.7
17.0

2007
8.2
11.2
9.3

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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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8
37.8
38.4

2009
-3.2
-34.3
-38.0

2010
-2.8
26.2
28.4

잦은 평가절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남미에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자국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볼리
바르(Bolivar)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사회주의체제 강화에 따른 국
가경제의 정부 지출 의존도 증가로, 불황 극복을 위해 팽창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했다.
2011년 상반기 경제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06년 2007년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2008년 4.8% 하락한 데 이
어 2009년에는 3.3%, 2010년에는 1.4% 감소를 기록했다.

❚ 표 4-4. 베네수엘라의 GDP 성장률 ❚
(단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성장률

9.9

8.2

4.8

-3.3

-1.4

3.6

자료: EIU.

베네수엘라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및 정책의
불확실성은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1년 8월 신용평가
기관 S & P는 잦은 법 개정과 정치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
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강등시켰다. 가격 및
환율통제, 국유화, 정부의 기업 활동 간섭 등은 시장기능을 저하시켜 민간투
자 및 생산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대규모 공채 발행은
인플레 유발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1) 에너지별 매장량
베네수엘라의 광업은 아직 미개발 분야가 많은 상태인데 주요 광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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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석탄, 보크사이트, 금 등을 들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 전반에 대한 국가주권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소유권
재확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자원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다.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베네수엘
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철광석의
경우 주수출 대상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이다. 2007년 수출량은 6,264천
MT로서 전년대비 1.3%의 감소를 보였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베네수엘
라 외환시장의 급격한 악화 및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2009년 총 생산량은
13,800천 MT로 전년대비 37%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석탄 총 매장량은 50억 3,000만 톤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다음
으로 매장량이 많다. 대부분 석탄이 술리아(Zulia) 주 소재 구아사레(Guasare)
탄전 내 파소 디아블로(Paso Diablo)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광산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사의 자회사인 카보
술리아(Carbozulia)와 아지프 콜(Agip Coal) 사와의 합작회사인 카본스 데
구아사레(Carbones de Guasare S.A.)가 운영하고 있다.

❚ 표 4-5. 베네수엘라 주요 광물자원 현황 ❚
광물명

소재지

매장량

석유
천연가스

Zulia, Anzoategui, Monagas
Zulia, Anzoategui

781배럴
140조 입방피트

Bitumen

Orinoco 강 유역

2,700억 배럴

철광석

Bolivar

28억M/T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Phosphate
Gypsum

Tachira, Zulia
Bolivia
Aragua
Falcon, Tachira, Merida
Sucre, Tachira, Yaracuy, Guarico

90억M/T
40억M/T
5,500만M/T
170만M/T
8,400만M/T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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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경질유 중심
석유 244억 배럴에 해당
중질유, 초중질유, 역청이
혼합된 가열 물질
80% 이상이 High
Gradeore임(Guayana 지역)

❚ 표 4-6. 베네수엘라 광물자원 현황 및 세계 순위 ❚

490

세계 비중
(%)
0.7

세계
순위
14

중남미
순위
5

320

1.2

13

4,000

2.5

10

광물

매장량

니켈(천 톤)
보크사이트
(백만 톤)
철광석
(백만 톤)

12

세계 비중
(%)
0.8

세계
순위
15

중남미
순위
4

5

4.8

2.4

9

3

2

16

0.7

14

2

생산량

자료: 외교통상부(2011).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778억 배럴[2006년 11월 오일저널(Oil
Journal)]로 미주대륙 전체 매장량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오리노코 벨트
의 초중질유 합산시 3,000억 배럴 이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매장량의 69%가 중
질유 또는 초중질유여서 다소 경제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지만 고유가로 인
해 최근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1일 330
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국내 소비는 65만~80만 배럴 정도이며 나머지 25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원유가 정부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그림 4-2, 표 4-6, 표 4-7 참고).

❚ 그림 4-2.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

자료: 위키피디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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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베네수엘라 가스 매장량 분포도 ❚
3

(단위: 조 ft )

가스전

Maracaibo Guarico

가스 매장량

36

Orinoco Monaguas

4

29

Anaco

Oficina

Costa
Afuera

26

16

22

47

자료: 외교통상부(2011).

❚ 표 4-8. 베네수엘라 에너지원별 매장량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9,377

석유
매장
(백만 배럴)

77,800

77,226

79,729

80,012

87,035

99,377

생산('000 b/d)

2,855,2

2,866.9

2,803.2

2,667.0

2,639.7

2,472.5 2,375.0

정제능력('000 b/d)

1,282,1

1,282,1

1,282,1

1,282,1

1,282,1

1,282,1 1,282,1

552.8

583.2

631.0

713.0

750.0

소비('000 b/d)

740.0

750.0

천연가스
매장(Tcf)

148.0

151.0

151.4

152.4

166.3

170.9

178.0

생산(Bcf)

960.6

1,013.5

918.2

934.8

847.9

814.4

825.0

소비(Bcf)

960.6

1,013.5

918.2

938.3

900.9

877.9

865.0

528

528

석탄
매장(Mmst)

528

528

528

528

528

생산(Mmst)

7,438.4

7,930.6

8,088.8

8,429.4

9,691.5

소비(Mmst)

0.1

0.1

0.1

0.3

2.6

2.5

2.2

22,124

22,135

22,215

22,540

23,323

23,789

25,000

생산(10억 kWh)

96.1

99.2

108.4

113.3

111.4

111.6

105.4

소비(10억 kWh)

70.2

70.9

79.9

83.0

85.5

87.0

82.8

172.3

184.2

182.0

180.0

5,506.5 6,400.0

전력
생산능력(MW)

환경
탄소배출
(백만 미터 톤)

143.0

150.4

150.3

주: b/d = barrels per day / Tcf = trillion cubic feet / Bcf = billion cubic feet / Mmst = million short
tons / MW = megawatts
billion kWh = billion kilowatt-hours
자료: Energy Report, Global Insigh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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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227조 ft (전 세계 매장량의 4.3%)로 남미 1위,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량 중 91%는 원유 생산 시 수반되어 나
오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다. 생산능력은 2010년 기준 1일 60억
3

3

5,300만 ft 이며, 연 평균생산량은 1일 52억 7,400만 ft 이다. 천연액화가스
의 생산능력은 1일 22억 6,000만 배럴이며 생산량은 17만 7,000 배럴이다.
천연가스 매장량 91%가 석유 생산 시 부산물인 수반가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잉여가스를 재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유 생산 시 OPEC 쿼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신규 비수반가스(Non-Associated
Gas)의 탐사를 추진 중이다.

2) 에너지 생산
베네수엘라는 수력발전 위주의 전력생산이 풍부한 나라로 전 국민의
97%(2006년 기준)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전기
보급률을 보인다.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함에 따라 1인
당 전력 소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계속된 엘니뇨현상
으로 수력발전이 급감하고, 투자 불충분으로 시설이 노후화한 데다, 전력 소
비량이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베네수엘라는 2009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전력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베네수엘라 전력 개요를 살펴보면, 인구 2,683만 명
을 대상으로 97.0%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경우 100%
국유화로 인해서 공기업이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발전전력은 2만
3,284MW(11만 8,000GWh)이며 최대 전력 수요량은 1만 6,351MW에 달
한다. 수력 발전으로 1만 4,597MW(62.69%)를, 화력발전으로 8,353MW(35.87%)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334MW(1.44%)의 전력을 얻고 있다.
20년 이상 국가가 전력산업에 대해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아 상시적인 전
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도시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

77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

발전전력이 수요전력에 비해 풍족한 편이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시
설 노후화, 운영 노하우 부족, 송배전 보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
인 국민은 전기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태양
2

2

광 일조 강도가 평균 5.5kWh/m 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6.7kWh/m 를 기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전력개발재단(Venezuela's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ic Service)은 2010년 2월, 베네수엘라 전역에 1,531
개의 태양광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62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은 지난 2007년 작성된 ‘국가 에너지 혁명계획'(Plan Nacional de
Revolucin de Energa Nacional)에서 언급되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바람
이 많은 4개 주[팔큰, 술리아, 수크레 및 누에바 에스파르타(Falcn, Zulia,
Sucre 및 Nueva Esparta)]에서 풍력발전을 실시하여 카다페(Cadafe), 인레
븐(Enelven), 인레바(Enelbar) 등의 국영 전기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정부와 풍력에너지 기관은 오는 15년 동안 1만
MW 용량의 풍력단지 건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서 2025년 총 예상 전력
중 10%가 풍력을 통해 생산될 전망이다.

❚ 표 4-9. 베네수엘라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계획 ❚
프로젝트

위치

위치

아라야-파라과나

Falcon 주 Paraguana

100MW

과히라

Zulia 주 Guajira

24MW

차꼬빠따

Sucre 주 Chacopata

24MW

마르가리따 및 꼬체

Nueva Esparta 주

24MW

계
자료: KOTRA, 베네수엘라 풍력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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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MW

계약업체
Gamesa(스페인)

Galp Energy(포르투갈)

베네수엘라 전력의 70% 이상이 수력전기를 통해 생산된 것이며, 이중 대
다수는 캐로니(Caroni) 강에 위치한 3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된다. 정부 소속
기관인 캐로니(Caroni) 전력사(Electrificacin del Caroni)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8,900MW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캐로니(Caroni) 강에
2,2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주로 숯(Charcoal)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그 사용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동부의 고유 식물(Native Pine Species)에 대
한 잠재력이 평가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지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베네수엘라 중심부에 위치한 몇몇의 온천이 있으며, 이를 통한 잠재력
은 0.7Mwt로 예상한다.

3) 에너지 소비
❚ 표 4-10. 베네수엘라 석유 및 천연가스 소비 ❚
(단위: ktoe)
2009a

2010b 2011b

2012b

2013b

2014b

2015b

2020b

37,155

37,721

38,272

42,666

석유
석유제품

35,856

36,030 36,169

36,421

천연가스
에너지 소비

23,184

23,794 24,291

25,024

26,124

27,036

27,584

34,067

전력분야

4,986

5,962

6,291

6,396

6,945

7,244

7,551

10,241

산업부분

11,498

11,160 11,260

11,714

12,248

12,830

13,212

16,355

운송부분

109

109

110

113

113

114

111

122

가정부분

797

794

802

823

825

829

812

889

상업/공공서비스

239

238

240

247

247

248

243

266

기타

5,554

5,531

5,588

5,731

5,746

5,772

5,655

6,194

주: 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stimates, b.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orecasts.
자료: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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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베네수엘라의 전력 부족 상황 ❚

주: ‘전력 부족으로 인해 상점 문을 닫음. 전력회사로부터 어떤 정보도 없음.’
자료: 베네수엘라 일간지 디아리오 라나시온(http://www.lanacion.com.ve).

❚ 표 4-11. 베네수엘라 전기 소비 및 공급 ❚
2009a

2010b

2011b

2012b 2013b

2014b

2015b

2020b

32,591

33,359

41,172

329

342

417

소비(gwh)
산업

36,074

31,450

28,816

운송

297

293

292

30,234 31,568

가정

25,442

25,682

25,714

26,931 28,161

29,428

31,026

39,271

상업,
공공서비스

22,944

20,945

19,668

20,819 21,944

23,033

24,092

28,073

기타

12,959

12,544

12,318

12,759 13,003

13,329

13,707

16,107

91,049 94,993

98,710

102,525

125,041

3.9

3.9

3.9

12,903

13,203

14,703

0

0

0

305

총계

97,716

90,914

86,808

%변화

7.5

-7.0

-4.5

화석연료

9,103

10,603

11,403

원자력

0

0

0

317

4.9

4.3

생산능력(mwe)

하이드로

14,597

14,854

15,111

재생에너지

0

23

223

합계

23,700

25,480

26,737

11,603 12,603
0

0

15,111 15,111

15,111

15,111

15,111

1,103

1,103

1,103

1,103

26,937 28,817

29,117

29,417

30,917

223

주: 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stimates. b.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orecasts.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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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전력부 산하 전력공사(CORPOELEC)가 2010년 1월 발표한
베네수엘라 에너지(전력) 소비 동향을 보면 정부가 특단의 전력 절감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시 2010년 5월 중순에 전력공급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을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전력위기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에너지 소비 동향을 정리했다(그림 4-4 참고).
첫째, 베네수엘라는 2002~09년 기간 중 전력수요는 매년 4,000MW 증가
했으나 70%의 전력공급을 수력발전에 의존한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60
년만의 가뭄으로 전력 공급 부족량이 1,669MW(전체 수요량 12%)에 달했
다. 전기 절감 대책으로 총 980MW 수요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전체 부족량
에는 현저히 미달했다.
둘째, 향후 3년간(2010~13년 사이), 2001~03년의 가뭄이 다시 재발될 경
우, 2010년에 1만 3,500MW(수도 카라카스의 11개월 전력 소비량)이 부족
하며 2011년에는 2만 3,932MW(카라카스 19개월 전력 소비량), 2012년에
는 4,800MW(수도 카라카스 4개월 전력 소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 및 전력 공급 위기 상황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정부
대책은 첫째, 수요 절감 차원에서 주요 기간산업 가동률을 축소 조치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부터 전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절약대
책을 시행했는데 주요 기간산업인 국영광업공사(CVG) 산하 철강회사
SIDOR는 생산 용량의 23%만 가동 중이며 알루미늄 공장인 VENALUM
은 생산시설 가동 축소로 40% 시설만 가동되었다. 전기 부족 사태가 악화
되자 국영광업공사(CVG) 계열사인 BAUXILUM도 전기 소비량을 50% 축
소하기 시작했으며 석유화학회사(Pequiven)도 생산 가동 축소에 포함되었다.
여기에 브라질 인근 도시 송전량을 축소했는데, 구리발전소에서 인근 국경
브라질 도시 호라이마(RORAIMA)에 송전하고 있는 전기량을 60MW 감축
하고 추가로 20MW 감축을 검토했다. 민간분야 제한송전 조치로는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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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한송전을 실시했으며 수도인 카라카스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48시간
에 4시간 제한송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전여론수렴 부족 및 예고기간 없는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자 차베스 정부는 시행 1일
만에 이를 철회하고 그 책임을 물어 전력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라몬 카리잘레즈(Ramon Carrizalez) 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가
지방과 달리 78%의 전력 공급이 고층빌딩,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연결
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한송전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대책을 내놓
기도 했다.
공공분야는 근무시간 단축 조치로 제한송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시
민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일반 공공부처의 근무시간을 기존 9~6시에서 오전
8~오후 1시까지로 단축한 것이었다. 전력공급 촉진대책을 살펴보면, 공급 측
면에서는 화력발전기 공급 확대 조치를 감행하면서, 민간분야 발전기 가동
시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 위기를 극복하여 노력했
다. 로돌프 산즈(Rodolfo Sanz) 기초산업광물부 장관은 SIDOR와 VENALUM
에 화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DEWIT사와 계약을 체결,
400MW 화력발전시설을 10주 안에 설치할 것이라고 공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카라카스 수
도는 2010년 말부터 수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소형 화력발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전력공급 위기 사태는 베네수엘라의 우기가 시작되는
2010년 5월 말까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국민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여 2008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한 베네수엘라 국내 경제
불황에 일조했다. 예를 들어, 기초산업광물부 장관은 절전대책의 일환으로
철강회사 SIDOR의 2010년 수출량이 35%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향후 수력발전을 보완할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재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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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계 기술상의 문제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다. 2010~
12년 총 23개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총 5,530MW의 전기를 추가 공
급할 계획이나 전체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 단적으로 2010년 2월 완공 예정
이었던 플란타 센트로 1[Planta Centro 1(용량 400MW)] 발전소도 터어빈
설계 결함으로 그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수도 카라카스에 대한 제한송전 대책을 새롭게 준비하는 등 전력공급 제
한정책 강화를 통해서 전력 부족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향후 공업 및 제조업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해 2010년 경제성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4-4. 베네수엘라 1일 에너지 소비량(1972~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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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2009).

4) 에너지 수출입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출입 상황을 BP 통계 등 국제 공인 자료로 살펴보
면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의 70% 이상이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
(extra-heavy oil)이며, 1일 282만 배럴을 생산, 264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
다. 가스생산량의 34%는 석유 생산용으로(유전에 재주입 등), 20%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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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으로, 12%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용으로 소비된다.
베네수엘라의 알루미늄 생산은 연간 62.4만 톤(2004년도 기준)으로 이중
2/3 정도(41.4만 톤)는 해외로 수출한다. 베네수엘라는 연간 840만 톤의 석
탄을 생산(2002년 기준), 대부분을 중남미 역내 국가 및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한다.
이외에 베네수엘라는 연간 2,16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현 차베스 정부의 광업 및 산업 정책
상 철광석의 국내 소비가 증가(전체 생산량의 약 70%)함에 따라, 수출량은
2004년 931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근 국가들인 대중남미 석유외교(Oil Diplomacy)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
라 석유공사(PDVSA)의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인근 우방국에서 정유시설 사
업을 추진, 국외에서 정유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중남미 각국과의 석유외교
추진 현황을 보면, 과테말라는 카리브 석유통합체(Petrocaribe) 참여 요청 및
과테말라 내 석유탐사를 위한 국영석유회사 합작 설립 제의를 받았고, 온두
라스의 1980년대 대베네수엘라 채무(3,000만 달러 규모)를 면제해주는 한편,
온두라스의 카리브 석유통합체 가입 안의 의회 조속 통과 희망 및 양국 간
협력관계 점검을 위한 공동위 설치가 제안되었다.
베네수엘라-니카라과 양국 합작으로 추진 중인 니카라과 정유공장 설립을
위한 1단계 공사가 2008년 말 마무리(1일 생산량 15만 배럴 중 니카라과
내수용 2.7만 배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출 예정)되었으며, 에콰도르 마나비
(Manabi) 및 도미니카공화국 로세아우(Roseau)에도 정유단지 조성 사업을 1
년 이상 지원해오고 있다. 기존 PDVSA 대외 정유시설 확충 사업 계획으로
쿠바와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정유시설 재가동, 우루과이 라 테하(La
Teja) 정유시설 재가동, 자메이카 킹스턴 소재 정유시설 확장, 브라질 뻬트
로브라스와의 합작 투자 등이 공동 에너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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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산유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OPEC
내 세 번째 석유수출국이다.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를 차
지한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은 주요 자원과 산업의 국유
화, 석유개발 투자, 역내 통합, OPEC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에너지 시장 다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주요 에너지정책 변화
먼저 에너지 자원 및 관련 산업의 국유화가 주요 정책의 변화다. 베네수
엘라 정부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2000년부터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진정한 자원 국유화
(auténtica nacionalización)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류부문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명기한 신헌법과 새로운 탄화수소법
(Hydrocarbon Law)을 공포하여 기존의 에너지개발 사업들을 PDVSA와의
합작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화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는 매
년 25%씩 감소하는 석유 및 가스 생산 유지를 위한 베네수엘라의 금융능력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유권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
은 가스 산업에 대해 외국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2006년 3월 차베스 정부는 국가주권(soberanía nacional) 원칙에 입각하
여 자원의 국가 소유권을 재확인하면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을 강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 모든 에너지 및 광물에 대해 기존 국내외
모든 기업과 맺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를 통해 지분을 임대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여 사기업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불허했다. 과거
민간기업은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광물의 경우 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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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개발공사(CVG: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와 개별적 계약
을 통해 석유, 에너지 및 광물을 획득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06년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지
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검토하고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차베
스 정부는 2007년 1월 주요 도시의 전력공급업체인 EDC를 시작으로 전략
산업분야의 국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국가 석유개발계획(Plan Siembra
Petrolera 2005~30)을 통해 2005~12년간 1단계 기간 중 총 5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70%는 정부, 30%는 민간). 이 계획은 원유매장량 추가 확
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역
내 통합 에너지정책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의 역내
통합기구인 ALBA, Petrosur(남미석유통합체), Petrocaribe(카리브 석유통합
체) 등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남미 통합을 위한 Petroamerica를 구상하고 있
다. 이들 카리브지역 및 중남미국가 등 협력 대상국들에 대해 가격 감면, 금
융 지원, 원유와 농업제품 교환, 기술 지원과 의료 지원 등의 특혜성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 에너지정책
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OPEC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OPEC 창설 이래 주요 회원국으로서, 석유 및 에너지 자원 외교를 통해 국
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OPEC 회원국들과의 정책 협력 및 연
대 강화를 통해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OPEC의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인 석
유수급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가스 OPEC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다변화 정책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
장에 대한 석유 수출의존도 및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남미국가 및 아시
아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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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요 에너지 플랜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보유량(Magna Reserva)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계획으로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전체 탄화수소량을 수량화ㆍ증
명화하는 작업이다. 철저한 경제적 분석에 의해 오리노코 벨트지역(총면적
55,314km2)에서 석유탐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11,593km2으로 추가 매장량을
확인하고 있다. 초중질유 상업성을 조사하여 세계 제1위의 원유 매장국가로
인정받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오리노코 프로젝트(Proyecto Orinoco)’는 오리
노코 벨트지역의 석유를 낙후된 남부지역의 발전원으로 활용, 오리노코 벨트
와 아푸레(Apure) 강 일부 유역을 지역 개발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PDVSA 주관으로 오리노코 북쪽 지역에 전면적인 도로, 철도와 거대한 도
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델타-카리베 프로젝트(Proyecto Delta-Caribe)는 여러 세부 프로젝트로 나
뉜다. Gas Gran Marisca de Ayacucho 공업센터 건설, 파리아(Paria) 반도
의 CIGMA, Plataforma Deltana의 가스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5
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0억 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되며, Costa Afuera 가
스 개발 착수로 시작한다. 남부,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가스운송라인도 구
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분야 풍력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지역 중 카리브 해에 위치
하고 바람의 세기가 강하며 안정적인 4개 지역을 선별하여 풍력발전단지 건
설을 계획했다. 지역은 술리아(Zulia), 팔컨(Falcon), 수크레(Sucre)주와 누에
바 에스파르타(Nueva Esparta)(섬) 주로 모두 카리브 해의 해양성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리아(Zulia) 풍력발전단지는 첫 단계로
24MW를 생산, 추후 375MW, 1638MW까지 증가할 계획이고 Falcon 풍력
발전단지는 가장 양질의 바람을 보유하여 초기 100MW를 생산할 계획이며
수크레(Sucre) 풍력발전단지는 24MW를 생산할 계획이고 누에바 에스파르
타(Nueva Esparta) 풍력발전단지는 100MW를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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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년 동안 PDVSA 투자계획(2008~21년 PDVSA 정제(PDVSA
Refinery) 투자 개요)을 보면, 지역 다변화 전략으로 중남미(3), 아시아(5)
등에서 기존 22 → 38개로 16개 정유공장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일
생산능력은 303만 4,000 → 448만 2,000배럴로 47.7% 증가시킬 계획이다.
2008~21년까지 1,130억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PDVSA 자체 투
자금액 718억 달러(63%), 해외 부응기금(Matching Fund) 투자금액 415억
달러(37%)로 구성된다.

2) 기후변화 대응 대책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베네수엘라 환경부는 국가리스크관리위원회(National
Risk Commission)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2005년
베네수엘라의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밤 기온이 지난 60년간
평균온도에 비해 이미 섭씨 2.5도 상승했으며 지난 50년과 비교해 서늘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수량은 이미 많이 감소했으며, 이러
한 감소는 베네수엘라의 농업지역인 ‘따치라(Táchira)’에서 농업생산량을 떨
어뜨리고 지역 농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을 정도다.
비록 강수량이 일반적으로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홍수와 같은 폭우성 강수
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기후변화 측정 및 모니터
링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부족분과 증가분을 측정 및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래
베네수엘라의 강수량은 기존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5~25% 정
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는 발렌시아(Valencia) 지역 같은 곳에서는 심각
한 식수난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수치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통계학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총 배출의
0.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배출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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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 적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강유역의 보존
과 관리 부문에 대한 많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는 산림정책
을 개선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미션 세
미야(Mision Semilla, 일명 ‘씨앗 임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림지역을 많이 만들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배출을 감축한다는 야심찬 프
로젝트를 세워놓고 있다. 많은 수종의 씨앗을 모아 2005년 한 해에만 3만
5,000헥타르의 산림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행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이
를 확대하여 평균 10만 헥타르의 산림지역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계획을 이행 중이다. 산림 개발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토양
침식을 막는 데 제일 유용한 방법이라고 베네수엘라 정책 결정자들은 믿고
있다.
베네수엘라 환경부는 기후변화가 이미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로 1999년 바르가스(Vargas) 지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
해인 홍수의 범람과 2005년 2월 반복적으로 범람이 발생한 경우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카리브 해수면의 상승으로 베네수엘라의 카리
브 연안 섬들인 ‘이슬라 데 아베스(Isla de Aves)와 이슬라 마르가리타(Isla
Margarita)가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극지의 만년
설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최소한 수년 이내에 이러한 융빙이 30~45%
정도 더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러한 새로운 기후변화 현상들에 대
처하고 있으며 특히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
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물론 베네수엘라 국내에 중점
을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외에 국가예측수문학센터
(National Prognostic Hydrological Center)를 두고 지역별로 강수량 정보
를 예측하여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정보 연락망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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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라디오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긴급 연락 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수
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위해 현재 소비자
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나 수자원 이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환경부와 에너지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여타 상업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소비자들의 가솔린이나 수자원
의 이용을 자제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이러한 행위나 태도 변화를 교육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지속가
능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이미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교토 의정서[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국제협약; 1997년 UNFCCC(유엔 기후
변화 제한조약 회의)에서 채택; Kyoto Protocol]가 있다.44)

3) 에너지 자원개발 주요 기구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산업은 개발 상류부문
(upstream, 탐사ㆍ생산)에서부터 하류부문(downstream, 수송ㆍ정제ㆍ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 국영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
부 부서가 감독 기능까지 보유한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광물분야의 경우 규제기관 및 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광물양허권 관리부(Dirección General de Concesiones Mineras): 광
물지적부 관리, 상업등기 관련 행정절차

44) http://venezuelanalysis.com/news/1210.

90│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광물개발 경제부(Dirección General de Planificación y Economía
Minera): 광물 관련 통계관리, 연구 계획 및 통제 절차
— 조세광물 통제부(Dirección General de Fiscalización y Control Minero)
광물 조세 관리, 감독
탄화수소자원을 관리하는 부서로는 에너지석유부(MENPET: 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Energía y Petroleo)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에
너지 자원 정책은 에너지석유부(MENPET)가 관할한다. 2007년 현재 베네
수엘라의 에너지석유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인 PDVSA 사장을 겸하
고 있다. 에너지석유부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관리하며, 석유와 전력 시장 분석, 가격 조정, 환경오염대책
마련, 탄화수소와 관련 정책 및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에너지석유부의 산하기구로는 전력공사(CADAFE: C.A de Administracion
y Fomento), 석유공사(PDVSA: Petroleo de Venezuela S.A), 가스공사
(ENAGAS: Ente Nacional del Gas), 전력서비스지원국(FUNDELEC: Fundacion
para el Desarrollo del Servicio Electrico), 석유화학공사(PEQUIVEN:
Petroquimica de Venezuela S.A), La Costa Oriental del Lago 전력공사
(ENELCO), 베네수엘라 전력에너지국(ENELVEN), Barquisimeto 전력공사
(ENELBAR), La Costa Oriental del Lago 지역발전협회(DUCOLSA), 카
리브 석유통합체(Petrocaribe) 등이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로 베네수엘라 최대의 공
기업이면서 석유 핵심기업이다. 탄화수소와 관련된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PDVS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력사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
PDVSA는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정제 및 발전 부문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
배적 역할을 하는 수직통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PDVSA의 주요 자회사
및 부속기관으로는 PDVSA CVP(원유 개발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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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체결업무), PDVSA GAS(가스 개발 생산 등 가스사업), PEQUIVEN(석
유화학 사업(플랜트 및 제품)), INTEVEP(원유 탐사 및 개발 조사, 에너지
관련 기술연구 수행), BARIVEN(PDVSA 구매입찰 담당회사), PDV MARINA
(PDVSA의 조선사업 총괄), DELTAVEN(PDVSA의 직영 석유제품 유통
담당), CITGO[미국 내 PDVSA 정유시설(두 곳) 운영, 미국 내 직영주유소
운영 및 가솔린, 등유(난방유) 등 공급 판매], PDVAL(PDVSA의 전국 유통
망을 이용한 식품 유통) 등이 있다.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구들을 보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MIBAM: 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s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가 있다. 베네수
엘라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2005년 1월 18일, 대통령령 3.430에 의해서 만
들어졌다. 광물분야 산업과 기초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으
며 차관부는 기초산업 차관부(Viceministerio de Industrias Básicas)와 광물
차관부(Viceministerio de Minas), 투자 진흥 차관부(Viceministerio de
Promoción de Inversiones)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기관으로는 베네수엘라
과이아나 국영광업공사(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 지질
광업 국영연구소(INGEOMIN: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그리고 기초산업공사(CONIBA: Compañía Nacional de las Industrias
Básicas)가 있다. 광업권 및 광업지적재산권 관리, 광물자원의 적정한 탐사
및 채굴과 진흥, 광물 자원의 조사, 개발, 보호 업무 조율, 광업 경제 계획
및 통제 운영, 광업 활동 시 환경 활동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장려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역할을 이행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 산하기관인 과이아나 국영광업공사(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는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와 채굴, 개발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역할을 이행한다. 자회사로는 CVG Edeloa, CVG Venalum,
CVG Bauxilum, CVG Proforca, CVG Ferrocasa, CVG Minerven, CVG
Carbonoroa, CVG Alcasa, CVG Ferrominera, CVG Conacal, C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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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cal, CVG Tecmin, CVG International, CVG Alunasa가 있다.

4) 에너지 및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베네수엘라 헌법 127조에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과 삶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환경, 생물 다양성, 유전
자원, 생태적 과정,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기타 생태적 중요성을 가지는 지
역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탄화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탄화수소의 탐사, 채굴, 정제, 산업
화, 운송, 저장, 상업화, 보존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법을 따르며; 기체
상의 탄화수소와 관련된 활동은 기체상의 탄화수소기본법을 따른다. 본법으
로 규제하는 석유와 관련된 기체상의 탄화수소의 추출은 제외로 하고;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탄화수소 광산은 특성을 불문하고 국가의 소유로 하며 공
공의 자산이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할 것).

광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본법의 주요 목적은 영토 내 광산과 광물 관련 모든 문제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광산 및 광물은 원산지나 형태에 관계없으며 광산과 광물의
탐사 및 개발, 취득할 광물의 선광, 저장, 보유, 판매, 수송, 상업화(국
내외에서) 문제를 포함한다.
— 영토 내 모든 형태의 광산이나 광상은 베네수엘라 소유로서 양도할 수
없으며 타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본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국가 행정기관은 영토 내 광물자원 매장량을 평가, 보존하며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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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계획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탐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본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활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행하
며, 이행 결과 나온 최선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적합한 토지 이용 관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광물자원을
회수하거나 채굴한다.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1) 투자법 관련
외국인 투자법으로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나 헌법(제301항에 수록),
1992년에 공포된 법령 제2095호(Comunidad Andina 관련), 1999년 공포된
투자촉진보호법, 특별법 등이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발전’및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2008년 1월 베네수
엘라 경공업무역부(MILCO)는 베네수엘라 국내생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위
해 2008년산 외국산 차량 수입을 전년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
한하기로 결정했고, 2008년 이후 배기량 3,000cc 이상 완제품 차량 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산
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베네수엘라의 외국인투자법은 ANCOM(안데스 공동시장)의 공동외자규칙
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정책이 기조를 이루면서
외국인 투자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령 제727호로 신외국인투자법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내 자본의 부족분을 외자로 충당하려는 정부 의지
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이 법을 통해 이윤 송금, 로열티 한도폐지 등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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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자정책을 펼쳤다.
한편 이러한 외자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재원 조달, 국내 산업
의 육성과 고용 증대 등의 목적을 갖는 바, 노동법의 내용은 좀 더 현대화되
었다. 노동법의 개정으로 주간 노동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
고, 야간노동의 경우 추가 임금률을 높여 노동권익의 현대화에 힘을 쏟았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면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노동법의 개정은
전 세계가 추구하는 노동권익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1999년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투자법규를 국수주의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관심 있는 자원개발 산업분야에
관련된 석유, 가스, 전기 통신 등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
문에 투자 시 이러한 법제의 정책 방향과 법령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차베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의 확립하에 천연자원주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는 것 외에도,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정부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실히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1990년
대 석유산업 개방으로 석유개발권을 쥐고 있던 국영석유회사(PDVSA)는 실
질적인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에 양도해야 했으나 정책의 변화 후 다시 국영
석유회사가 실질적인 개발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즉 베네수엘라 정부는 1999
년 신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2001년 석유법 개정, 2003
년 3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선언(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20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선언(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통해
석유주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필요한 합작투자의 경우 PDVSA가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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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했다.
천연자원 개발 등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국회 또는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의 토지 구매도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
하다.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자유무역지대관리청에 투자제안
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 국세청(SENIAT)의 승인을 받고서 상업부
(MPPC)에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는 투자분
야는 해당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조세 감면, 장단기 금융 지
원, 수출 촉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파라과
나(Paraguana) 산업단지와 마르가리따(Margarita) 자유무역지대, 산타 엘레
나 데 우아이렌(Santa Elena de Uairen)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운영하며, 수
출 수입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석유 생산 및 관련 사업에 신규 투자 시 8%의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석유탐사, 유정시추, 설치, 수송, 저장, 가스
저장 등에 대한 신규 투자 시 추가로 4%의 소득세가 감면된다(2001년 12
월 28일 공포, 특별법 제5566호). 또 농업 수산업 관광 등에 대한 신규 투
자 시에는 8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투자법제상 규제 및 제약을 보면, 차베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필요악으
로 보고 있다. 국익을 기본으로 모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익
의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
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사업하는 사람은 우선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지식의 습득과 BIT 등 베네수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외국자본을 필요악으로 보는 이상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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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도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와 해당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및 환경법 등 법적인 제약에 관한 이해는 투자경영에
도움이 된다. 보통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 감면이 기본이며 여
기에 금융 지원 및 산업분야별 특별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실무적인 면만
살펴본다면 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조세 인센티브나 각종 금
융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중간 브로커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없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어렵다. 전통적인 관
료주의가 아직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산업구조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기업이 산업의 최하부와 상부층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하청산업 및
중간의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부품 조달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부품조달계획을 면
밀하게 세워야 한다.
요컨대 외국인 투자는 국내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용 증대 및 수입 대체
와 수출 증대 그리고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하여 허가하기 때문
에 규제적인 요인이 많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관심을 갖는 공공서비
스나 유통, 석유개발, 광물 등 자원개발,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분야는 외국
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 및 제한의 내용에 대
한 이해와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부 브로커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
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
는 분야로는 국방ㆍ석유ㆍ철광석, 그 밖에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석유공업,
은행 보험 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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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
비율 20%까지)만 허용된다.
석유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1999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했다.
2006년 3월 30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에너지석유부(MENTPET)가 제출한
석유법 합작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20년 기
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회사(Empresa Mixta; Joint Venture)를 설립하되 그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PDVSA가 소유, 합작회사는 생산 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국가의 독점적 판매권 확보),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금지 및 국내 판결을 통한 독자 해결 규정 외국기업의 석유 로열티를 기존
의 1~16.66%에서 33.3%(2008년 현재)로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가스
생산 로열티는 20%).
2008년 4월 15일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 시 부과되는 특별부가금’
규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5월부터는 원유 및 정제유 등을 국외
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i) 월평균 국제
원유 가격이 70 미국달러 이상 시, 동 평균가격과 70 미국달러와의 차액의
50%, (ii) 월 평균 국제원유 가격이 100 미국달러 이상 시, 동 평균가격과
100 미국달러와의 차액의 60%가 특별부가금으로 부과된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대통령령)하여 외국인 투
자에 대한 갖종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행정절차를 단순화했
다. 과거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에서 명시적으
로 제한ㆍ금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외국
인 투자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은 그대로 존재한다. 즉 외국인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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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회사의 설립 후 60일 내에 외국인투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인 행정규제 외에는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도 안데스동맹(ANCOM)의 협정상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역내
에서는 자유롭게 금융 조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국 내의 금융시장에
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원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석유의 경우 외국업
체는 더 이상 단독으로 석유개발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06년 모든 천연자
원의 국유화를 취했기 때문에 기존의 양허계약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외국
인 투자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 철광 등 지하자원은 연방 소유이고 그 자원 개발은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되, 국가가 60%의 지분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기
업과 합작으로 투자 가능하다. 둘째, TV, 라디오 등 방송과 신문 그리고 셋
째,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자, 엔지니어, 경제인 등 전문
직종 분야다.
현지투자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외국인투자법(1992년 3월 개정, 대통령
령 제2095호)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등
록과정을 단순화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 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
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에 등록만 하면 되
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관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소에 사업
자 등록(Registro Mercantil), 국세청(Seniat)에 납세자 등록(RIF 및 NIT),
외국인투자청(SIEX)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현지법인 설립 대신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국 회사의 국적을 보유하
며, 본국 회사와 다른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지사는 베네수엘라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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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개발과 환경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광물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은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물과 관련된 환경법으로는 광물채굴 생산에 관한 법률(1992년 4월
23일 공포, 특별법 제4418호)과 광물프로젝트 탄화수소채굴 생산에 관한 법
률(1996년 7월 4일 공포, 특별법 제5079호)이 있다.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통해 환경 파괴 등 법에 저촉될 경우 50~50,000단위(Unit) 과세 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석유법 제66조).
차베스 정부는 노동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법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용주는 매년 말 해당 연도 순이익금의 15%를 이익분배금으로 근로
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근로자들에게 배당되는 이익금 분배
액은 기 체결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 15일
임금액에서 최고 4개월간 임금액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
분배금은 통상 보너스의 개념으로서, 공무원도 1개월 3개월분 정도를 받는
다. 근로자는 10인 이상이면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이면 전국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
부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11%를 고용주가, 4%를
근로자가 매월 사회보장에 적립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근
로자의 의료 산재로 인한 불구 퇴직 및 사망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연금
수혜 조건은 750주 이상 부금을 적립한 남자 60세 및 여자 55세 이상이다.
최저 연금액은 최저임금의 4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립부금 총액에 따라
연금액이 높아진다.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SENIAT)
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취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금은 소득세로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자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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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
한 세액 공제제도는 없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
제제도 또한 없다.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그 밖의 조세가 부과된다. 광
업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 품목을 채광하는 데 따라서 다양한 조
세를 부과해 운영된다. 또 2006년 이후 정부는 33.3%의 석유 채굴세를 도
입했으며, 소득세도 36%에서 50%로 인상했다. 석유법상 특별 세제가 규정
2

되어 있다. km 당 100단위(Unit)의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가 부과되
2

며 초기 5년간 매년 2%가 가산되고, 5년 이후 매년 5%가 가산된다. m 당
10%의 적정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Propio)가 부과되며, 판매가격
에 대해 총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General)를 30~50% 부과한다.
시추세(Impuesto de Extraccion)는 시추된 석유의 1/3에 과세되며, 수입등
록세(Impuesto de Registro de Importacion)는 0.1% 과세된다(석유법 제
48조).

2) 베네수엘라 에너지안보 및 시사점
베네수엘라의 전력 공급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력이다.
2004년 통계로 볼 때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은 71%에 달했다(IEA
2006). 2004년에만 70TWh을 수력발전을 통해 공급했는데, 세계 통계로 보
면 2.5%에 달하는 양이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수력발전 용량은 지
속적으로 요구된다. 2002년 한 해 수력발전 용량은 총 13.76GW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이후 한 해에 추가적으로 4.5GW 발전가능
한 시설을 건설했고 향후 7.4GW 발전용량 설비를 건설해간다는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수력발전은 과이아나(Guayana) 지역의 카로니 강(Caron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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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유역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서로 다른 4개의 댐을 통해 수력발전
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큰 댐은 구리 댐(Guri dam)으로 총
발전 용량이 1만 200MW에 이르며 세계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발전 용량
을 자랑한다. 카로니 강 유역에 있는 또 다른 수력발전 댐들은 카루아치(Caruachi),
마카구아 I(Macagua I), 마카구아 II(Macagua II), 마카구아 III(Macagua
III) 등으로 2003년 총 발전 용량이 1만 5,910MW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
운 댐들인 토코마(Tocoma, 2,160MW)와 타유카이(Tayucay, 2,450MW) 등
이 건설되었다. 2010년에는 이들 발전시설들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1만
7,250~2만 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담당할 가장 큰 베네수엘라 국영회사는 카로니 전력회사(EDELCA:
Electrificación del Caroní)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광물회사인 과이아나 베네
수엘라사(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와 Compania Anonima
de Administracion y Fomento Electrico(CADAFE)의 자회사로 두 회사가
각각 63%, 18%의 발전 용량을 소유하고 있다. 2007년 또 다른 국영 전력
회사인 ENELBAR와 ENELVEN-ENELCO사는 대략 8%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경우 카라카스 전력회사(EDC:
Electricidad de Caracas)의 지분 82.14%를 재국유화 프로그램에 의해 AES
사로부터 구매했다. 이러한 소유권은 2008년 12월에 지속적으로 94%까지
올라갔고 전통적인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EDC는 발
전 소유권을 11% 정도 가지고 있다. 여타 다른 전력 생산은 사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국가의 전력 송전 시스템(SIN: Sistema Inrterconectado
Nacional)은 4개의 지역 송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EDELCA,
CADAFE, EDC와 ENELVEN-ENELCO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발전 용량 설비의 증가 및 조직 구성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전력 공급 위기 사태가 발생하여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
해 있다. 특히 자연재해 등의 가뭄이나 엘리뇨의 영향으로 수력발전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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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구리 댐(전력 73% 공급)의 수위가 위험수준까지 낮아져 전국적인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2010년 2월 발생하여 전력 배급을 통한 공급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수력발전에 의존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여타 다
른 전력 공급원 개발,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리브 연안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
준이다. 탄화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한 남미에서 가장 큰 마라카이보 호수
(Lake Maracaibo)의 동쪽 연안은 이미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물
론 베네수엘라는 남미지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석유 탐사,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 침하 현상(1년에 8cm 정도)
은 이 지역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 경제에 심각한 악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주변의 도시들에 거주하는 수많은 거주민
들에게 이미 많은 홍수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다.
베네수엘라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면, 2010
년 전력 공급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전력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 베네수
엘라의 경우 많은 대안들이 부각되어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었다. 특히 원자
력 발전에 대한 논쟁이 커다란 사회적 또는 안보적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위기 사태는 차베스
정부로 하여금 원전개발계획을 철회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0년 10월 러시
아와 체결한 양국 간의 원자력발전소 개발 양허각서의 중지를 선언했다. 베
네수엘라의 이러한 원자력발전소 설립 불가 선언은 그동안 러시아 정부와
양자합의를 통해 계획해온 2개의 1,200MW급 원자로 건설을 중지한다는 의
미였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전력 개발의 포기는 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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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표 4-12]에서 볼 수 있듯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다.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서반구에
서는 1위다. 원유 생산량은 세계 10위이지만 [그림 4-5],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 서반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한
다. 천연가스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세계 8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
산량은 서반구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다
음으로 6위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오일샌드의 개발에 투입에너지로 활
용되면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입국은 여
전히 미국이 1위를 차치하고 있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의 반미정책으로 미국
보다는 중국 쪽으로 수출 노선이 점차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 표 4-12.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통계자료(2010년) ❚
종류
확인된 원유 매장량

수치

비고

2,112억 bbl*

세계 2위

247만 b/d

세계 10위

원유 생산량
석유 소비량

77만 b/d

원유 정제량

130만 b/d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

5.5조 ㎥

천연가스 생산량

285억 ㎥

천연가스 소비량

307억 ㎥

에너지 관련 탄소 방출량

1억 7,310만 mt

1인당 에너지 관련 탄소 방출량(2008)

세계 8위

세계 총 배출량의 0.48%

6.97mt

주: *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오리노코 오일샌드의 일부분(the Magna Reserve Project)을 포함한 수치다.
자료: BP(2011); EIA(2010), p. 9; BP(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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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서반구 주요 국가의 원유 매장량(2011년)과 생산량(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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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국(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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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 APEX Destination; FACTS Glob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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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196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OPEC 창립의 주도국이다.
베네수엘라는 1975~76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 Petróleos de Venezuela S.A.)를 설립했다. 석유산업에 대한 국
유화 정책은 1990년대 베네수엘라가 새로운 에너지정책(Apertura Petroler)
을 소개하면서 국영중심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새로
운 석유정책을 도입하면서 석유 생산 관련 업스트림 분야(upstream sector)
의 국유화를 종식시키고 22개(Chevron, BP, Total, Repsol-YPF 등)의 외
국계 석유회사의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99년 베네수엘라는 새
로운 법(the Gas Hydrocarbons Law)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 관련 모든 분
야에 민간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99년 말 차베스 정권이 등
장하면서 PDVSA의 자치권을 축소시키고 급선회했다.
2001년 차베스 정권은 새로운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을 제정하
여 ‘완전한 석유주권의 원칙(plena soberania petrolera)’에 입각한 자원국유
화의 일환으로 기존 또는 새로운 석유 관련 개발 프로젝트에 PDVSA와 합
작 사업을 유도하고 민간기업이 지불하는 세금과 로열티를 1~17%에서
20~30%로 높였다(부록 탄화수소법 참고).45) 이에 대한 반발로 2002~03년
2개월 동안 차베스 정권에 반대하여 PDVSA가 총파업을 단행했으나 약
50%(1만 8,00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되었다. 이 총파업은 PDVSA에서 일
해온 능력 있는 인적자원의 상실과 최근까지의 석유 생산량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2009년
원유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마라카이보 호수(Lake Maracaibo)
주변의 석유생산 관련 서비스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국유화를 단행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 조치는 아직까지 소유권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5)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0),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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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권이 등장한 뒤 바뀐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의 정책은 기본적으
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국제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OPEC의 결속과 그 기구의 원유 생산에 대한 쿼터량을 지키
려고 한다. 이를 위해 차베스는 2000년에 25년 만에 OPEC의 정상들을 베
네수엘라에 초청하여 회의를 가졌다. 대내적으로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베스 대통령은 2001년에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
고 2007년에는 석유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국유화를 단행했다. 특히 오일
샌드의 개발의 상류부분(upstream sector)에서 민간투자를 최대 40%로 제한
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반드시 60% 이상의
투자지분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의 민영화는 종
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 5위의 원유 수출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토대이며 수출의 75~80%,
정부 재정수입의 50%, 그리고 국가 GDP의 1/3을 차지한다.46) 이런 맥락에
서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원유 수출과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석유 의존적 정치 및 경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불완전한
국가이며 정부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차베스 정권의 유지가 가능했던 가
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
유가는 차베스 정권으로 하여금 각종 사회주의적 개혁과 함께 오일샌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이를 계기로 2005년 베
네수엘라의 새로운 에너지정책(Oil Sowing Plan/Plan Siembra Petrolera
2005~30)은 6개의 주요 프로젝트, 즉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Magna
Reserve), 오리노코의 오일샌드 벨트 개발(Orinoco Project), 가스산업 개발
확대(Delta-Caribbean Project), 정유시설 확장(Refining Project), 인프라
확충(Infrastructure Project) 그리고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Integration

46) 위의 책,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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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으로 압축될 수 있다.
확인 매장량(Magna Reserve) 프로젝트는 오리노코 원유 벨트의 확실하고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리노코의 원유 매장량은 2001년 390억
배럴에서 2009년 5,130억 배럴로 확인되었다. 오리노코 프로젝트(Orinoco
Project)는 오리노코를 중심으로 남부 및 북부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
는 것이다. 델타-카리브 프로젝트(Delta-Caribbean Project)는 베네수엘라 동
부 해안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60억 달러가
소요된다. 정제 프로젝트(Refining Project)는 새로운 정제소를 건설하여 베
네수엘라의 정제능력을 현재의 하루 13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향상시키
는 것이다.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
원 공유를 위해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프로젝트
(Integration Project)는 석유를 중남미와 카리브 국가들과의 지역통합 차원
에서 지정학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2007년 차베스 정권의 석유산업의 국유화 정책은 오리노코의 오일샌드 개
발에 참여했던 미국계 회사들[코노코 필립스(ConocoPhillips)와 엑손모빌
(ExxonMobil)]의 반발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유화를 거부한 미국계 회사들
은 오일샌드 개발산업에서 축출되었다. 문제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그
러나 2009년 국제유가가 다시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프로젝트
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외국계 석유회사들 이탈리아의 에니스파, 뻬트로
베트남, 이토츠사와 마루베니사를 포함하는 일본기업들(Italy’s Eni SpA,
Petrovietnam, Japanese companies including Itochu Corp and Marubeni
Corp.)이 베네수엘라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일부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계 석유회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중국국영
석유기업)는 16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오리노코에서만 부가적으로 하루 100
만 배럴의 생산 증가를 목표로 합작투자에 서명했다.47)
2010년 베네수엘라는 사회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중국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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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the China Development Bank Corp)으로부터의 차관 200억 달러에 대
한 10년간의 현물교환을 위해 하루 20만 배럴(중국으로의 총 수출의 50%에
해당)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48) 차베스 정권의 석유산업에 대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2010년 3월에 발표한 PDVSA의 전략 목표에 나타난다.
PDVSA의 전략 목표의 핵심은 오리노코 벨트에 존재하는 오일샌드의 개발
이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2015년에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을
500만 배럴로, 그리고 2020년까지는 하루 원유 생산량을 650만 배럴로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9)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주요 전통적
원유 매장지역은 네 지역[마라카이보(Maracaibo), 팔컨(Falcon), 아푸레
(Apure), 오리엔탈(Oriental)]이다. 주요 정제소는 세 지역(the Paraguaná
Refining Center, Puerto de la Cruz, El Palito)이다.
차베스 정권은 석유자원을 중남미 국가들과의 지역협력 차원에 무기로 이
용하고 있다. 즉 카리브지역은 Petrocaribe, 안데스지역은 Petroandino, 그리
고 남아메리카지역은 Petrosur, 라틴아메리카지역은 Petroamerica 등이다.
이중에서 차베스 정권은 2005년 13개 국가와 상호협력을 목표로 서명한 카
리브지역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건설을 합의한 파
이프라인(the Trans-Caribbean gas pipeline)은 베네수엘라-콜롬비아-파나마
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니카라과까지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는 또한 새로운 파이프라인(the project of Gran Gasoducto del Sur)의 건
설을 제안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될 것이다. 이것은 오리노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가능성이 있다.

47) Cancel and Rodriguez Pons(2010).
48) Ibid.
49) Sheridan Titm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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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가 위치한 지역은 [그림 4-7]에서 보듯 오리노코 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소위 오리노코 원유 벨트(the Orinoco Pertoleum
Belt/Faja Petrolífera del Orinoco)라고 불린다. 이 지역은 또한 오리노코
오일샌드(the Orinoco Oil Sands) 또는 오리노코 타르샌드(the Orinoco Tar
Sands)라고도 불린다. 이 지역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약 90%를 차지하
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이 지역의 오일샌드 추정 매장량은 확인된 전
세계 전통적 원유 매장량과 맞먹는 1조 2,000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에 따른 중요한 문제들은 그것의 경제적 가치, 개발 자본
그리고 추출 기술이다. 경제적 가치는 향후 지속적인 고유가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보장된다. 더구나 오일샌드로부터 추출된 원유는 전통적 원유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오일샌드는 상대적으로 지표면에서 낮은
위치(3,000feet 이하)에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물론 이를
정제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오일샌드와 비교할 때 베네수엘라 오일샌드는 추출과 정제과정
이 다소 용이하다. 왜냐하면 점성도 측면에서 미국석유협회의 지표인
API(American Petroleum Index) 9°는 캐나다산보다 다소 높고 또한 채굴
하기가 용이한 높은 온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래식 기술로도 채
굴하기가 다소 용이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오일샌드처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역시 유동성이 거의 없어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는 운송하기 쉬운 방
법으로 유화시킨 오일(Orimulsion = 70% extra-heavy oil + 30% water)의
생성방법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송유관을 통해 운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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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오리노코 벨트 ❚

자료: 위키피디아(2011).

❚ 그림 4-8. 2007년 국유화 이전의 오리노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계 회사 ❚

자료: Stephen A. Holditch(200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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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석탄의 대체용으로 난방(보일러) 연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료는 높은 유황 함유도와 오염된 분진의 방출로 인해 환경오염과 탄소
방출에 대한 엄격한 국제환경 기준치를 갖추지 못했다.

❚ 표 4-13. 2007년 국유화 이후의 오리노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계 회사 ❚

석유회사

프로젝트 명칭(old name):
지역(old name)

엑스트라헤비
신크루드
(Extra-heavy) (Syncrude) 생산 가동일
원유생산(API)
(API)
120,000
(9.3)

104,000
(19~25)

1998.10

PDVSA(83.34%) Petro-monagas(Cincor):
BP(16.66%)
Junin(Zuata)

120,000
(8.5)

105,000
(16)

1999.11

PDVSA(60%)
Total(30.3%)
Statoil(9.7%)

Petro-cedeno(Hamaca):
Ayacucho(Hamaca)

200,000
(8~8.5)

180,000
(32)

2000.12

PDVSA(70%)
ChevronTexaco
(30%)

Petro-piar(Cerro Negro):
Carabobo(Cerro Negro)

200,000
(8.7)

190,000
(26)

2001.10

PDVSA

Petro-anzoategui(Petrozuata):
Boyaca(Machete)

❚ 그림 4-9. 최근 오리노코 벨트 오일샌드 프로젝트 ❚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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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권이 등장하면서 오리노코 벨트의 개발은 여러 번 변화를 겪었
다. 왜냐하면 2001년과 2007년의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표 4-13]처럼 이 지역에 투자한 외국계 석유회사들과
PDVSA의 합작에 변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앞에서
지적한, 2005년에 제시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국가석유개발계획인 에너지
정책(Oil Sowing Plan: 2005~30)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1단계 계획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다. 그리고 2단계 계획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다. 1단계 계획의 총 투자액은 800억 달러다. 이 투자액의 70%
인 560억 달러는 PDVSA가 출자하고 나머지 30%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한다.50) 1단계 계획에서 오리노코 프로젝트(Orinoco Project)는 외국계 석유
회사와 총 27개 블록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지역주민의
고용, 각종 사회적 서비스, 주택 개발이다.
구체적으로 오리노코 프로젝트는 크게 네 지역[보야카(Boyacá), 후닌(Junín),
아야꾸초(Ayacucho)와 까라보보(Carabobo)]로 세분했다. 오리노코의 생산
블록은 모든 블록에서 PDVSA가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상세한 내
용은 [표 4-15]에서 볼 수 있다. 후닌(Junin) 지역의 블록 #1, #10, #11은
현재까지 외국계 회사의 지분이 없다. 까라보보(Carabobo) 지역의 블록 #2
도 아직까지 외국계 회사의 지분이 없다. 한마디로 오리노코 오일샌드로부터
원유 생산량은 2001년 1일 생산량 12만 5,000배럴에서 2006년 1일 생산량
50만 배럴로 증가했다. 2007년 오리노코는 하루 약 60만 배럴을 생산했고,
2010년에는 113만 배럴을 생산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0만 배럴을 넘게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리노코 지역에서 오일샌드로부터의 원유 생산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0) Reuters,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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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오리노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계 기업 생산량(추정 2013년) ❚
국가명

석유회사

베트남

Petrovietnam

중국

CNPC

이탈리아

지분
(%)

지역

매장량
(배럴)

2013년 일생산량
(배럴)

Junin #2

200,000

40

Junin #4

400,000

ENI

40

Junin #5

240,000

러시아

Russian National Oil
Consortium*

40

Junin #6

450,000

스페인

Repsol-led Consortium**

40

Carabobo #1

310억

400,000

미국

Chevron-led Consortium***

40

Carabobo #3

660억

400,000

총계

2,090,000

주: * Russian National Oil Consortium: Rosneft, Gazprom, Lukoil, TNK-BP, Surgutneftegaz.
** Pepsol-led Consortium: Spain's Repsol YPF(11%), India's ONGC(11%), Malaysis's
Petronas(11%), Indian Oil Corporation(3.5%), Oil India(3.5%).
*** Chevron-led Consortium: Chevron(34%), Suelopetrol CA(1%), 일본계 석유회사인 Mitsubishi
Corporation과 Inpex(5%).
자료: Lisa Viscidi(2010), p. 8.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캐나다와 달리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이 늦어진 이
유의 하나는 마라카이보 호수에 있는 전통적 원유 생산량이 OPEC 할당량
기준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 원유와는 달리 오일샌드
의 개발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부족,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
로 인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차베스 정권이 등장하면
서 오리노코 오일샌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위해 앞에서 논의한 것처
럼 차베스 정권은 먼저 2001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통해 오리노코 프로젝
트를 포함한 6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단행했다. 또 2007년 오리노코 개발사
업에 대한 제2차 국유화 조치를 통해 PDVSA가 투자지분의 60%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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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었다.
차베스 정권이 오일샌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차베스 정권은 100년 넘게 이어온 원유 생산국과 수출국이라는 베네수
엘라의 운명을 명확히 인식한 듯하다. 그동안 많은 베네수엘라 정권들이 친
미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석유의존적 정치경제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
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많은 역대 정권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수출의
다양화를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차베스 정권 역시 베네수
엘라 수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원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석유 생산량이 2002~03년 총파업 이후 2006년부터 최
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51) 따라서 차베스 정권은 파업으로 인한
감산과 생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운명이 석유에 달려 있다고 보
고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를 개발한 청
사진을 제시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의한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수
입은 석유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차베스
정권이 목표로 하는 대외적인 반미정책과 볼리바르가 이상향으로 간주했던
중남미 지역통합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자신의
정권유지와 함께 국내 사회적 통합기제로서의 빈민층에게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베스 정권의 대외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고유가의 유지는 필요조건 중 하나다. 차베스 정권에
는 다행스럽게 1999년 말 이래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덕분으로 국제
유가가 1999년 배럴당 평균 20달러에서 2008년 배럴당 평균 100달러로 5
배 이상 폭등했다.

51) BP(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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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00년 석유 수출 관련 전체 수입이 51%에서 2006년 56%로
상승했으며 석유 수출은 1997년 77%에서 2006년 89%로 증가했다.52) 국제
유가상승으로 2003~08년 동안 GDP는 연평균 13.5%로 상승했다.53)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전통적 경제기반
을 다양화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석유 수출에 종속된 베네수엘라 경제는
차베스 정권이 직면한 주요 문제의 하나다. 결국 2009년 미국경제의 침체가
글로벌 경제침체로 이어지자 베네수엘라 경제도 평균 3.3%로 축소되었다.
2010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0.5~1%로 예상하고 있다.54) 요약하면 석유 관
련 글로벌 자원 경쟁은 캐나다는 물론 베네수엘라도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
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유도했고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전망을 차베스 정권
은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이러한 전망 때문에 오일샌드의
개발에 따른 부정적 부산물인 환경오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권은
오일샌드의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는 차베스 정권이 오일샌드의 개발
을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또한 대외적으로 지역통합의 이상을 달
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52) Cannon(2010), p. 87.
53) Weisbrot et al.(2009), p. 6.
54) Frank J. Danie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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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차베스의 국내 정치의 핵심은 ‘볼리바리즘(Bolivarianism)’과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Socialism for the 21st Century)’다. 이를 위해 그는 새로운
헌법 개정들을 통한 농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다. 이러한 차베
스의 조치는 중상류층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차베스의 조치
에 대해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2012년 차베스는 대통령직에의
재도전을 피력했다. 그는 PSUV(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를
주축으로 연합좌파정당(Polo Patriótico)의 공천을 받았다.
그의 10년 넘은 재임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빈곤율은 상당히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국유화의 부정적 부산물로 등장한 식량과 도시 범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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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차베스에 대항하여 현재 중상류층
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도 MUD(Coalition for Democratic Unity)를 주
축으로 선거연합을 선언했다. 7명의 후보군들을 보여준 야당은 2012년 2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표 5-1]
에서 보듯 2012년에도 차베스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표 5-1. 베네수엘라 역대 대통령 선거 ❚
(단위: %)

후보

1998년

2000년

2006년

차베스

56

60

63

제1야당

40

38

37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진
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의 전환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일단
2012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차베스의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가 4선에 성공하면 올해는 그의 주요 에너지정책의 2단계(2012~30)가 시
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필
수적 요인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
적인 경기침체가 해소되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차베스의 사회
주의 개혁은 지속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2년 유럽 및 미국의 경기가 여
전히 침체될 것으로 전망할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은 보장 못하며 원유 수출
을 기반으로 하는 차베스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새로운 장벽에 부닥칠 가
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오히려 오일샌드의 개발에 한국기업의 진출가
능성은 현재보다 더욱 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오일샌드에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차관 및 투자를 명분으로 차베스 정권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베스는 제2 또는 제3의 개발협력 관련
파트너를 물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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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1999년 차베스(Hugo Chávez: 재임 1999~현재, 1999년의 신헌법에 의해
2000년과 2006년에 63%를 획득하며 재선)가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되
면서 그는 대외적으로 반미정책을,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
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통해 그는 사회주의(Socialism of the
21st Century), 참여민주주의(Venezuelan Communal Councils and Bolivarian
Circles),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와의 협력(EU와 IMF를 모방한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와 Bank of the South)을 강조한다.55) 대내적
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2001년과 2007년 토지와 석유산업의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법과 국유화를 공표했다.
차베스는 반미정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새로운 동
맹세력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는 지역통합이라는 명분(Petrocaribe
initiative 2005)하에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및 인근 카리브 국가들에 국제 시
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현금보다는 장기차관 형식으로 원유를 공급한다. 이
이니셔티브하에 실행되는 원유량은 하루 8만 배럴이다. 특히 차베스 정권은
미국의 쿠바 봉쇄정책에 반해 쿠바에 하루 9만 배럴의 원유를 특별 공급하
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 같은 에너지 강국과 협력
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베스 정권은 2005년 석유를 중남미 국가 및 카리브
국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관련 국가에 외교적 영향력을 적극적
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또 2006년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포함한 30억 달
러의 무기를 구매했다.
이 때문에 1942년 이래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베네수엘

55) Ellner(2002), pp. 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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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거의 적대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쿠바 및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봉쇄정책에 반하는 차
베스의 쿠바 및 이란에 대한 우호적 외교관계다. 다른 하나는 OPEC 국가들
에 압박을 가해 석유가격 대한 인상한 것이다.56) 결국 국제유가는 1999년
연평균 배럴당 19달러에서 2000년 연평균 25달러로 상승했다. 차베스의 반
미정책은 2001년 공화당 출신 부시(George W. Bush: 재임 2001~08)가 대
통령에 당선되면서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차베스가 베네수
엘라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유가를 인상했을 때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차베스 정권의 반미정책은 2002~03년 PDVSA가
파업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2002~03년 PDVSA의 파업을 계기로 차베스에 대한 군사쿠데타가 일어
났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파업에 따른 약 2만 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는 베네
수엘라 석유산업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상
승은 이를 상당히 만회하게 만들었다. 쿠데타 실패 후 양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차베스가 쿠데타에 미 군부가 비밀공작과 개입을
벌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7) 미국은 이러한 차베
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는 2005년 베네수엘
라 주재 DEA 요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베스 정권이 DEA와
의 국제공조를 중지시키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반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군수장비의 수출을 금지시켰다.58)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의 무장혁명군(FARC)을 지원한다는 이
유로 베네수엘라가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스페인으로부터 무기 및 군수

56) 2000년 8월 OPEC 의장국으로 차베스는 걸프전 이래 처음으로 사담 후세인을 방문했다.
57) Duncan Campbell(2002).
58) Sullivan(200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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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로비를 통해 억제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까지 베
네수엘라를 국제반마약협정을 충실히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로 지정했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유보했다.59)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그런
지정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지정이라고 비난하고 군수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가 베네수엘라의 해안경비대에 의한 반마약작전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
다.60) 양국의 외교적 논쟁과 언쟁은 2006년 UN 총회 연설에서 차베스가
부시대통령을 ‘악마(the devil)’로 부르면서 격화되었다.61) 결국 2008년 9월
양국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이듬해 민주당 출신 오바마(Barack Obama:
재임 2009~현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09년 6월 양국의 외교관계는 복
원되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레리 팔머 신임 미국 대
사의 부임을 거부한 것에 대해 미국도 보복조치로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에
대한 추방 의사를 밝히는 등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
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한 협약과 민간 핵관련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으로 베네수엘라 최초
의 통신위성을 발사했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지적했듯 차베스 정부는 베네
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의 부임을 거부했다. 2010년 차베스 대통령은 반 미
국가인 이란을 방문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에 서약했다.
2005년 PDVSA는 중국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설했다. 차베스의 반미정책
은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원유의 매장량과 생산량
에 기반을 둔다. 이와 함께 막대한 양의 비전통적 원유인 오일샌드는 차베스
의 반미정책에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59) Sullivan(2008), p. 45.
60) Sullivan(2008), p. 46.
61) BBC News, 2006. “Chavez tells UN Bush is ‘devil.’” (sep 20),
http://news.bbc.co.uk/2/hi/americas/5365142.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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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권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62) [표 5-2]에서 보듯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은 2010년
미국이 전체의 43%를 차지하여 여전히 1위이고 중국은 6%에 불과하다. 그
러나 [표 5-2]에서 보듯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소는 베네수
엘라 자체의 원유 생산량의 감소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베네수엘라
로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5-1]에서
보듯 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에서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8년 베네수엘라(9%)는 미국의 석유 수입국 중에서 캐나다(21%),

❚ 표 5-2.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량 ❚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62) 1960년 미국의 총 원유 수입량의 50%가 베네수엘라에서 충당되었으나 1981년에 6.8%로 급락했다.
비록 1996년 18%로 상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은 감소하여 2008년의 경우 9%로 하락했
다. 2009년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량의 약 43%인 119만 배럴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이 수
치는 2007년의 136만 배럴보다 감소한 수치다.

122│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멕시코(11%),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네 번째다.63) 또 베네수엘라는 총수입
의 1/3을 미국으로부터 얻는다. 이런 이유로 2006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36%로 증가했다.64)
대내적 개혁정책으로 2001년과 2007년 차베스 대통령은 에너지 회사에
대한 국유화의 단행을 시작으로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의 재분배를 실시했다.
또, 석유산업에 대한 국유화의 일환으로 오리노코의 오일샌드에 대한 프로젝
트를 장악했다. 그러나 두 미국 석유회사[엑손모빌(Exxon Mobil)과 코노코필
립스(ConocoPhilips)]는 오리노코 개발에 대한 다수 지분을 베네수엘라 정부
에 인계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사업에서 축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2월 차베스의 급진적 사회주의적 정책 및 혁명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근소
한 차로 패배하여 그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한 번 좌절을 맛보았다. 그러나
2008년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국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에너지 관련 배급회사에 대한 국유화를 시행했다. 2009
년 차베스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 진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2012년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차베스 정권의 반미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
켰다. 하나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원유
수입국의 창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정제 문제다. 전자
는 중국이 미국 다음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새로운 강력한 원유 수입국이 되
어 해결할 수 있었다. 후자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원유조차 대부분이 유황이 많이 함유된 API 20° 이하
의 중질유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정제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2010년 원유생 산량은 하루 247만 배럴이지만 정제능력은 하루 130만 배럴

63) Brune(2010).
64) James Surowieck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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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중국의 해외 원유 수입 ❚
(단위 : 일일당 천 배럴)
앙골라
기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란
수단
베네수엘라

러시아

자료: TIME, “Facts Global Energy.”

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약 100만 배럴을 정제하려면 가격과 운송 면에
서 가장 근거리인 미국 걸프해안(Corpus Christi)의 정제시설을 이용해야 한
다. 2009년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미국에서 96만 배럴을 정제했다.
이처럼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원유 정제의 다양화
를 시도했는데 가장 주목할 것은 중국이다.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은 2005년
하루 3만 9,000배럴, 2008년 12만 배럴, 2009년 16만 배럴, 2010년 33만
1,000배럴,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 배럴을 목표로 하고 있다.65) 그리고
2009년 말에 베네수엘라의 PDVSA와 중국의 CNPC는 광동지역에 베네수
엘라 원유에 대해 하루 40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합동정제소의 건설에
합의했다.66) 차베스 정권의 반미정책은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

65)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하루 46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하루 13만 2,000배럴을 수입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을 수출하기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Ernesto J. Tovar(2011), “PDVSA is unlikely to increase
oil shipments to China,” EL UNIVERSAL, February 07).
66) EIA(2010), Country Analysis Briefs: Venezuela, Feb,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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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장래 공급 차질을 빚음으로써 미국 내 유가에 심각한 충격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03년 PDVSA의 총파업은 미국 내 유가를 24%까지 급
등시켰다. 차베스의 반미정책은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상호 결합된 이중적 관계를 노출시켰다. 하나는 양국 모두 석유 관련 상호
수출입의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그리고 비전통적 원유는 API가 낮아 고기술의 정제시설이 필요한데
베네수엘라의 정제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근거리에 있는 미국 정제시설의 이
용이 거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에도 불구
하고 양국은 상당 기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67)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정치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
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68)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
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고 단
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엑손모빌(Exxon
Mobil),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BP와 같은 석유회사가 오리노코에
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이 보유한 기술로는 오일샌드

67) James Surowiecki(2007).
68) 물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석유수입이 PDVSA로 하여금 반드시 자본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베스 정권의 부의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하고, 중남미 국가
들과의 상호협정으로 인해 원유수출이 반드시 현금화로 연결되지 않으며, 원유수출의 8%는 중국으로
부터의 차관을 갚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유가상승과 함께 수입품도 연계되어 상승하여 더 많은 지출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Joe Weisenth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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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여전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크게 두 가
지 목적에서다.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공격적인 우
호관계의 확대다. 이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
는 요인이 된다. 다른 하나는 [표 5-3]에서 보듯 보다 더 실질적인 목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남미로부터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오일샌드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69)

❚ 표 5-3. 중국의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 ❚
(단위: 백만 b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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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위키피디아(2011).

중국은 2008년 이래 베네수엘라에 현재까지 총 320억 달러의 차관을 제
공했으며 그 외에도 중국제 무기 수출, 베네수엘라 원유의 수입, 베네수엘라

69) Elli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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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로 건설, 주택,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건설의 투자에 적극
적으로 개입했다.70) 2005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무기 수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중국제 무기를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더
구나 중국은 2010년 3월 오리노코 오일샌드의 개발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
고, 2016년까지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71) 2005년 이래 중국은
19개 국가와 27개의 국제협약을 체결하면서 600억 달러를 투자했다.72) 이
중에서 베네수엘라에만 4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것은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제공한 내
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손해 보는 것이 아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 제공된
차관을 공공건설에 사용할 경우 건설에 사용하는 기계 등 부품들은 거의 모
두 중국제를 사용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중국이 수입할 경우에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국가가 에너지 협력을 주도하는 선린정책을 에너지안보의 기본 정
책으로 추진하고 있다.73) 그 결과 중국은 2006년 차베스를 중국으로 초정했
고, 또한 2009년에는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부주석 시진핑이 베네수
엘라를 방문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투자는 포스트 차베스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변수가 있다. 특히
2012년 베네수엘라의 대선에서 두 가지 변수의 하나는 차베스의 건강문제다.
그는 현재 전립선암으로 고통을 격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야당이 차베스 정

70) Venezuela, China sign oil, mining agreements, way2online, 2009/12/24.
71) Venezuela, China sign oil, mining agreements, way2online, 2009/12/24. The deals include
$16.4 billion to develop the Junin-4 oil block, Sinopec investments to develop the Junin-1
and Junin-8 blocks and a commitment by China National Overseas Oil Corporation (CNOOC)
to develop the Mariscal Sucre gas deposits off the Eastern shore of Venezuela.
72) Where China Buys Oil, US Global Investors, May 06, 2010.
73) Zhao(2008), pp. 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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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동안의 헌법적 권위는 물론 중국과의 국가간의 계약에 공공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차베스가 사망하거나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
할 경우 베네수엘라와 중국과의 각종 협약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가 자본과 기술 외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정유능력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제소
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했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오일샌드에서 추출하는 원유를 정제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와 정유소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DVSA는 2008년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인 중국석유화학회사와 오일샌드의 개발과 정제 관련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정제소는 오리노코의 후닌(Junin) #8이다. 정유소 건설에
대한 중국과의 이러한 협약은 기본적으로 차베스 정권이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 및 정제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74) 이러한 차베스
정권의 친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차베스는 미국의 엑손모빌(Exxon
Mobil)에 석유 판매를 중지했다. 차베스는 2011년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
의 원유 공급을 서약했다. 이것은 중국 석유 수입의 13%에 해당하는 물량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듯 문제는 중국조차 아직은 high
acid, high metals and high sulfur oil를 지닌 오일샌드의 원유를 정제할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일샌드의 개발에 있어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차베스 정
권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이다.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것은 국제유가가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다. 2006~07년도에 각각 9.8%와 8.2%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베

74) http://www.canada.com/calgaryherald/news/calgarybusiness/story.html?id=4d0baecf-f6b04404-8ec2-ea519b4f9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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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수엘라는 2008년 미국의 경기침체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4.8%로 하락하더니 2009-10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각 -3.2%와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변동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대외적인 경제적 불안정은 차
베스 정권의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악화되면서
대내적인 경제적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대내외적
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급기야 2011년 8월 신용평가기관 S & P는 정부의
기업 활동에 대한 간섭, 국유화를 지향하는 관련법의 잦은 개정, 그리고 정
치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강
등했다.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부투자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다.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전 개발에 의해 오염된 베네수엘
라 마라카이보 호수와 나이지리아 델타 삼각주다. 환경오염으로는 단기적으
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
화가 있다. 오일샌드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 개발이 에너지안보의 이슈라면 그 개발의 부작용은 환경안보의 이
슈라고 할 수 있다. 오일개발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문제들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대기오염이다. 정제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화수소
(carbon dioxide)가 대기 속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토양오염이다. 왜
냐하면 오일샌드 자체가 독성 화학물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질오염
다. 정제과정에 사용되는 막대한 수자원이 오염된다. 넷째, 기후변화다. 오일
샌드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태울 때 나타나는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에 의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대기오염이 시간적으로 축적되면서 이루어진다.75)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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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히 분석해보자.
첫째, 대기오염이다. 오일샌드의 원유 생산은 2003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2%로 증가했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국
제유가가 상승하면 오일샌드에서 추출하는 원유의 생산량도 빠른 속도로 증
가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이다. 하나는 무색의 독성 물질인
황산화수소(H2S; hydrogen sulfide)의 점증하는 방출이다. 2007년 앨버타
주정부는 환경보호진흥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Act)
에 따라 개발회사[선코 에너지 기업(Suncor Energy Inc.)]에 황산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경보호령(Environmental Protection Order)
을 내린 바 있다.76) 다른 하나는 대기오염의 핵심인 탄소의 방출이다. 앞에
서 지적했듯 오일샌드는 전통적 원유보다 3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재 캐나다가 실행하고 있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계획이다.77)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78) 이는 대기청정도(the Air Quality
Index)의 기준치인 다섯 가지 요인들(carbon monoxide, nitrogen dioxide,
ozone, fine particulate matter, sulfur dioxide)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
한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토양오염이다. 오일샌드를 개발하려면 주변의 많은 수목을 벌목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방풍림이 벌목되고 있다. 2006~07년 베네수엘라
의 경우 오일샌드가 있는 인근 토양의 약 420km2가 벌목되었는데 이중에서
2

약 65km 만이 재개발과 재복구 중이다.79) 이러한 산림 파괴와 함께 2차적

75) Smandych and Kueneman(2010).
76) Government of Alberta(2007).
77) 2008년 7월 앨버타 지방정부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다.
78) Andrew Nikiforuk(2009), p. 26.
79) Government of Alberta 홈페이지, “FAQ: Oil Sand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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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양오염은 오일샌드 자체의 중금속은 물론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솔벤트와 같은 화학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토양오염은 순환사이
클을 통해 인근 산림을 더욱 황폐하게 만든다.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산
림 파괴와 토양오염이 주변의 습지, 연못, 호수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생물의
생태계의 파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토양오염은 인간을 포함한 생
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산림정책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
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션 세미야(Mision Semilla: 일명 ‘씨
앗 임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산림지역을 많이 만들어 온실가
스를 흡수하고 배출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많은 수종의 씨앗
을 모아 2005년 한 해에만 3만 5,000헥타르의 산림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
행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평균 10만 헥타르의 산림지역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이행 중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
라 정책 결정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토양 침식을 막는 데 제일
유용한 방법을 산림 개발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질오염이다. 오일샌드는 독성화학물질[바나듐(vanadium), 니켈(nickel),
납(lead), 코발트(cobalt), 수은(mercury), 크롬(chromium), 카드뮴(cadmium),
비소(arsenic), 셀레늄(selenium), 구리(copper), 망간(manganese), 철(iron),
아연(zinc)]을 함유하고 있다. 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오염된 물은 강과 호수
로 흘러 들어간다. 오일샌드에서 원유 1배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3배럴
의 물이 필요하다. 재사용되는 물은 0.5배럴에 불과하다. 물의 재사용을 높
이기 위해 개발한 방법이 염분이 있는 물을 사용하는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방식이다. 이 경우 물의 재사용은 90~95%까지
가능하다.80) 그러나 이 방식의 문제는 엄청난 고체형 폐기물을 남긴다는 사

80) Humphries et al.(2008), p. 2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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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한편, 담수의 재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담수의 대부분은 오염된
호수를 형성한다. 2007년 캐나다의 경우 그 넓이가 약 50km2이다. 2007년
캐나다 환경단체(Environment Canada)는 연구를 통해 오일샌드 주변 지역
에서 물고기들의 기형과 종양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것은 오염된 물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는 캐나다와는 달리 유정에 물을 섞어
추출하는 방식(emulsion)을 택한다. 이것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물의 사용을 최소화는 방법과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첨단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다. 오일샌드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탄소배출량이 대기오염
외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CO2의 온실효과에 의한 장기적
인 기후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다. 오일샌드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배럴당 약
75kg의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것은 석탄을 태울 때 방출되는 탄산가스의
90%와 맞먹는 수치다.81) 2006년 캐나다는 4,000만 톤의 탄산가스를 방출
했는데 이것은 캐나다 전체의 5%이고 전 세계의 0.1%를 차지한다.82) 이것
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6%를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1999년에 비해 26%
상승한 수치다. 2011년에는 그 2배인 8,000만 톤을 방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5년에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은 8%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83) 오일샌드로부터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는 1992~2002년 사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배럴당 26%가 감소했으나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여 총 온실가스 방출량은 증가하고 있다.84) 이 때문에
2008년 앨버타 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전략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81) David Strahan(2009).
82) Greenpeace Canada(2007).
83)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2008), p. 4.
84) Woynillowicz et al.(2005),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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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5)
기후변화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대응책은 우선 환경부를 통해 국가리스크
관리위원회(National Risk Commission)를 설치한 것이다. 2005년 베네수엘
라의 환경부는 베네수엘라의 밤 기온이 지난 60년간 평균온도에 비해 이미
섭씨 2.5도 상승했으며 지난 50년과 비교해 서늘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수량은 이미 많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베네수엘라
의 농업지역인 따치라(Tachira)에서 농업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
라 일부 지역에서 식수난을 야기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기
후변화 측정 및 모니터링의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부족분과 증가분을 측정
및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통계학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총 배출의 0.48%를 차지한다. 따라서 점점 증가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적응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노코 강유역의 보존과 관리 부분에 많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준한
국가다.

85) Government of Albert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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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데이비드 츠바이그(David Zweig)에 따르면 자원 외교(Resource Diplomacy)
란 “한 국가의 자원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외교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1)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
고, 2) 적절한 가격에 에너지와 자원 공급 유지할 수 있으며, 3) 특정 지역
으로의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자원외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
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다. 특히
조선, 전자제품, 자동차 등 한국이 주로 제조, 수출하는 품목들은 에너지 자
원의 소비를 고도로 요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자원 수입의
존도를 인식하며, 한국의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상당 부분의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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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수입의 30% 이상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충당). 이러한 자원 수입의존
도를 고려할 때 자원안보를 위해 한국의 자원 공급처를 더욱 다변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역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자원 수출국들과
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원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 저개발 국
가에 발전 지원, 즉 인프라망을 공급하는 한편 자원 수출국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건을 두고 볼리비아 정부와 체결한 상호 양해각서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 발
전과 자국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안보를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
적인 확보는 중요한 일국의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
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의 외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는 그 매장량의 규모와
현실적인 경제성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 공급처의
다변화의 활로로서 그 가능성을 모색해볼 가치가 충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오일샌드는 원유를 포함하고 있는 다공질 사암으로 원유가 천연 아스팔트
화 되어 있는 것은 타르샌드(tar sand)라고 한다. 오일샌드에서 열처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유를 추출해 정제하면 보통의 석유에 가까운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조 5,000억 배럴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 특히 캐나
다와 베네수엘라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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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일샌드는 원유와 달리 별도의 추출,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비싸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유가 상승과 새로운
기술 개발로 그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
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지속성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에서 중
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오리노코 오일 벨트(Orinoco Oil Belt or Faja
Petrolífera del Orinoco)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더욱 현실성이 확인된다. 더
불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먼저 고려할 것은 베네수
엘라 현 정부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리노코 벨트 개발 프로
젝트의 다양한 면모다.
세계 오일샌드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 대부분의 매장량이 국가 동쪽의 오리노코 강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을 ‘오리노코 오일 벨트(Orinoco Oil Belt)’ 또는 ‘파하 페트
롤리페라 델 오리노코(Faja Petrolífera del Orinoco)’라고 부른다. 오리노코
벨트는 오리노코 강을 따라, 과리꼬(Guárico), 안쏘아떼기(Anzoátegui), 모
나가스(Monagas) 그리고 델타 아마쿠로(Delta Amacuro) 주에 걸쳐 있는
약 5만 5,314km2의 지역을 일컫는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네수엘라에
서는 오일샌드를 엑스트라 헤비 오일(extra heavy oi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의 엑스트라 헤비 오일 매장량은 약 1조 2,000억
배럴(1.9×1011m3) 정도로, 캐나다 앨버타의 오일샌드 매장량과 함께 전 세계
오일샌드 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원유(conventional
oil) 매장량과 거의 동일한 양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따르면 오리노코 벨트의 생산가능
3

한 오일샌드 매장량은 2,350억 배럴(1.9×1011m )로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은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수치다. 2009
년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따르면 오리노코 벨트의 엑스트라 헤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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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량은 5,130억 배럴(8.16×1,010m )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베네수
엘라 오리노코 벨트의 개발과 생산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보야까(Boyacá) 지구, 후닌(Junín) 지구, 아야꾸초(Ayacucho) 지구, 그리고
까라보보(Carabobo) 지구로 나뉜다. 각 생산 지구의 개발은 베네수엘라 국
영회사와 국내외 민간자본의 공동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며, PDVSA가 그 투
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되
어 있는 오일샌드는 그 매장량은 많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과 투자가 상
당 부분 필요하며 운송에 있어서도 그 한계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 구체적으
로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의 오리노코 오일샌드 개발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6)
베네수엘라 정부의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은
석유파종계획(Oil Sowing Plan)은 총 여섯 가지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발전 계획은 시기별로 2단계(2005~12년, 2012~30년)
로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첫 번째 시기인 2005~12년에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발전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액이 약 560억 달러에 이르며 이 투자액의 70%를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리고 나머지를 민간 부문의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베네수
엘라 에너지 개발은 총 6개의 기본 축—1) 대보유량(Magna Reserve), 2) 오
리노코 계획(Orinoco Project), 3) 델타-카리브 계획(Delta- Caribbean Project),
4) 정제(refinement), 5) 기반시설(infrastructure), 6) 지역통합 및 협력계획
(integration) —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
리노코 벨트 프로젝트의 여섯 가지 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리노코 벨트에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또는 오리노코 역청탄(Tar Sands)

86)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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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추정 매장량
은 2,350억 배럴(3.74×1,010m3), 그리고 2009년 미국지질조사소(USGS)의
3

보고서는 5,130억 배럴(8.16×1,010m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량
을 기준으로 생산과 개발의 각 축의 활동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보유량(Magna Reserva) 프로젝트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계획은 오리노
코 벨트에 매장된 전체 탄화수소량을 수량화ㆍ증명화하는 작업이다. 특히 마
체테(Machete), 주아타(Zuata), 아마카(Hamaca) 그리고 세로 네그로(Cerro
Negro) 지역들에 대한 추정 매장량을 확인 중이다.
실질 대응방안: 매장량에 대한 추정과 탐색 기술 능력 배양은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활성화나 해외 진출을 위한 근간이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전문가 양성은 시급한 문제다. 오일샌드와 관련해서 동 사업
관련 정보력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미래 에너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일이다.

2) 오리노코 프로젝트(Orinoco Project)
현재 27개의 블록이 선택되어 대내외적으로 사적 부문과 공동개발 및 생
산이 계획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탄화수소산업의 주요 전략지로서 베네수엘
라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되도록 한 지역에 해외 자
본이 집중되는 것은 피하고 있다. 지방 거주민들의 고용과 정확한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오리노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주택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 및 생산 블록은 PDVSA가 전체 지분의
60%를 갖고 있는 가운데 외국 투자와 공동으로 생산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지역인 후닌 블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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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닌 블록 2는 현재 뻬트로베트남(Petrovietnam)과의 협력하에 개발이 진
행 중이다. SNC-Lavalin의 경우는 2010년 3월 10일 개발 관련 엔지니어링
계약을 완료했다. 2011년까지 1일 기준 1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블록 4는 CNPC와 공동개발(40%)이 진행 중이며 2013년까지
1일 생산량이 약 4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 5는 ENI와 공동
으로 개발 중이며 2013년까지 1일 7만 5,000배럴 생산이 목표이다. 이 개
발 계획에는 자동차 원료 생산을 위한 정제시설 건설도 포함되었다. 후닌 블
록 6은 러시아 석유회사와 컨소시엄(Rosneft, Gazprom Neft, Lukoil,
TNK-BP 과 Surgutneftegaz 포함)으로 개발 중이다. 1일 45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목표치다(그림 6-1 참고).

❚ 그림 6-1.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오일 벨트 블록 개발 ❚

보야카

주닌

아야꾸초

까라보보

자료: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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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닌 블록 1과 10 그리고 11은 현재 공동개발 파트너가 없는 상태다. 모
두 합쳐서 1일 생산량이 20만 배럴로 예상되는 블록들이다.
까라보보 1은 Repsol YPF(11%), Petronas(11%), ONGC(11%), Indian
Oil Corporation(3.5%) 그리고 Oil India(3.5%)와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까라보보 1 북쪽, 까라보보 1 중앙으로 구성되며 2013년까지 1일 생산량 40
만 배럴에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까라보보 3은 쉐브론사(Chevron Corporation)(34%), Suelopetrol(1%),
Mitsubishi Corporation과 Inpex(5%)가 참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까라보보
블록 2, 블록 3 그리고 블록 5로 구성된다. 2013년까지 예정된 생산은 1일
40만 배럴이다. 하지만 까라보보 2 블록은 외국 파트너가 없다. 한국은
2011년 2월, 까라보보 1과 3 블록에 진출하고 있다.
실질 대응방안: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여건 중 우리나라의 진출을
저해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문제나 수송 인프라 또는 개발 기술 등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인한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수익
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관련 개발 기술을 가지
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석유 자원에 대한 소유권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 진출은 더욱 리스크가 크다. 현재 오
리노코 벨트에 진출한 기업은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다. 이러한 제도
적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생산 접근보다는 탐사와 개발 사
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오리노코 벨트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컨소시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계 메이저급
기업들과의 공동개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 적은 지분이
지만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특히 현 차베스 정권은 오리노코 프로젝트를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반미주의자인 차베스 정권과 거리를 더욱 두게 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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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노코 벨트 프로젝트에서 확인되듯이 일본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
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

3) 델타-카리브 프로젝트(Delta-Caribbean Project)
천연가스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동쪽 해양 연안 지역에 위치한 델따나 플랫폼(Deltana Platform)
을 축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가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 베네수엘라
의 북서부에 위치한 파라구아나 지방(Paraguaná Peninsula)에서도 개발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 대응방안: 천연가스 탐사 개발 사업은 석유와는 달리 다소 덜 민감
한 부분으로 자원국유화를 피해갈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 가능성, 개발과 더불어 고려되는 판매시장의 문제,
초기 투입비용과 낮은 천연가스비와 투자비용 회수 기간의 불균형 등을 고
려하면 그리 큰 영향력은 없어 보인다.

4) 정제(Refinement)
베네수엘라의 정제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늘날 PDVSA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국가석유개발계획(Oil Sowing Plan)에는 새로운 정제소 창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카브루타(Cabruta)는 1일 40만 배럴 정제 용량을, 바
타야 데 산타 이네스(Batalla de Santa Ines)와 카리피토(Caripito)의 경우는
각각 5만 배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3개의 정제소를 만들고 현재
존재하는 정제소들의 능력을 개선하면 하루에 70만 배럴(11만 m3/d)의 정제
가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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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개발
생산된 석유 자원을 관리 운송할 중앙 센터와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5년 베네수엘라와 이웃국인 콜롬비아는
트란스구아히로(Transguajiro)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정제 및 인프라 분야 실질 대응방안: 정제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오일샌
드 개발과 더불어 시추장비, 개질시설, 발전소, 도로, 주택,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플랜트 건설 기업의 적극
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서 베네수엘라가 필요
로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의 연계 진출은 필수적이다. 이후 운송과 수송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는 한국의 강점인 조선업과 물류 서비스 분야가 장점으로 작용할 것
이다. 이러한 개발 관련 건설비나 운영비를 석유 자원으로 대체하여 자원외
교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오리노코 벨트의 오일샌드 개발은 베네수엘라 입
장에서 보면 석유메이저 회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또는 노하우
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오일샌드 캐나다 진출 등에 대한 해외
협력 사례도 부족한 편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변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6) 남미 에너지통합(energy integration)
우고 차베스의 지정학적 통합 논리는 석유 자원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이
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뻬트로카리브(Petrocaribe). 뻬트로수르(Petrosur), 그
리고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뻬트로브라스(Petrobras)와 정제소를 공동으
로 건설한 바 있다.
실질 대응방안: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는 수많은
‘임무(mission)’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저소득 또는 빈곤 계층에 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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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는 재원은 PDVSA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국가 재정의 70%가 사회복지 분
야에 투입되고 있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스스로 석
유개발사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베네수엘라의 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통합 프로젝
트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선물 주기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베네수엘라 에너지정책을 감안하면 장기적 차
원에서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에너지정책
은 점점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고갈되자 해외 차관을 통해 이를 보전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 ‘원유공급조건부 차관’을 들여오거나 점점 공동
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재정의 위기와 경쟁력 약화, 투자의 감소와 생산량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정책적 악재들이 지속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은 더 일찍 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잠재성 있는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시장의 선
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자원외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
음과 같은 실질적인 진출방안이 요구된다.

—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을 베네수엘라로 확대하고 친환경 개발 기
술을 향상시킴.
— 초기 단계에서 기업보다는 정부간 관계 성숙과 자원외교 분야에서 정
부간 협력 강화 필요
—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양자 에너지협력체 등 다자간 협력 강화
— 베네수엘라 향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양자간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과 교육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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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차베스 정권하의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정책과 석유정치(petropolitics)의 동
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향과 흐름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각 민족국가들
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또 이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각국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어왔다. 에너지 자원과 관련
된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같은 에너지 자원 수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석유가 국내외 정책에서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1999년 차베스 정권이 등장한 이후 석유부문에 기반한 국내
외 정책을 펼치면서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더욱 커졌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각 민족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비단 에너지 자
원 개발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국면뿐 아니라 일국의 국가전략과 관련된 외
교와 국가간의 권력 게임과 관련된 정치의 국면으로 확대되었다. 베네수엘라
에서는 특히 차베스 정권의 등장 이후, 국외 정책 차원에서 자국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한편, 국내 정책상으로 석유 자원을 통한
각종 경제, 사회 정책적 실험을 시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고유가가 유지되는 한편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을 통해
석유부문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풍부한 석유 자원에 기
반한 국내외 정치의 성공 여부를 보장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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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 매장량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엑스트라 헤비 오일로 그 생산과정
이 복잡하여 많은 투자와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그 운송과 정제를 위한 기
술적 요인으로 수출처도 상당 부분 제한되어왔다. 이것이 차베스 정권이 반
미라는 정치적 레토릭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원유 수출의 상당 부
분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요인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수출국의 다변화
를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자원
의 수출 경로의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윤은 물론, 이를 통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
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수입처의 다변화를 시도
하며 자국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사정과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고려해볼 때,
기술적, 외교적 접근을 통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은 한국의 자원안
보 강화와 외교관계 다양화를 위해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비전통 석유의 최대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자원, 특히
오일샌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호는 자원개발사업이 대규모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고수익-고위험 사업
이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공기업이 선도투자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높은 위험 수준과 장기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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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이 비교적 위험이 높은 탐사·개발
단계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상업성이 확인된 이후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
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관심사
와 수용국의 개발 의지를 활용하는 자원개발-개발협력의 패키지형 자원외교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87)
황규득은 대아프리카 자원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에 비
해 후발주자이고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재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발전설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기술과 석유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방
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황규득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만 집착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88)
이달석, 최성희, 오세신의 연구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IT·플랜트·사회간
접자본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산업과 현지의 자원개발을 연개하는 패
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투자 위험 즉, 비용 위험, 금융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부분의 투자에 대해 보장을 해주
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89)
우리 정부도 패키지형 진출모델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를 최초로 언급했다. 이 계획은
패키지형 진출모델을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 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모델’로 규
정하고 있다. 이후 2007년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16)에서 ‘패

87) 김원호(2008), p. 153~154.
88) 황규득(2008), p. 176, p. 185.
89) 이달석, 최성희, 오세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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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형 자원개발’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2007년
계획에서는 에너지산업 위주에서 조선, 건설·플랜트, 문화, 통신 산업 등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인프라 공급 등과 연계되는 “자원개발 동반 진출, 동반 성장”의 개념
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90)
기존 연구들의 공통점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패키지
형 자원개발모델’을 한국에 합당한 자원개발 유형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다. 기존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은 경제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국가가 투
자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여 투자를 유도
하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을 단기적 경제이익 실현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현 베네수엘라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 차베스 정부는 국제 공개경쟁 입찰보다는 정치·경제적
인 양국 간 관계를 고려한 양자 간 협정을 통해 계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양자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계 개선의 노
력과 베네수엘라 정부를 장기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베네수엘라와의 자원개발협력은 자원개발과 개발협력의 연계 또는 자원개
발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역할을 민간투자의 위험 감소에 한정하기보다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 선진국들과 중국이 베네수엘라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한국의 가치를 중국보다 낮
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을 자원 협력 중점 국가로 규

90) 김성일 외(2009), p. 34, p. 37.

147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

정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는 중요도가 낮은 투자 유치 및 기술 이
전을 통한 협력 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91)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관점이 아니라 협상의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오일샌
드 개발의 진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제협력의 관점이 협력의 환경
과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면 협상의 관점은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92) 협상론이 갈등을 해
결에 치중한 관점이기는 하지만 협력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모색되
고 있는 패키지 진출방안, 즉 상생(win-win) 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보면 상생전략은 협
력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다.93) 협력적 전략은 모든 상황에서 성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상생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먼저 당사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의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서로가 상호관계
(relationsh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100%의 승리가 아니라 50%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상호 입장이 정립되어야 한다.94)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해관계
(interests) 분석과 이슈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91) 외교통상부(2008), p. 5.
92)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Oran R. Young(1989); Arthur A. Stein(1990)을 참고.
93) 협력전략에 대해서는 Roy J. Lewicki, A. Hiam and K. W. Olander(1996), pp. 99-119를 참고.
94) Roy J. Lewicki, A. Hiam and K. W. Olander(1996),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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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협상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이해관계(interest)란 당사자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두려움,
염려, 필요로 정의된다.95)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참가자들이 특정
입장(position)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
정은 “왜 그러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발견될 수 있다.

1) 베네수엘라의 이해관계 분석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발견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는 국유화 조치를 통해
서 오일샌드 개발을 추진하려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석유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자원에 의존한 국가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선진경
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자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
출하며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
원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자원 풍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자원 희소국의 경제성장
률에 미치지 못했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를 유지한 국가들은 낮은 생활수준

95) William L. Ury, Jeanne M. Brett, and Stephen B. Goldberg(1998), p. 4. 50%의 해결책은 상대를
석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익을 얻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
지 않고 상대방에서게 중요한 사안에서는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I. William Zartman
(20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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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빈곤,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해왔다.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어린들의 영
양 상태, 낮은 건강 재정, 낮은 초·중등 교육률들이 석유 수출국의 사회적 불
평등의 현주소다. 또 자원에 의존한 국가들은 정부 관련 청렴도도 낮다. 자
원의 풍요는 권위주의체제와 낮은 거버넌스를 가져왔다. 자원에서 얻어진 수
입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으로 인해 내란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었다.
자원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오일쇼크 이후 일시적 경
제 호황을 누렸던 자원 수출국들은 오일쇼크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소비가 줄어들자 석유 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수요가 감소
하면서 그 결과 장기 경제침체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역조건(Terms of trade)
은 악화되고, 자원 의존 경제가 심화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원이 고갈되
는 국가도 나타나게 되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만의 이
야기는 아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원유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인해 환율
변동이 발생했다. 환율변동은 네덜란드 국내 산업생산과 농업 부분의 생산을
위축시켜 네덜란드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원의 저주가 향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이를 극복하고 자원을
경제 도약의 바탕으로 활용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원의 저주
가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과 자원 부국들은 이 점을 향상 염두에
두고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자원 저주의 근본적인 원인 가격 변동 폭이 넓어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입
안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fication)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분야가 다른 경제
분야와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연계를 가져야 한다.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산업
연계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다. 자원분야의 수익을 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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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infantry industries)에 투자할 경우 자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얻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또 외화보유고 증가도 자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자원 수출로
외화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제품의 가격이 상승되고 타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조업에 치명적인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자원 경제분야와 타 경제분야를 유기적으로 구성
하기 위해 차베스 정부가 선택한 국가전략은 자원산업의 국유화였다. 국유화
정책은 차베스 대통령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반미, 사회주의 정책과도 상통하
는 정책이었다. 차베스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발하여 “21세기 사
회주의 건설”과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내생적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발전’ 및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완제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
제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회사[베네수엘라 국(공)영기업
및 공공조합의 절대 지분율 참여] 설립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확
대시키려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6)
이 과정에서 오일샌드는 경제에 활력과 동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긴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
우 오일샌드 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경제활동에서 8달러의 효과를 창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오일샌드의 자원과 제조업 발전을 연
결시키는 합리적 정책이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의 자원민족주의를 통한 내생적 경제성장 정책은 또
다른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자원민족주의와 복지의 딜레마로 요약

96) 외교통상부(200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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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차베스 정부는 2003년 이래 미시오네스(Misiones)라는 사회복지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시오네스는 교육과 건강, 그리고 인디오 원주민들
의 권리와 주택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이 프로
그램을 시행하는 데 130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한 재원
의 대부분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관련 기업에서 조달된다.97)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미적이고 반자본주의 성
향의 차베스 정부는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유화로
인해 해외로부터 대규모 신규 자본투자가 유입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파업
등 반발로 기존 생산능력마저 떨어졌다. 차베스는 해고라는 강경한 대응을
택했으나 이후 숙련 기술 노동자의 부족으로 석유 생산능력은 더욱 감소하
게 되었다. 결국 석유 생산의 감소는 수출량의 감소와 석유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석유 수입의 감소는 복지와 국내 산업의 유기적이고 생산
적인 관계를 위한 제조업 발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이해관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석유 수입의 증가와 둘째, 제조업 발전을 통한 경제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다.
석유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오일샌드 개발에 필요한 해외 신규 자본과 기
술을 유입하고, 생산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
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을 통해 산업 다변화를 실현해
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이해관계 분석
한국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된 원인은 취약한 에
너지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빠른 에너

97) Carlos Bellorin Nunez(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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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1980년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 세계 전체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에너지 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기록해오고 있다. 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
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과 유럽의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치를 기
록하고 있고, GDP 대비 에너지 소비율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
타나고 있다.98)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에너지 다소비 경향은 중화학공업(특히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
강과 석유화학산업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
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
는 1997년에 정점인 97.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동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동의존율은 1998년 63%를 저점으로 꾸
준히 증가하여 현재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
존은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을 높인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될 경우 중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해양수송 루트(SLOC:Sea
Lane of Communication)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유조
선이 통과하는 믈라카 해협은 잦은 해적들의 출몰로 인해 석유 수송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높은 석유의존도다. 1970년대 ‘주유종탄’의 에너지전략에 따라 석유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1994년

98) GDP 대비 에너지 소비율은 2007년 독일과 영국이 1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일본이 1.4를 나타낸
반면, 한국은 2.4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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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후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낮아졌다. 그러
나 이 수치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구조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으로서는 에너지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
게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 한국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석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입선의 다변화는 충분한 석유를 안정
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물량안보(volume-risk)를 해결하는 것이 최
우선이다. 다음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가격 등락의 위험
(price-risk)을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오일샌드 사업은 설비 부문(채광장비, 각종 기자재), 정제 부문(개질설비, 정
유공장), 그리고 판매 부문(파이프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일샌드는
그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석유와 다른 채굴방식과 정제방식 및 기술을 사용
하고 있다. 채굴된 비투먼을 분리⋅추출하는 생산설비와 이를 수송하는 파이
프라인, 그리고 열을 가해 분쇄하고 고압수소를 첨가하거나 탄소를 제거하여
합성원유제품을 생산하는 개질시설이 필요하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비투먼에는 전통적 석유와는 달리 2% 이상의 상당히 많은 황과 바나듐이
함유되어 있어 탈황 및 개질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리노코 오일샌드 생
산 사업은 상류부분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질, 정제 등 하류부분 투자가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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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샌드의 개발은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 오일샌드에서
비투먼을 분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양의 담수가 소요된다. 추출된 오일샌드는
점도가 높아 뜨거운 물을 첨가시켜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비투먼 추출공장
으로 이송할 수 있다. 추출공장에서는 물을 이용하여 비투먼을 추출하고, 추
출된 비투먼은 개질과정을 거쳐 경질유 수준의 인공합성원유(SCO: synthetic
crude oil)로 만들어진다. 통상적으로 1배럴의 합성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2~4.5배럴의 담수가 필요하다. 비투먼 추출을 위해 주입한 고온의 스팀은
타르의 점성을 낮추어 주변 수자원과 토양에 유입된다. 이는 주변지역에서
어로활동과 수렵활동을 어렵게 한다. 한편, 지하수로 발암물질이 유입되어
암 발생 환자 수를 증가시키고, 벤젠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백혈병 발생 빈
도를 높이게 된다.
또 오일샌드 개발은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석에너지가 소
비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증가한다. 원유 1배럴 생산당 CO₂환
산 시 석유는 28.6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오일샌드의 경우는 3배
에 가까운 85.8㎏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산화탄
소의 톤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톤당 가격이 20달러일 경우 1.55달러, 50달
러일 경우 3.87달러, 100달러일 경우 7.75달러의 생산비용이 추가된다.99)
오일샌드 개발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의
경우 상온상압에서는 유동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고온고압의 저류층 내에서
는 유동성을 가지므로 생산을 위해 스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비투먼을 따로 추출하거나 점성을 낮추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
모되지는 않지만 운송과정에서는 점성을 낮추기 위해 가열해야 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20만 오일샌드에서 SOC 20만 배럴을

99) Michael A. Levi(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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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오일샌드 개발과 필요 전력 상관관계 ❚
오일샌드 생산에 필요한 전기량

주: MW=megawatts; SCO=synthetic crude oil.
자료: Government of Alberta(2009), p. 15. 재인용; Andrew Nikiforuk(2009), p. 24.

하루에 생산하기 위해, 시간당 3,300톤의 스팀이 필요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600MW의 발전소가 필요하다.100) 현재 1배럴당 3.4~7 달러의
천연가스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연평균 전력 소비가 4% 증가하고 있으나 20여 년
동안 설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일샌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값싼 전력 공급원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전력 발전원으로 수력 73%,
가스 13%, 화석연료 7%, 디젤 5% 등이 이용되고 있다.101)

100) Andrew Nikiforuk(2009), p. 22. 통계는 Total S.A.의 평가임.
101)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p. 48. 통계는 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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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 원칙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국들이 에너지 자원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 중남미 지역을 중요한 전략적 지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에너지 자원 개발을 두고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
다. 구미 국가들은 식민지 경험과 오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앞세우고, 중
국은 자금력을, 일본은 기술력을 앞세워 다투어 중남미 에너지 자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원개발에 필요한 가용자금의 부족과 채굴, 개질 및 환경
기술에서 뒤처져 있는 한국이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에서 입지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베네수엘라는 대규모 신
규 자본의 유입을 통해 우선 석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공고히 하고, 동시에 제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한
편 한국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을 통해 석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함
으로써 안정된 공급과 안정된 가격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오일샌드의 이슈 분석을 통해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 사회 인프라 특히 전력시설의 확충 및 개질, 정제시설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다. 한국 정부가 민간투자
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정부간
의 협력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의 전수와 농촌 발전 경험,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
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베네수엘라에 노력을 통해 매력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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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장기적 관점으로 오일샌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
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나 장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선정해 추진
하는 것이다.
셋째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점진적 추진은 현재 여러 사정
으로 인해 협력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
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에서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
으나 아직 추출기술과 환경기술에서 앞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쉘 등 메
이저 석유회사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오일샌드의 손익분기점을 배럴당 74달
러에서 50달러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다. 따라서 추출기술과 환경기술
에서 뒤처져 있는 한국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석유 관련 인프라와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상호 이해관계의 충족이다.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내생적
경제발전’ 및 ‘수입 대체 산업화’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수입선의 다
변화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의 경제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쟁국인 중국과 서구 선진국과
차별성을 가지며 한국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진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추진전략
상기의 4대 원칙, 즉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진출, 상호 이해관계의 충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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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한국의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단계적)
장기적 관계 개선

점진적 사업 추진

상호 이해관계 충족

∙한국 이미지 개선
∙개발협력의 강화
∙농촌 근대화의 경험 전수
정부
∙산업화의 경험 전수
∙신도시 개발의 경험 전수
∙기술교육 협력 강화

∙원전 건설사업 추진
∙군사안보분야 협력 추진

∙석유-천연가스 물량의 확보
∙정유 및 철강 산업 진출
∙기술인력 연수

민간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사회 인프라 사업 진출
∙오일샌드 개발사업 진출

∙석유 관련 정제, 수송 사업
참여
∙IT산업의 현지 진출
∙소비재 산업 진출

3) 장기적 관계의 개선과 한국의 이미지 고양
협상론에서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상생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뿐 아니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102)
베네수엘라 자원민족주의는 반서구주의라는 역사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서구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독립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중남미가 종속이론의 시발점이라는 점은 외국 자본 특히 미국의 경제적 정
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남미인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1970년대 수
입 대체 산업화의 실패, 1980년대 외채위기, 그리고 1990년대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sensus)를 통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서구 선진
국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다. 중남미의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도 외국 기업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는 정서가 강하다. 외국 에너지 기
업들의 수탈로 인해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

102)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Leonard Greenhalg(1986), pp. 45-51와
G.F. Loewenstein, L. Thompson and M. H. Bazerman(1989), pp. 426-44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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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남미에는 후유증으로 환경문제만 남게 되었다는
사고도 강하다. 이러한 반서구, 반자본주의적 정서가 베네수엘라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중남미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다른 서구 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기존 대중남미 경제외교가 중남미 국가들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3) 한국은 중남미를 무역흑자 상대로 보고 있고 높은 수입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남미 투자도 미약하며, 성사된 투자도 조립 산
업에 집중된 반면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 결여로 수용국의 산업 발전
과 수출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irez) 베네수엘라 에너
지석유부 장관 겸 석유공사(PDVSA) 사장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KOTRA
조환익 사장에게 한국의 제조업 진출을 부탁하며, 특히 한국이 정보통신 분
야는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양국이 자원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04)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장기적인 우호관계 정립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서구에 대한 중남미 지역의 정서와 유기적 경제구조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자원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
과의 경제협력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유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
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자원의존형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경험 전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개발계획과 예산 편성의

103) 이는 주한 중남미지역 공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원호(2008), pp.
143~144.
104) 연합뉴스, 2009.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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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정책’, ‘기초 인프라 투자’, ‘산업 다각화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 그리
고 ‘경제개발계획 추진’ 분야에 대한 개발 경험의 전수가 필요하다. ‘경제개
발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
에서의 경제개발계획과 재정정책의 연계성,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개발계획과
예산 담당 조직들의 연관관계 증진 방안, 개발은행 설립과 운영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기초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과 신도시 건설 추진의 경험, 국토계획의 수립 절차, 국토계획과 산업 및 경
제개발 계획의 조화,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산업
다각화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1970년대 공공분야 과
학기술육성정책,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응한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 인
력 공급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경
험, 수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및 자문,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자
문, 경제개발 전문 인력 훈련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05) 이를 위해서
는 정부와 KOICA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OTRA 등의
공공기관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민간기업에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점진적 오일샌드 진출 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점진적 사업 추진전략으로 베네수엘라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
소 건설에 원전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지구온
난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매년 지속되고 있어 총 전력 생산의 63.7%를 차지
하고 있는 수력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전

105) 김도훈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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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생산의 부족은 산업 생산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한 송
전으로 일반 생활에도 많은 제약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전력 수
요량과 격감하는 수력전력을 고려할 때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지만, 화
력발전소는 생산단가와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원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2010년 러시아와 원자력 발
전소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로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베네수엘라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안전성에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가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과 최근
UAE 수출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원전은 사용 후 폐기물의 무기화가 가능하고 특히 현 차베스 정부가 반미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 생산을 필요로 하는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온난화 가스의 방출과 생
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전 건설은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값싸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전력단가를 비교
해보면, 원자력 40원, 석탄 42원, 석유 76원, 액화천연가스 119원, 수력 74
원, 풍력 108원, 태양광 716원으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106) 또 이산화
탄소의 배출에서도 kwh당 원자력은 9g, 석탄은 860g, 석유는 689g, 천연가
스는 460g, 태양광은 30g, 수력은 16g, 풍력은 11g으로 나타난다. 낮은 이
산화탄소 배출은 추가적인 탄소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
다.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베네수엘라도 오일샌드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생
산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

106) 원자력은 5%의 폐쇄비용과 10%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저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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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활용한다면 생산 단가와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추진에는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한국
형 경수로 원자로는 폐기물의 무기로의 전용이 어렵고 안정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원자력 발전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군사안보적 협력도 점진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국가
간의 발전 척도는 군사안보 관계의 교류 정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
니다. 국가의 기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베네수엘라로서는 이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
라서 우리 정부의 치안과 안보 경험과 더불어 방산 수출 및 군사 협력을 장
기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베네수엘
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인프라 설비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그리고 오일샌드의 개발을 위해서
는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발 글로벌 금
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남미 국가들이 여전히 호황을 누리는 반면 베
네수엘라 경제는 전력 부족, 내수 부진 및 민간투자 부재로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항만, 도로, 철도 등 물류망 확충을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이윤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기반사
업이라는 점에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특징인, 인프라
건설산업을 하고 있는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인프라 건설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향후 오일샌드 개발 사업에 참가 시 유리한
유치를 점할 수 있다. 또,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후발 주자인 데다 기술력이
부족하여 이윤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의 이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활용해야 한다. 이 점에서 2011년 5월 박영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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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차관의 베네수엘라 방문 시 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이 한국의 투자를 제안한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오일샌드 개발사업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은 풍
부한 자금력을 내세워 200억 달러의 차관을 조달하고 10년간 현물로 받는
방식을 활용하여 오일샌드 개발에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
이 부족한 우리나라 민간기업으로서는 우선 기존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
거나 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키고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오리노코 벨트 및 마리스
칼 스쿠레 가스전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양국 간 공동연구를 통한 사업
참여를 모색하는 것도 점진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상호 이해관계의 충족을 통한 상생전략
정부는 한국의 이해관계의 핵심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
국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로서는 에너지안보의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의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등 기존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
고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양국이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관심을 보이는 석유화학 플랜트와 철강산업과 관련
된 기술 인력을 한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석유공사 등의 공기업을 활용하여 민간 및 연관 산업, 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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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설비 제작, 해외 수송 및 부품 분야 등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식은 이미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활용되어 높
은 국내 산업의 경제유관효과를 불러온 적이 있다. 중국의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도 2003년 앨버타 주와 벤쿠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참
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소규모 광구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기술
력과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유를 정제하는 중앙 공정시설 및 주
변 시설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구매, 시공 등 일괄도급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산업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차베스 정부는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도
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제반 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 이외에도, 하류부분
에 해당하는 정제, 수송,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하류부분과 관련되어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분야는 석유화학 단지, 정유시설, 원유 생산시설, 송유관, 가스
관 건설 사업을 들 수 있다.107)
특히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파이프라인이 확장 또는 신설되어야 하고 개발 중심지역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 도시의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주
택 보급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베네수엘라에서 주택 등 인프라 건설 경험을 가진 대형
건설사와 해양 시추설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져 지하 시추방식에 활
용 가능한 조선업체와 공동 입찰해 수주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력 공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 생산

107) 외교통상부(2008),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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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량도 문제가 되지만, 시설 노후화, 운영 경험 부족, 송배선 보수 미비
등이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생산과
송배선에 IT를 접목하여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같은 효율 높은 시스템
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과 연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차베스 정부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위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등장한다.
특히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석유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는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필요
하고, 한국으로서는 이윤의 창출과 오일샌드 개발 참여를 위한 신뢰 구축 및
경험의 축척을 위해 필요하다.
한편 민간기업은 한국의 높은 IT와 통신 기술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진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이 분야에
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대기업 중 IT와
정보통신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진 대기
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베네수엘라의 국가석유개발계획인 에너지정책(Oil Sowing Plan, 2005~30
년)과 오일샌드 개괄 연관 산업을 고려한 한국의 오일샌드 개발 진출 방안
매트릭스 및 구체적인 일정표는 [표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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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방안 매트릭스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Timetable)
단기
(SOC 분야 중심)

중기
장기
(오일샌드 개발 및 관련분야 진출) (환경 복원 및 물량 확보)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화‧교육 교류
∙농촌 개발 경험 전수
∙사업화 경험 전수
∙기술인력 교류
∙신도시 개발 경험 전수
∙경제/무역 교류
∙제철소 건설 협력
정부 ∙발전소 건설 협력
∙녹색기술 협력

=======================⇒

∙원전 협력
∙정유‧철강 산업 협력
∙개발협력
∙군사‧안보협력

==================⇒

∙석유‧가스 물량 확보
∙민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IT 산업협력
∙스마트 그리드 협력
∙도로‧항만 건설
∙전기 송배선망 공급
∙주택건설 산업 진출
∙운송‧수송 산업 진출
∙석유화학 산업 협력
∙조선산업 협력
민간

=======================⇒

∙파이프라인 건설 진출
∙시추장비 부문 투자
∙정제 부문 투자
∙재질시설 부문 투자
∙오일샌드 탐사사업 진출
==================⇒
∙오일샌드 소규모 개발 진출
∙가스설비 부문 진출
∙정유공장 건설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환경보존사업 진출
∙오일샌드 대규모 개발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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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한국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 SWOT 분석 ❚
강점(Strong)

약점(Weak)

∙플랜트 및 인프라 기술
∙사회간접자본(SOC)
∙녹색기술(연구개발 세계 수준, 환경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분야)
∙IT 융합기술(전력배송시스템, LED, 스마트
그리드)
∙문화외교 및 한류 진출

∙오일샌드 개발 기술 및 환경 복원 기술 취약
∙자본력 부족(IDB, EDCF 활용 필요)
∙인적 네트워크 부족
∙자원외교 부재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스페인어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캐나다 진출 경험
∙베네수엘라 에너지정책 변화(개방 가능성 증진)
∙한국의 에너지 수급 다변화
∙광물자원 수급 확대
∙해외 노동력 창출
∙경제 및 무역 교류 활성화
∙상업용 원전 진출 가능성

∙자원민족주의 팽배(탄화수소산업 국유화)
∙국제정치경제 요인: 미국, 중국, 일본
∙베네수엘라 정권 변화와 정치적 불안 존재
∙베네수엘라 사회경제적 불안: 물가 및 치안
∙자연재해(홍수/가뭄) 빈번
∙투자이익 회수 불안 존재
∙국제유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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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국제유가의 상승 가능성과 글로벌 원유의 수요공급을 위해 비전
통적 원유(오일샌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장기적 유가
인상의 예측이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샌드의 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오일샌드를 정제 및 생산하는 과정에 전통적 원유보다 더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정제과정에서 환경적 문제
점은 산림 파괴 외에도 전통적 원유를 정제하면서 생성되는 탄소 이산화물
이라는 온실가스가 2~4배 더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오일샌드의 정제과정에서 사용한 오염된 물은 강과 호수로 흘
러 들어간다. 이처럼 오일샌드의 개발에 따른 환경안보 차원의 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일샌드의 개발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안보와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다. 에너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국이든 소비국이
든 안정적 수요공급과 적정한 가격이다. 결국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자원경
쟁은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캐나다 오일샌드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오일 개발이 지질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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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 환경친화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좋은 환경 속에서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석유시장 역시 국가적
장벽이 거의 없을 정도다. 오일샌드는 국가 통제를 받지도 않고 정부가 소유
하고 있지도 않다.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나 개발 참여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
이기는 하나 점차 오일샌드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방대한 오일샌드 매장량 때문에 국가별 전략에 따라 매입지역이 달
라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 전 신중하게 매장량을 평가하고 사업성을 검
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사와 중공업 업체의 공동입찰, 즉 조선업
체들이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기초로 입찰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둘째, 오일샌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닌 사업 진
출 전략도 중요하다. 캐나다 정부가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
출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나 기술개발 비용 부담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
련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업 운영 및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오
염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된 기술력 개발 및 제공은 사업 진출에 큰 장점으
로 작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련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셋째, 앨버타 주의 오일샌드 개발은 캐나다에서 정치적 이슈가 된다는 점
을 감안해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물중
심 그리고 에너지중심 과정을 탈피하는 기술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무엇보다도 오일샌드 개발에 필요한 원유 기술자뿐만 아니라 건설현
장, 호텔, 식당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할 인력 등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관련 산업 노동력 제공의 측면도 고려한다면 인력을 이용한 부수적인 경제
적 이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캐나다와의 산업 협
력, 특히 에너지 협력, 에너지 및 건설 관련 인력 이동, 에너지 기술 및 천
연자원 개발 진출방안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강화 및 심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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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접근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오늘날 차베스 정권하의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
계한 진출전략들을 모색해보았다. 베네수엘라 국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
고 에너지 수출입 관계는 물론, 전력 공급 상황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소비
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 대책도 다양한 에너지 정
책 변화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뭄과 홍수 피해 또는 해수면의 상
승 위험 등을 경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의 생산과 개발 그리고 환경적 고려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개발과 관련된 투자도 제한이 많다. 에너지 정책의
제도적 틀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에
너지 자원의 정치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점점 에너지
정책과 제도적 변화 속에서 개방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제도적 변화를 지속
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개방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99년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자원
과 관련하여 일련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석유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강
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차베스 정권은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
계획(2005~30년)을 수립했다. 1단계는 2012년에 끝나는데 이 기간 중 총
560억(70%는 정부, 30%는 민간) 달러를 투자했다. 이 계획은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
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
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
할 예정이다. 물론 차베스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는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직면한 주요 문제의 하나는 재정수입을 국제유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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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석유수입에 의존하면서 경제기반을 다양화시키지 못한 점이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차
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정책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
로 만들었다. 대내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2001년과 2007년 토지와 석유산
업의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법과 국유화를 공표했다. 석유산업에 대한 국
유화의 일환으로 오리노코의 오일샌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장악했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
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
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고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
련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에 따른 기
후변화가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있어 최대의 위험 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정부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수출국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자원의 수출
경로의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윤은
물론, 이를 통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 집중되었던 수입처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자국
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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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사정과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고려해볼 때, 기술적,
외교적 접근을 통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은 한국의 자원안보강화
와 외교관계 다양화를 위해 유용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에너지안보에 취약한 한국에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
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자본민족주의 정책과 사회주의 성향
의 정책은 한국의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베네수엘
라 정부의 정책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오랜 에너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중국의 진출로 한국의 베네수엘라 진
출은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협상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
발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현재의 자금과 기술로 오일샌드에 뛰어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
존 자원개발 연구들이 제시한 ‘패키지 진출 방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의 관점
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해관계 분석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시
급히 석유 수출을 늘려 오일 달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 오일 달러를 통해 베네수엘라 산업의 석유 부분과 타 산업 부분이 유
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슈 분석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상류부분뿐만 아니라
하류부분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한국의 제한된 자본과 부족한 기술로 현 시점에
서 오일샌드 개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석유 하류부분과 연계된 부분에 대
한 투자가 적절하다는 분석에 도달했다. 정제, 수송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
인프라 건설 부분은 한국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는
장기적이고 개발협력에 가까운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민간은 현실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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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오일샌드 개발사업 진출과 연관된 분야와 주택,
도로, 항만 등 사회건설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했다. 시급하게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접근전략은 중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와 차별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경
제개발 경험의 공유, 구체적인 자원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외교를 포
함하는 인사교류의 강화 및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진,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200주년 독립기념 행사에 조형물을 기증하는 등과 같은 교류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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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
제1장 : 통 칙
제1절 : 범위
제1조.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정제, 수송, 저장, 상업화 이러한 활동의 수행이 요구하는 정제 상품이나
노동과 같은 모든 관련된 사항은 본법을 따른다.
제2조.
기존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석유 관련 탄화수소 가스의 추출을 제외한 탄화수소 가스와 관련
된 모든 활동은 탄화수소 가스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제2절 : 유전의 소유권
제3조.
국가 영토 내에 현존하는 탄화수소 유전과 영해 지층 속이나 대륙 지표면, 독점 경제 구역, 그리
고 국경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어떤 국가 소유의 자원이든지 그것들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공공
의 자산이다. 이는 불가양한, 절대적 국가 소유다.
제2장 : 탄화수소 활동
제1절 : 총 칙
제4조.
본법이 의미하는 활동과 실행 공사는 공공이익과 사회이익임을 선언한다.
제5조.
본법이 규율하는 활동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탄화수소 생산량 증가와 국가를 탄화수소 원자재에서 고급
기술 국가로의 전환을 꾀한다. 탄화수소에서 얻는 국가 수입은 국민보건, 국민교육, 거시경제 안
정 및 생산투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다.
제6조.
국가가 채택한 탄화수소 부문의 국제협약 또는 국제조약은 탄화수소 활동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
이 법이 정한 탄화수소 활동은 탄화수소법, 적용가능한 기타 법률, 명령 또는 결정에 귀속된다.
제2절 :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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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탄화수소 분야 활동의 정책, 계획, 수행, 예산의 관찰과 형성, 규제, 관찰과 그 외 탄화수소의 개
발과 보존, 이용, 통제는 시장 연구,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상품의 가격 선정과 분석을 포함하여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관할한다. 이처럼 에너지 및 석유부(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는
탄화수소 집행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하여 본
법에서 지정한 기금이나 세금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산을 조절하거나, 이에 관련된 회계업무
를 시찰하는 부서를 가진다.
에너지 및 석유부는 국가개발계획에 상응하여 본 조항이 언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 업무를 시행
할 것이다. 이 기능 성취를 위해 국가 행정부가 관련 법적 규칙에 상응하는 필요한 요소들을 제
공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과 개인들은 앞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의 가장 좋은 성과를 위한
가장 폭넓은 능력을 함양한다.
제3절 : 초기 활동 관련
제9조.
본법이 의미하는 탄화수소 유전 탐사, 탄화수소 추출, 생산, 수송 및 초기 저장을 초기 활동이라
명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헌법 제30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초기 활동과 기타 초기
활동 관련 사업은 국가에 속한다.
제4절 : 정제와 상업화 활동 관련
제10조.
본법에서 의미하는 탄화수소 생산물의 부가가치와 상업화를 목적으로, 탄화수소의 증류, 정화 및
변화 활동은 정제 및 상업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본법 제8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는 국가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국내 탄화수소 정제활동 또는 탄화수소 생산물과 가스 수송에 종사하는 기업 소유물 - 현존 탄화
수소 시설물, 확장 또는 변경된 시설물은 탄화수소법에 따라 국가 소유다.
제11조.
건설될 정유공장은 정유공장 건설 및 운영 국가계획에 따라야 하며, 에너지석유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 정유공장은 정유공정의 현대화 그리고 클린연료의 채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탄화수소의 정제기업은 에너지석유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석유부는 프로젝트 사전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은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무효다. 강제집행에 의한 양도의 경우, 국가가 집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한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과 그 대표자의 신원.
2. 적용 기술과 상품의 목적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기술.
3. 프로젝트나 기업의 지속 기간은 25년의 최고 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프로제트의 필요사항
을 충족시켰을 경우, 15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연장 기간을 가질 수 있다.
4. 공화국에 제공될 수 있는 특별 이점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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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내에서 탄화수소의 정제활동 종사자는 에너지석유부의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하게
등록, 배정, 계약, 의무 또는 허가증의 실행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15조.
발급받은 자연 탄화수소 정제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허가증에는 34조항에 포함된 규정, 숫자 3,
본법의 글자 a, b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시에는 허가증의 내용에 삽입
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탄화수소 정제활동 라이선스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은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 없는 라이선스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라이
선스의 철회 원인으로, 에너지⋅석유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5절 : 국가자본의 참여와 국가자산 및 서비스 이용
제18조.
국가 행정부는 본법에 예기된 활동들에 대해 국내 원산 제품의 공급, 제조, 서비스, 작업 기업의
견고화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자본 형성을 위한 방법을 채택한다. 이에, 본법에서 언
급하는 국가, 법, 기업은 자원, 서비스, 인적 자원, 국가자본의 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약의 과정, 국가자본 기업의 참여에 합의해야 한다.
제6절 : 탄화수소 활동의 의무
제19조.
본법에서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사용의 최대 회복에 대해 사용가능한 기술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적합한 규정과 최고 수준의 과학적 실용성 그리고 안전과 위생, 환
경 보전, 활용, 탄화수소의 합리적 이용, 에너지 보존, 그리고 유전, 해당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
이다.
제20조.
본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해당 활동에 관계하여 국가 행정부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산업, 상업 활동과 함께 초기 활동을 하는 이들은 이
활동들에 대해 각각 따로 가지고 제출해야 한다. 국가 행정부는 요구된 정보는 적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의 기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본법에 예기된 유전, 운송, 유통에 관련된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그들이 가진 기계장비
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기들을 다른 유전
이나, 운송, 유통자에게 대여를 허락해줄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것은 양측에 유용할 때 이루어진
다. 합의에 모자란 부분은 에너지 및 석유부가 대여 서비스를 위한 상황을 조절한다.
제3장 : 초기 활동의 수행
제1절 : 초기 활동의 방식과 조건
제22조.
본법의 9조에서 가리키는 초기 활동들은 국가 행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독점 소유권을 가
진 기업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이는 공공자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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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야에 대한 결정 통제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본법에서
효력을 가진 합작회사로 명명된다. 이와 같이 초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수행 기업이 된다.
제23조.
국가 행정부는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 수행 기업들이 초기 활동을 수행하게 될 지리
적 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 구역은 최대 100km²의 면적 단위로 나뉜다.
제24조.
국가 행정부는 법적으로 초기 활동 수행 권한을 수행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유권이나 국가 소유 유부동 자산에 대한 권한을 옮길 수 있
다. 국가 행정부는 수행자들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된 권한
이동의 목적에 방해가 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에게 이행된 활동의 작업에 필요한 일이나, 본법의 조항에 맞는 모든 또는 승
인된 계약들을 이행할 수 있다.
제26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의 작업을 위해 기술을 위해 시행되는 실험, 조사, 개발기술이나 대학을 설립,
건설할 수 있으며, 본법에서 말하는 활동에 연관된 개인 훈련센터를, 국내 현존하는 비슷한 목표
의 기관이나 단체의 개발이나 기능과 조정하에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 국영기업
제27조.
국가 행정부는 법정자문위원회를 통해, 본법에서 지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을 설
립할 수 있으며, 한 동업자와의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이 기업들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고려한 법
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28조.
본법에서 세운 법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주주조합의 승인하에 그
들의 개발 활동을 위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동일하게 설립 회사의 목표, 기능, 연계, 폐
업, 청산, 또는 어떤 법적 수정 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자
회사에도 적용된다.
제29조.
국가 석유기업들은 본법과 그 규정, 그들의 신분,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국가 행
정부 감시하의 규정, 그리고 그들에게 승인된 공통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0조.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국가 행정부는 국제적이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석유
기업과 그의 자회사들의 예산과 감찰 기능을 수행하며, 본법에서 언급하는 물질들에 대해 지켜야
할 정책과 지침을 감독한다.
제31조.
국가 기업이나 자산이나 배당금의 재평가에서 비롯되어 앞서 언급된 기업이나 국가에 배정될 활
동들이 포함하는 자회사, 기업, 국가기업의 기능이나 그 자회사와 그들 사이에서의 교환작업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나 설립은 이러한 작업의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2조
국가 석유기업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종사자들은 정규직에 종사하게 되고, 다만 노동법에 명확
히 확인된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다. 또 국가는 공공계약의 현 정책을 유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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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조합이나 전문적 개선, 모든 공공계약, 노동법에서 세운 사항들은 보증된다. 또 피고용
인들은 추가적 인식, 또는 보수적인 면에서 효율성에 대한 장려금이나 활용, 관습, 인사에서 전통
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기업에 의해 내려오는 정책에 맞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가는 퇴직자들의 은퇴 공포 이전에 관련 연금이나 은퇴계획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
한다. 이러한 은퇴계획은 저축기금을 포함하여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계약에 대한 편견 없이 정당하게 유지된다.
국가교육협동기관(Instituto Nacional de Cooperación Educativa)과 관련된 법에 포함된 규정은
국가에 종속된 탄화수소의 상업, 기업법에 적합하게 성장한 기업들에 적용된다.
노동자들의 이익에 연관되는 신탁(fideicomiso)은 적합한 공공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3절 : 민관혼합회사
제33조.
민관혼합회사의 설립과 초기 활동 수행을 결정할 조건들은 의회(la Asamblea Nacional)의 우선
적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의 효능을 위해 에너지 및 석유부처 산하 국가 행정부의 국가는 공
화국의 요청에 의해 사전적 특별 이점을 포함하여, 해당 사항의 조건과 설립에 우선한 모든 상황
의 정보를 국가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국가 의회는 필요조건을 수정하거나, 편의사항을 고려하
여 그 조건들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의 어떠한 후 개선은 에너지 및 석유부나 에너지 및
광물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국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관혼합회사는 현 법
에 의해 유효하지만, 특별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 의회가 발행한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 합작회
사의 성장을 확실시 하고, 국가이익에 배가될 경우 국회 직속법에 의한 합의에서 비롯된 조건이
나, 규정에 의해 유효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법 규정이나 적용가능한 법이 적용된다.
제34조.
전 조항과 관계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운영 기간은 25년이며, 양측 동의 시 최대 1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
다. 이 연장은 법이 부여한 실행 기간의 반을 넘긴 뒤, 유효기간의 5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수행 활동 시행 지역의 형성, 확장, 기원, 위치의 명시와 그 외의 규정을 설정할 특이 사항들.
3. 이러한 조건들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수반된다:
a.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타 어떤 제품이나, 이에 필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하여 영구적 영토와 노동, 그 본위나, 부가적 성질을 가진 것들은 국
가에 귀속되기에 흠이나 어떤 배상 상태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
에 의해 시효가 종식될 때 그 기능의 연장이 보장되며, 이에 어긋날 경우, 경제적이나 환
경적으로 최소한의 손해와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b. 수행 활동 목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의구심이나 논쟁, 이 분야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 허용된 재판을 포함하여 양측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로 국외에서의 주장에 선례를 줄 수 없는 한 국가에서 정한 법원 재판에 의
해 법대로 결정된다.
제35조.
국가는 실질적 존속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의 재편성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해당 활동의 수행은
실재 존속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에게 모든 위험의 부담이 전가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상
황은 이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통해 기관 내에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적으로 나
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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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당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는 국가를 위한 이점을 위해 본법에서 예기
한 고려 사항들이나 기여도에 따른 특별 수당의 증대, 또는 고용이나 신규 할당, 진보 기술, 또는
장학금 수여나 기술적 고용 기회와 같이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
수행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공공 관계기관은 각기 다른 작업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는 필요조건을 정하기 위해 관련 의회를 설립할 것이며,
해당 기업들을 선정할 것이다. 에너지 및 석유부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배상 조치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이 선정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공포할 수 있다.
공공이익과 해당 활동의 특수 경우에 따라, 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의 승인에 앞서 수행
자들의 직접적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장 : 추가 권리
제1절 : 일시적 점유, 수용, 지역권 관련
제38조.
탄화수소 자원의 정제, 시험, 초기 유통, 운송, 채취, 개발, 탐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은 일시적 점령이나 자원의 수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당 활동에 맞는 사용권을 요구
할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수용에 관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다스려지는 법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다.
제2절 : 절차
제40조.
개인 소유지에 사용권이 행사될 경우, 위임자들은 토지 소유자와 필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협조
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를 행하고자 하는 이는 시민으로서 지역 관할권과 함께 일의 시작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는 해당 지역과 영향을 받을 자산, 수행하게
될 작업을 구제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요청 사항에 기입해야 할 것
이다. 사용권의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1.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수리 목적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의 이름을 알 경우, 해당자
의 이름
2. 수리 설비의 영향을 받게 될 자산과 필요한 지역, 그리고 수행하게 될 작업
3. 수리 작업 기간과 그 외 관련 상황 4. 양수인이 판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
는 그 외 자료들.
법원에서는 사전에 서류를 받고, 같은 날 피요청자에게 소환장 발송 이후 발생 가능한 손해를 정
할 전문가의 임명까지 발송 3일째 되는 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소환장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지역, 전국의 대표 신문에 관련 글을 싣도록 하여 해당 발행물의 위탁 이후
발송으로부터 피요청자가 3일째 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 시간 동안 발생가능한 손해
와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사항을 조사할 지정 전문가를 지정한다. 법정 출석을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요청자는 전문가를 지정하며 피요청자는 두 번째 전문가를 지정한다. 피요청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전문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세 번째 전문가를 지정한다.
지정된 전문가들은 그의 수락과 선서 확인을 위한 지정 현장에 출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의 대리를 이행한다. 전문가들은 그의 임명 후의 소환장으로부터 5일 안으로 그의 보고
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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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요청자는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법원에 측정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요청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피요청자가 배상금
을 받을 경우, 법원은 요청 지역의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 결정문을 지시한다. 합의가 되지 않
았을 경우 법적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에 의해 의견 불일치의 표시로부터 요구에 근접한
요청은 동일 건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청자는 그의 요청에 유리하
도록 그 내용을 바꾸거나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제41조.
불모지에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자는 국가 행정부와 필요한 합의를 해야하며, 국가 행
정부가 그 지불을 무효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합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권을 행사할 해당 토지에 특정 우세 요건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사용권에서
얻은 이익으로써 이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전 조항에서 앞서 보았던 내용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제5장 : 유전의 통합
제1절 : 국가 유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지대 유전 관련
제42조.
탄화수소 유전이 개발자보다 활동하는 지역 아래로 더 확장될 경우, 그 지역은 에너지 및 석유부
의 승인을 위한 목록에 있는 개발통합협정(convenio de unificación para su explotación)을 체결
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 발송은 개발분야에서 사용하는 규정을 이용한다.
유전이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에서부터 이를 수행하지 않는 지역까지 확장될 경우,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의 국가 행정부는 국가 법의 보호 아래 필요한 수단을 취한다.
제43조.
탄화수소 유전이 본법의 제3조에서 언급하는 지역 아래에서 확장될 때나 이웃 국가 영토를 포함
할 때, 우선적인 이웃 국가와의 통합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합
의 조정이 힘든 경우, 국가 행정부가 개발법의 재편성을 포함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 로열티(사용료, regalía)와 세금 제도
제1절 : 로열티
제44조.
어떤 유전에서이든지 추출 탄화수소의 양에 대해서 국가가 30%의 참여 권한을 로열티로서 갖는
다.
국가 행정부는, 오리노코 강 일대의 초중질유(petroles extrapesado)나 한계 유전(yacimiento maduro)
에서 보여지듯이 본법에서 지정한 30%의 사용료를 지불하기에 경제적으로 업적이 충분치 않은
경우, 추출 수익금의 2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30%까지 회복
하여 유전의 수익이 만회될 때까지 허용한다.
제45조.
로열티는 국가 행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걷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징수하지 않으나, 이를 전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다.
제46조.
국가 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분류에 따라 받을 경우, 운송, 유통, 추출 기업 서비스 분야 관련
자신들의 활동으로 할당 금액을 지불할 자들은 국가 행정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그 활동을 빌
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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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가 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개발자는 현 탄화수소의 양만큼의 금액을 지
불하며, 금액은 상품 분야, 시장 가격, 또는 타당한 가격, 가격 결정자에 의해 정해진 예산 가치
에 따른 양측의 손해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에너지 및 석유부가 적절한 목록을 조정할 것이며,
이는 접수 후 5일 내 숙고 후 국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2절 : 세금
제48조.
여타 국법에 지정된 세금정책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이 본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할 자들은
다음의 세금을 납부한다.
1. 토지 면적세. 개발지가 아니었다가 지정받은 토지 면적 확장 부분에 대하여, 매년 사용한
단위로 각 1km², 또는 그에 대한 부분당 100U.T.(납세 단위, Unidad Tributaria)와 같은 가
치의 세금을 지불한다. 이 세금은 처음 5년 동안 매년 2%씩, 다음 5년 동안은 5%씩 증가된
다.
2. 순 소비세. 생산된 탄화수소 상품이나 작업 그 자체에서 가연성 물질로서 소비된 물질의 1
입방미터(m³)당 가치의 10%로, 이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된 가격, 또는 해당 상품이 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3. 일반 소비세.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탄화수소 상품의 리터당 최종 가격의 30~50%로, 양측
범위의 약수는 매년 예산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므로, 매
달 국가 국고(Fisco Nacional)에 안치하기 위해 규정 외적으로 공제된다.
4. 추출세. 어떤 유전에서든지 추출된 모든 액화 탄화수소 가치의 1/3로, 이는 본법 제47조의
금전 지불 특허 사용료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본법의 제 44조에서 언급한 탄화
수소 추출 실행 기업에 대한 특허 사용료와 함께 매달 지불한다. 추출세를 책정할 때, 납세자
는 특혜로 지불하는 추가적 로열티를 포함하여, 지불된 로열티를 공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납
세자는 또한 매해 특혜로 지불을 대신할 수 있는 추출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상기 혜택 해당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국가 행정부는 시장 현황이나, 특별 투자 장려 프로젝트, 특히 이차 복구 프로젝트에 따른 정
당성을 심사할 때 결정 시기에 따라 추출세를 최소 20%까지 내릴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
5. 수출 등록세. 국가 영토 내 어떤 항구에서든 수출되는 모든 탄화수소 가치의 0.1%로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출항하기 전 수출량, API가 선정한 단위, 황
함유량 그리고 수화물의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 및 석유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 해당 송장의 사본을 배의 출항일 후 45일 안으로 수출 등록세 지불 확인
증과 함께 제출한다.
국가 행정부는 수출 등록세를 정하는 시기를 확실한 일반, 공공이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
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
단될 때,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
제7장 : 산업활동
제1절 : 활동 형태와 조건
제49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는 분류, 증류, 정제, 변화, 이들의 혼합과 변형 활동으로, 석유나 다른
탄화수소에서부터 나오는 특성 물질을 얻어 이의 가치를 더하기 위한 활동들로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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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독점 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가 및
민간 자본 참여로 이루어진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51조.
국가 행정부는 국내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특히 아래의 관
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선적으로 정제 탄화수소의 기본 변형 분야를 더욱 장려한다.
2. 국내 산업분야의 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물질 제조 프로젝트 투자를 형성한다.
3. 국가 주도 아래 탄화수소의 정제, 공정 공장들이 수출 대안, 양적, 질적, 가격 선정 면에
있어 원료의 추후 과정을 위한 적합한 공급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전이 가능
한 상업적 조건에 대해 우선적 성격을 보장함을 확실시 한다.
4. 정제소들 주변이나 탄화수소 물질이나 그 파생물의 공급이 쉬운 지역에 기업 공단을 발전
시킨다.
5. 국내 탄화수소 산업화에 있어 금융법의 참여와 생성을 촉진한다.
6. 국내 탄화수소의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산업화, 지하수, 이들
이 생산해내는 투자자본들도 증진시킨다.
7. 그 외 규정이 지정하는 내용.
제52조.
국가 행정부는 국가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주요 공정 투자자본 가치를 높이며, 그의 생
산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한
다.
제53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은 에너지 및 석유부가 부여하는 허가증
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1. 기업과 대표자의 신분
2. 원자재 물질의 공급지 표시
3. 생산품의 목적지를 명시한 프로젝트의 정의
제54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작
성해야 한다.
제2절 : 기타 부산물
제55조.
자연 탄화수소의 정제과정이나 정제 물질의 산업화에서 상업적, 산업적, 전략적 가치를 가진 기
존의 자격증이나 허가증과 상이한 물질이 나왔을 경우, 기업들은 해당 물질의 이용과 목표에 상
응하는 조건들을 결정할 국가 행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장 : 판매활동
제1절 : 판매자
제56조.
본법에서 언급하는 상업활동은 국내시장, 국외시장, 그리고 자연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그에서 파
생된 상품까지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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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연 탄화수소의 상업활동은, 이와 같이 국가 행정부에서 지정한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포함하
여, 본법 27항에 명시된 기업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에 초기 활동을 수행하는 합작회
사는 그들이 생산하는 자연 탄화수소를 본법 27조가 언급하는 기업들에만 판매할 수 있다.
제58조.
선행 조항에서 명시됨에 따라 제외된 추출 상품의 상업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독점
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가자본 지분이 있는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2절 : 국내 거래
제59조.
본법에서 지정된 국내시장에 대한 규정의 대상은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가 명시한
결정문(Resolución)을 통한 탄화수소 파생상품이다.
제60조.
선행 조항에 따라 국가 행정부가 명시한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공급, 보관, 운송, 유통, 판매 활동
은 국내 공공구매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설립한다.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는 탄화수
소 파생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그 공급, 서비스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며, 중도 개입은
피한다. 국가 행정부는 가격 선정에 있어 본법의 규정과 그 규정이 지정하는 예방 조치에 따른다.
이로써 선정된 가격은 판매와 본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제도
를 통해, 투자나 해당 상품의 이윤율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제61조.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공급, 저장, 운송, 유통, 판매 활동을 원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우선적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본법에 설립된 기준과, 규정, 관련 해결책
들에 명시되어 있다. 상기 활동들을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해당 활동 중 법적이고 셀 수
있는 분리만 명확하면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허가증의 만료와 연장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우선 승인이 요구된다.
제62조.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국내시장을 위한 기계, 설비, 기관의 건설, 수정, 확장, 철수나 철거는 에너
지 및 석유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본법에서 설립한 규정, 해결책의 불이행 시, 에너지 및 석유부는 국민들과 국가자산의 안보에 위
협이나 서비스의 지속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
등록 하급 사무소는 에너지 및 석유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연관되는 자료를 상기 기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중지한다. 본법에 의해서 이에 위배해 제공된 자료는 어떤 효력도 가지
지 못한다.
제65조.
현재 본법의 대상물인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내수 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반인이나 법인은 제3
자보다 같은 조건 하에 해당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 석유기업이나 다
른 어떤 사람이라도 해당 활동의 수행 목적을 위해 부동 자산 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자들은 같은 조건하에, 이를 수행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가연성 물질의 판매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서 활동을 수행 중인 자에게 속하여 시장기반 가치가
인정되며,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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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위반과 징계
제1절 : 벌금과 금액
제66조.
사람, 자산, 기업의 안전과 보호, 건설현장, 설비 대여, 탄화수소와 그 파생상품의 질적, 운송, 유
통, 가격과 세금에 대해 언급한 본법과 그 규정 그리고 의무적 실행을 표명한 요구에 대한 위배
는 50~5,000U.T.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 중단, 또는 두 가지 모두 처벌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가 그동안의 위반자의 활동과 부족함의
정도를 고려해 부과한다.
선례 처벌은 그 위반 활동이 유래된 행정상, 예산상, 처벌상, 시민적 활동과 관계없이, 위반을 막
고, 법적으로 침해된 상황을 복구시키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정책적 방법과 다른 법들에서 설립
된 처벌에 의해 적용될 것이다.
제67조.
선행 조항에서 지정된 벌금이 국가기업에 부과될 경우, 해당 상황의 개선을 위하고, 관련 대표
구성원이나 지도 위원회 또는 이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 악화될 수 있는 책임을 묻고, 재발을 위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알맞은 적합한 조사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45일
의 기간 내로 결론 나며, 이후 5일 동안의 심사 기간 내로 에너지 및 석유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에너지 및 석유부는 상기 조사가 필요하다 여겨지면 다시 시작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제68조.
에너지 및 석유부에 반하여, 법에 의해 허용된 조건과 용어에 대해 행정 자원과 행정 논쟁이 진
행된다.
폐지 규정
1943년 3월 13일의 탄화수소법은 1967년 8월 29일, 1955년 8월 10일 탄화수소법의 부분 개정
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971년 8월 6일 탄화수소 승인의 복구를 위한 효력 자산에 대한
법, 1973년 7월 22일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국내시장의 개발 국유화법, 1975년 8월 29일 탄화수
소의 상업, 산업 국유화법, 1988년 9월 11일 자동차를 위한 탄화수소 파생 가연성 물질과 석유
의 국내시장의 개시법으로 개정되었고, 본법과 인접한 다른 규정들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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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Korean Strategies toward
Venezuela's Oil Sand
Sung-Kwon Cho, Mee-Young Ju, Sang-Hyun Park, and Sang-Sub Ha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search for Korea’s approach to
Venezuelan oil sands, which will further provide feasible and practical policy
measures. Korea’s expansion strategies,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policy changes in Venezuela related to the energy industry were
primarily analyzed. In fact, there are a number of obstacles and challenges
that prevent Korea from easily advancing into oil sands in that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ramework to run energy policies tends to be
exclusive, and the strengthening of resource nationalism in the country still
remains as a huge barrier.
However, at this present moment of 2011, changing and renovating energy
polici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 an ongoing process, which
signifies the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The first sign for this opening
can be found in Chavez’s political agenda that domestically emphasizes
resource naturalism with left-wing ideology while internationally maintains
strong antagonism toward the Unites States. Anti-american foreign policy is
one of the Chavez’s core foreign policies, enabling him to befriend and
develop a closer relationship with Rusia, China, Iran, Iraq, and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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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ly, other countries are also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oil sector, resulting in a sort of the ballon effect.
The second reason depends on an economic factor that Venezuela lacks
financial capital and technology. Chavez’s anti-american foreign policy
basically has frozen the capital inflow and the technological support from the
Unites States to develop oil sands. Although this decline has not severely
affected Venezuela thanks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chinese
investment, the problem of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hortage requires a
long-term solution and strategy.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advanced
technology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n offer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advance into Venezuelan oil sands.
Thirdly, it must be considered the environmental security issue. The work of
oil-producing generates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along time,
including with oil sand product as well. In this regard,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approach Korea’s eco-innovation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oil-sand product in Venezuela. The high technology of Korea and know-hows
in Canada's experience will help to reduce contamination and make more
secure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came to a tentative conclusion that Korea is more apt to develop
a long-term strategy and invest in the downstream sectors of the oil industry
than to participate in the current development plan for Venezuelan oil sands.
This is mainly because Korea has a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relation to the refining, transportation, and
sale process. Further and finally, Korea make great efforts with multi-level
approaches, such as the sharing of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nfra-development and cooperation, enforcing of human network through
diplomatic method, including reinforcement of socio-cultural interchange
between Venezuel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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