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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q l 5프갖{ 
~ ---,--, 

최근의 고유가 추세는 단기간에 종료될 상황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될 처지에 

있는 화석연료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대부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대 

륙붕에서 통해 -1 가스전의 개발로 천연가스의 생산에 성공하였으나 연간 총 소비 

량에 비하면 그 양이 극히 적어 향후 지속적인 탐사사업을 추진하여 가채매장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60년이 흐른 요즈음 남북교류가 예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통일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말미암아 에너지 확보 

도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금과 기술 

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석유개발 역사는 1957에 처음 시작되었다. 구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장 

비를 지원받아 석유탐사를 위한 지질조사 및 시추탐사를 함경북도 아오지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1965년 8월에 ‘석유자원 연구조정국’을 신설하여 최초로 자체적 

인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학적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968년 9월에는 ‘석유조 

사소’를 설립하여 서해안 대륙붕 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개시하였다. 1978년 7월 

에는 기존의 ‘석유조사소’를 확대하여 ‘연료탐사국’으로 개칭하고 14 ， 000톤급 시추 

선인 ‘유성호’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서해 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에 돌입하였다. 

1990년에는 구소련과 합동으로 원산지역 인근해역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를 벌 

이고， 1993년 3월에는 ‘지하자원법’을 제정하여 석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원유공업부 설립에 이어 1994년 3월에 열린 제 7차 최고인민회의 

에서 북한 당국은 석유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복한의 석유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장려하여 1997년 6월 남포 

앞바다에서 450배럴의 석유를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 이후 몇몇 서방기업들이 북한지역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북한당국은 

보다 활발한 서방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일본에서 투자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98년 9월 

원유공업부를 ‘원유공업총국’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 

하게 된다. 2003년 12월 원유공업총국을 원유공업성으로 개편한 후 기존 5개 외국 

업체와의 계약을 만료시키고 영국 업체와 포괄적인 탐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04년 9월 영국의 아미넥스CAminex)사는 북한에서 향후 20년간의 채굴개발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표 1. 북한의 석유개발 일지 

일자 개요 비고 

1965년 8월 
’연료자원 연구조정국’을 신설하여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학적 조사에 착수 

1968년 10월 ’석유조사소’ 설립 

1977년 6월 서해 대륙붕지역에서 시험시추 개시 

1978년 7월 
’연료탐사국’ 설립. 
시험시추선 ”유성호"(14 ，000톤급) 도입， 서한만에 투입 

1990년 
구소련과 원산만 해안지역 및 인근해역， 기타 통해안 지 
역에 대한 공동 지질조사 실시 

1993년 
과학기술출판회사에서 출판한 ”지질학”지에 북한지역의 
원유부존 가능성을 강조하는 두편의 논문 발표 

1993년 4월 ’지하자원법 l 제정 

1993년 7월 l연료탐사국’을 ’석유산업부l로 승격 

1994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 석유개발 주진 정책의지 표명 

1997년 6월 남포 앞바다에서 450배럴의 원유 추출 

1997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석유개발의 조속한 성과실현 촉구 

1997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복한 유전개발 투자설명회 개최 

1998년 8월 안주 지역 시추작업 개시 

1998년 9월 기존 ‘원유공업부’를 ‘원유공업총국’으로 축소 

2003년 12월 기존 ‘원유공업총국’을 ‘원유공업성’으로 확대 

2004년 9월 영국 ‘아미넥스’사와 포괄적 탐사계약 체결 

2004년 12월 중국과 대륙붕 석유공동개발 합의 

현재 북한에서의 석유탐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각 산하의 원유공업성 

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군부를 포함한 고위층의 결정이 절대적인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내각체계는 그림 1에 나와 있다. 북한의 석유탐사 

및 개발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해외의 석유개발 기업을 유치 

하여 석유탐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5월 북한이 서한만 유전개발에 한 

국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북한에서의 석유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는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민간차원의 참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 

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북한은 중국과 해저유전 공동 개발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 석유탐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지역에서의 석유탐사 추진은 먼저 북한 과학기술계를 통한 공동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과학기술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석유 탐사자료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실질적인 탐사작업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남북한의 과학기술자 교류를 통해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탐해 II호를 활용하여 해저 탄성파탐사를 추진함으 

로써 북한 석유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의 상호 협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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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석유탐사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북한 

지역 석유탐사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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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내각체계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J. 2006. 1) 

q 
]



제 2장. 북한의 석유개발 현황 

제 1절 . 에너지 현황 

최근 들어 복한 석유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북한석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한의 원유 생산 가능성 및 석유 제품 수출 보도는 같은 

비산유국인 우리로서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과거 수차례의 석유 위 

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바 있고， 그리고 최근 2년간의 고유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들려오는 분한 석유 

관련 소식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요인과 맞물려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북한 석유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석유 매장 여부， 

매장 규모 및 생산량 등과 같은 질문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 에너지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석유 문제， 

특히 석유 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최근까지의 복한 에너지 연구는 

비록 활발하지 않지만， 남북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 석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성 문제를 남분간의 에너지 협력 이라는 시각 보 

다 국제 관계적 시각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것이다. 석유 산업은 국제적 성격을 띠 

는 산업이다. 석유의 국제적 성격은 지역적 편재성 때문에 생겼다. 즉， 세계 석유산 

업이 1960년대 말까지 세계 7대 메이저 석유기업에 지배되는 때까지 석유에 관한 

모든 것은 이들 기업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70년대 OPEC의 석유 산업 국유 

화로 인해 석유 자원을 보유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 갈등의 관 

계로 접어들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왔던 메이저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석유 문 

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냉전 기간 중，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석유를 

완전히 자급한 국가는 소련과 중국 정도밖에 없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이들 두 국 

가의 석유 공급에 의존하였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양 진영 공히 석유 자원의 편재 

성이 존재하였고， 석유는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북한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 

다. 따라서 복한의 석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둘러싼 국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1. 북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특징 

북한의 에 너 지 소비 구조(energy consumption mix)는 몇 가지 특정 을 갖고 있 

다. 첫째， 에너지 소비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북한 경제는 석탄， 석유， 전력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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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소비 구조는 현재 세 

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단순한 구조라고 

하겠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석유， 석탄， 수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원Cconventional 

energy) 뿐만 아니라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 Crenewable) 에너지 같은 비전통 

Cnon-conventiona])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활용하고 있 

다. 하지만， 록한 경제는 전통적인 에너지원 몇 가지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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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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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5 99 

그림 2. 북한의 90년대 에너지 소비 구조 추이 

(자료 : 통계청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0. 12) 

둘째，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에너지 소비 구 

조에서 석탄의 비중은 매우 높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에너지 소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99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에서 석탄은 약 

70.1%였고， 수력이 18.7%, 석유가 5.9%, 그리고 신탄과 같은 전근대적 연료도 

5.3% 차지하고 있다. 분한의 석탄 의존도는 현재 세계 평균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 

주의를 유지했던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다. 

북한경제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은 내수를 충당할 만한 석탄자원을 보유하 

고 있다. UN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총 석탄 매장량은 75억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인 매장량은 26톤이다. 이들 매장량 중 현존 기술 하에서 경제성이 보장되는 매 

장량， 즉 가채 매장량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경제성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 

는 북한에서는 현존 확인 매장량으로도 북한 경제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자력갱생 원칙 

이다. 이 원칙은 국내 가용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즉， 국내에서 가장 손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석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주에너지원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이런 자력 갱생원칙은 고전적인 에너지 공급 안보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에너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에 관한 한 외부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 

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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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이 고전적인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핵심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원칙하의 

석탄 의존 정책은 바로 고전적인 에너지 안보 정책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 

다. 북한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이므로， 국내 원유 공급원을 확보해 놓지 않 

은 상태에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해외 원유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에너지에 대한 취약성 Cvulnerability)에서 올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제약으로부 

터 탈피할 목적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복한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주체 사상이라는 이념 하에 석유 의존을 줄이고 국내 에너지 

자원인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한의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소련의 복한에 대한 석유 공급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소련은 동맹국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을 책임짐으로써， 

이들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 결과 소련은 국내의 거 

미줄 같은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망을 동유럽 국가들까지 연장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를 공급해왔다. 한편 북한에 대해 소련은 북한의 현존하는 정유공장 중 

의 하나인 승리화학연합기업소 정유공장 건설을 70년대에 지원하면서， 석유공급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동시베리아 유전으로부터 나훗카까지 건설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승리화학연합기업소가 있는 선봉까지 연결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소련은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소련의 계획 불이행에 대한 구체 

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소련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은 동 

유럽에 대한 석유 공급 정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90년대 들 

어 소련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감소시켰다. 

북한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구조의 마지막 특정은 낮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다. 

95년 기준으로 보면 복한 주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약 0.67 TOE로 같은 기간 

남한의 3.61 TOE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이 극히 비효율 

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나타내는 단위 GNP 

생산당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북한은 미화 1.000달러 GNP 생산에 0.74 TOE 

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0 .42 TOE보다 약 l. 76배 높은 수준이다. 

표 2. 남북한 에너지 소비량과 효율성 비교 

151-조a 북한 남한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0.67 3.61 (TOE) 

GNP당 에너지 소비량 
0.74 0.42 

(TOE/천달러) 

자료) 방기열， 통일 대비 남북한 에너지 수급 분석， 에너지 경제연구원 (999)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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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데에는 북한이 에너지 절약 혹은 효율성 향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본주의 진영은 지난 73년 석유위기 

이후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 

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은 북한을 위시한 사 

회주의 국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사실 러시아도 90년 붕 

괴이후 과거까지 만연하였던 에너지 낭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러시아의 석유 소 

비는 냉전 시절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력 갱생체제가 석 
유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을 겪지 않은 장점을 가진 반면， 국제 에너지 시장으로부 

터의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결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에너지 저효율 

성이 복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2. 석유의 중요성 

북한 에너지 소비구조 측면에서 석유의 역할은 큰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력갱생과 주체 사상에 의해 국내 자원인 석탄 활용을 극대화 

하고 석유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더욱이， 

북한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들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 90년에 10% , 95년에 6.4% 그리고 99년에 5.9%로 석유가 전 

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한의 석유 소비 감소는 북한의 석유 도입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석유 구매 능력 부족이라는 자체 경제적 요인 외에 북한 석유 공급과 관련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90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 개혁이다. 80년대까지 북한의 주요 석유 공급원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대폭 올렸다.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는 석유를 경화 

수입 확대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적인 석유 판매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원유를 국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석유 판매대금을 국제 가격에 의한 경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석유 사정 또한 북한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정 

유공장 중 하나인 봉화 화학공장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70년대에 건설된 정유 공 

장으로， 중국산 대경 CDaqing) 원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석유 수 

출국이었던 중국의 개혁 정책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즉， 80 

년대 들어 착수한 시장 경제 정책에 의해 국내 원유 생산 회사들에 대한 비공식 민 

영화Cinformal privatization)를 추진하였다. 중앙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 원 

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원유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원유 생산회사들은 

원유 판매에 있어 이윤 추구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양상은 북한의 주요 소 

비 원유인 대경원유를 생산하는 중국석유총공사CCNPC)에서도 나타났다. 이윤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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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의해 복한에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서도 국제 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 

다. 더욱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중국 국내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급기야 

중국이 97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면서， 복한에 대한 석유 수출 동기는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석유 소비 감소는 주요 석유 공급 국가들의 사정 

변화로 인한 북한 석유 도입 감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복한의 원유 도입 추이 (단위: 만톤) 

‘89 ‘90 ‘91 ‘92 ‘93 ‘95 ‘96 ‘97 

구소련 50 41 4 

중국 114 106.3 110.2 110 105 83 93.6 50.6 

기타 96 98 75 42 21 27 60 

계 269 245.3 189.2 152 136 110 93.6 

자료) ‘89- ’91: 에너지 경 제 연구원， 시사저 널(1 993.7. 1)， p14에서 재인용. 

‘ 92- ’97: 방기열， 에너지 경제 연구원， p94. 

북한의 석유 소비 감소는 석유의 중요도를 감소시키기 보다 더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석유는 록한 경제에서 석탄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석유 

는 수송용으로 크게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5년 기준 북한 석유 소비에서 휘 

발유와 경유의 비중이 약 68.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목탄 자동차들이 사 

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에 의한 석유 대체는 한계가 있다. 즉， 자동차 등 

의 연료를 석유 이외의 방법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석유는 북한에서 

연료용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 2절. 주요분지의 지질 및 탐사현황 

북한은 최소한 6개의 석유 매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석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해와 동해의 앞바다 퇴적분지와 이와 연장되는 육상의 퇴적분지들이 

다 (그림 3). 북한의 석유 탐사 및 시추는 1960년대부터 구소련， 루마니아， 중국 등 

의 기술지원 하에 신의주， 아오지， 숙천 등의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탐 

사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1980년대부터는 서방의 석유회사들을 유치하여 해상 

에서의 석유탐사 및 시추가 본격화되었다. 이 중에서 안주， 온천， 남포 앞바다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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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서한만 분지와 안주 분지는 석유탐사 및 시추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들 광구의 시추공에서 유징이 일부 발견되었고， 일부 지역은 함유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반면 길주， 함흥， 원산 앞바다의 통한만 분지는 상대적￡ 

로 탐사가 부족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광구도 
회영· 

면 적 : 9 ,400 Km' 
시추공수 : 3공(해상) 

탐사결과 : 1공에서 일산 약70tf~렐생산(’ 73) 

최근탐사실적 : ’98 육상 시추1공 
(카나다 Soco사 장비지원) 

현조광권자 . 카나다 Soco사(’98-현재) 

연 적 : 24 ,500 Km 2 

시추공수 :2공 

당사결과 : 유가스징 발견 

면 적 : 11 ,000 Km' 
최근탐사실적 : ’97 울러탐사 1,000 Km 

(호주 Beach사) 

현조광권자 : 호주 Beach사(’94-현재) 

시추공수 : 13공 

당사결과 : 1공에서 일산 450바렐산출(’ 85) 

최근탐사실적 : ’97 물러탐사 1,000 Km 
(스워|덴 Taurus) 

참여회사 : 스워|덴 Taurus^K ’93 .5- ’00.12) 

제 6-1광구 

그림 3. 북한의 광구도와 광구별 참여 회사 및 탐사결과 

북한 체제의 특성상 탐사 및 시추와 관련된 기초자료와 결과들은 대부분 공개되 

지 않으며， 북한 당국이 광구 설명회나 내·외신 보도를 통해 유포하는 정보들은 신 

빙성에 문제가 있어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북한의 유 

전사업에 참여한 외국 석유회사들로부터 퇴적분지의 지질 개요， 물리탐사 및 시추 

Q 

υ
 



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 절에서는 제한적 

이지만， 북한의 유전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북한의 석유매 

장 가능성 및 유전개발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한만 분지에서의 탐사 

및 시추결과 자료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여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역은 제한된 정보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를 시도하였다. 

2-1. 서한만 분지 

가. 광역 지구조 운동 

서 한만 분지 (West Korea Bay)는 북한의 서 해 앞바다에 위 치 하며 , 서 쪽 경 계 는 

중국의 발해만으로 연장되고 동쪽으로는 압록강 분지， 청천-대령강 분지(안주 분 

지)와 재령강 분지로 이어진다 (그림 4). 

서한만 분지는 유라시아판의 일부인 Sino-Korean Platform에 속하는 지괴이며， 

이 지괴는 현생대 (Phanerozoic) 시기에 여러 번의 충돌을 겪었고 후기 고생대와 

초기 중생대에 융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생대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지괴로 

뚜렷한 변형구조 없이 서서히 침강하다가 중생대에 들어오면서 몇 번의 강한 지각 

변동과 화산활동을 겪게 된다. 이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생긴 

결과로 여겨진다. 지각변동의 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에서는 

중기 삽첩기와 초기 쥬라기에 있었던 변동을 lndo-Sinian Orogeny 2.} 하고， 중기 

쥬라기와 후기 에오세에 있었던 변동을 Yenshanian Orogeny라고 한다. 한국에서 

는 중기 삼첩기와 중기 쥬라기에 큰 습곡 및 충상단층 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각각 

송림 변동，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한다. 대보조산운동이 끝나고， 지괴는 점차 침강하 

였다 

후기 중생대와 초기 신생대 동안에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쪽으로 수렴하면서 이 

미 형성되었던 유라시아판 내의 육괴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여 열개 (extensional 

rifting)와 침강을 야기하였다. 또한 태평양판의 섭입을 일으켰다. 따라서 선캄브리 

아기와 고생대의 층들이 부서지면서 단층으로 구획되고 북동-남서 방향의 소분지들 

이 중국의 동쪽지역과 한반도에서 발달하였다 (그림 5). 서한만 분지도 이들 중생대 

-신생대 분지 중의 하나이며 ， 지루(horst) ， 지구(gra ben), til ted block 들이 특징적 

으로 나타난다 (그림 6). 주향이동 운동(transtension ， transpression)이 이들 분지 

의 구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한만 분지의 진화는 삼첩기에 있었던 송림조산운동과 관련된 압축운동 

(compressional tectonism)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고생대층의 융기는 중기 쥬라기 

까지 지속되어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후기 쥬라기에 분지의 열개가 

시작되어 정단층 작용을 수반하는 분지 확장 (regional extension)이 있었다. 정단 

층들의 활동으로 깊고 넓은 함몰분지가 형성되었고， 하성셰일과 사암， 화산쇄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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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만 분지 광구 및 시 추공 위 치 Cafter Massoud et 머.， 1991). 

박스는 그림 7의 테두리 

그림 4. 

붉은색 

이 시기에 고기후는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로 퇴적물 공급이 제한되었고， 적색을 

띠는 퇴적암들과 화산쇄설성암들이 주로 관찰되며， 어떤 지역에서는 염도가 높고， 

생명이 짧은 얄은 호수들이 발달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부 백악기층은 에오세 (올 
리고세?) 부정합면에 의해 침식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에오세-올리고세 시기에 분 
지의 침강이 재활성화 되면서 3 k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호소성 및 하성-삼각주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저11371 분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에오세) 고기후는 강 
수가 많고 습윤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올리고세 동안에도 지속되어 삼각주평원 
Cdeltaic plain) 주변에 습지 Ccoal swamp)와 양은 호수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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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0' 

SCALE 

o 300 6OOkm 

50'1 

4<1 

40' 

3<1 

그림 5 한반도 주변 하유 
p " 

열 개 분지 (after Massoud et 떠.， 1991). 

1. Songliao Basin; 2. Bohai Gulf Basin; 3. West Korea Bay Basin; 4. Subei 

Yellow Sea Basin; 5. Nanyang-Biyang Basin; 6. Jianghan Basin; 7. Fukue Basin; 

8. East China Basin; 9. Okinawa Basin; 10. West Taiwan Basin; 11. Pearl River 

Mouth Basin; 12. Yingge Sea Basin; 13. Beibu Gulf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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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 중생대 분지 위에 중첩되어 발달하는 제3기 서한만 분지 단면도 Cafter 

Massoud et a1., 1991). 서 한만 분지 의 열 개 는 중생 대 동안의 정 단층의 발달에 의 해 

형성됨 . (B) 지루와 반지구가 발달한 서한만 분지의 개략적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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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 km 

그림 7. 서한만 분지의 개략적인 구조도. 북동-남서 방향의 정단층의 발달이 우세하 

고 정단층을 경계로 하는 반지구형 소분지들이 발달함. 동쪽 경계를 형성하는 주단 

층은 해안선을 따라 안주 분지 내륙으로 이어짐. 위치는 그림 4에 표시됨. 

나. 암상 및 퇴적환경 

상부 쥬라기층은 Yongsong Subgroup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기 삼첩기의 

Songimsan Subgroup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Yongsong Subgroup은 용성층과 

신의주층으로 나누어진다. 서한만 분지에서 상부 쥬라기층의 상부는 부정합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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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두께의 변화가 다양하다. 압록강 지역에 상부 쥬라기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림 4) , 두께는 약 2000m 에 이른다. 시추공에서 하부 경계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서한만 분지에서는 적어도 700 m 이 
상의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쥬라기 지층은 606 시추공에서 약 

759 m 두께로 인지되며 두 개의 암층서단위로 구분하였다 (그림 8). 하부 단위는 
약 200 m 두께로 하성 실트암， 세일 ， 탄층을 함유하는 사암으로 구성되며 대개 용 

성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부 단위는 약 550 m의 두께를 가지며 ， 하성 

기원의 유기물이 풍부한 세일과 사암이 앓은 석회암층과 교호하는 것이 특정이다. 

역질 사암이 하부에 나타난다. 상부 단위는 신의주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606 시추공의 물리검층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의주 층의 퇴적상과 환경 

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신의주층은 전형적인 호소퇴적층으로 하부에 유기물 

이 우세한 흑색세일이 나타나고 상부로 가면서 사암과 세일이 앓은 석회암층과 협 

재하며， 최상부에는 사암과 역암이 우세한 상향 조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9). 흑색셰일은 무산소 환경의 깊은 호수가 있었음을 지시한다. 반면에 상부에 올라 

오는 사암과 역암은 호수 주변부 환경을 지시한다. 상향 조립화하는 퇴적층에서 탄 

산염층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은 중탄산염이 결핍된 하천수의 유입을 반영한다. 유 

기물과 탄산엽이 많은 석회암에서 탄산염이 부족한 사질 석회암으로의 변화는 호수 

수층의 순환이 바뀌었거나 화학적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기후변화에 의 

해서 조절될 수도 있다. 

층리화된 수층은 늦봄이나 여름에 해조 과성장 Calgal bloom)이 일어나 유기물 

과 탄산염이 풍부한 석회암이 바닥에 퇴적되고， 겨울에는 규산질의 규조류와 쇄설 

성 입자들이 주로 퇴적되어 탄산염이 부족한 석회암을 퇴적시킬 수 있다. 상향 조 

립 화하는 퇴 적 층은 호수 선상지 Oacoustrine fan)로 퇴 적 물을 공급하는 삼각주가 

점차 분지 쪽으로 전진 이동하여 형성될 수 있다. 사암은 회색이나 갈색을 띠며 카 

올리나이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카올리나이트는 담수성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지 

시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담수성 복족류와 오스트라코드가 관찰된다. 탄층은 상부 

쥬라기층의 하부 용성층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거들은 쥬라기의 소분지들은 반습윤성 기후하에 형성된 담수성 호수 

환경이었음을 지시한다. 호수는 깊고， 부영양화 상태였지만， 육지로부터 유기물을 

공급받았을 것이다. 용성층에서 나타나는 탄층은 호수 주변 지역에 식물들이 서식 

했다는 증거다. 많은 양의 육성기원 유기물들은 호수 깊은 곳으로 이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여겨지며， 플랑크톤은 무산소 조건하에서 퇴적되었다. 따라서 크고 깊은 개 

방형 호수가 상부 쥬라기 동안에 서한만 분지에 형성되었으며， 이 기간은 구조운동 

과 기후변동에 따른 호수면의 변화와 퇴적물 공급 변화에 따른 퇴적층의 전진과 후 

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생대 지층에서 샘플한 원유의 Pr!Ph 에 대한 Ö13C 값들의 플롯 결과는 상부 

쥬라기에 형성된 소분지들에 형성된 호수는 담수형 호수로 깊고 개방된 호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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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06 시추공의 쥬라기층 주상도 (after Massoud et al.. 199 1). 하부에는 심호성 세 

일 퇴적상 Cdeep-lake facies)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상부로 가면서 호수 주변에 퇴적된 조 

립질 퇴적상 Cmarginal lake facies)이 발달하는 상향조립화하는 전형적인 호수 퇴적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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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호수는 유량의 유출입과 강수/증발이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두꺼운 

호소성 퇴적층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림 9). 신의주 층의 깊은 호수층 퇴적상은 두 

께가 약 450 m 정도로 중생대 원유를 형성시킨 두꺼운 근원암으로 해석되며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원유 형성 단계에 도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제 371 의 원 

유는 중생대 원유와 성인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며 중생대 근원암과 대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톰톰 Ca,"h‘,n .. ，，:‘、 、 lud<T‘Irk、 ι거/ 、 lalToph 、 t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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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퇴적물과 물의 공급이 퇴적공간과 균형을 이루는 호수의 퇴적 환경 모식도 

(after Bohacs et al. , 2000). 대개 수력학적으로 열려있는 호수이며， 쇄설성 퇴적물 

과 탄산염 퇴적물이 교호하고， 전진이동과 상향 누적되는 층들이 반복되는 것이 특 
지이 
。 o

다. 지화학 분석 결과 

시추공 606과 404에서 회수한 시추시료(cutting)와 코아 샘플에 대한 지화학 분 

석 결과를 아래에 요약하였다 (Source: Killops et al., 1991 , Massoud et a l., 

199 1; 1993). 암석 시료의 샘플렁 구간은 각각 2 ，355-3 ， 034m와 2 ,433-3 ,1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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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유기물 타입 

지화학 분석에 이용한 암석시료들은 상부 쥬라기층에 해당되며， 호수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얄은 해안 근처 (near-shore area)의 퇴적물 (sample 850) 내에 존재 

하는 유기물들은 각피질 (cuticles) , 소포자 (microspores) , 식물 파편 (비트리나이 

트)과 같은 육성기원 유기물들이 많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sample 849) 비결정 

질 유기물 (amorphous organic matter)들이 많이 나타나며 각피질은 줄고， 소포자 

나 작은 식물파편들이 주로 육성기원의 유기물을 이룬다. 호수 가운데에는 (sample 

848) 비결정질 유기물들이 우세하고 각피질은 없으나 소포자와 식물파편은 일부 관 

찰된다. 해안근처 퇴적물 내의 유기물들은 (sample 843)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대 

부분 작은 식물파편과 흑색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606 시추공의 심호성 퇴적물 

에서 추출한 케로진들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대부분 비결정질의 입자와 소포자 

및 각피질과 같은 육성기원의 물질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케로젠 성분 

비결정질 유기물에 대한 광학 및 지화학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원유 생 

성에 유리하다 (oil-prone). 비결정질 유기물들은 호소성 타입 I 케로젠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고 (그림 10),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축적이나 미생 

물에 의한 유기물의 생분해 (biodegradation) 작용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수소 (hydrogen) 성 분이 증가할수록 원유 부존 가능성 이 높다. 타입 I 

케로젠은 산화조건 하에서 고등생물 파편이 미생물이나 균에 의해 분해되어 남은 

찌꺼기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즉， 섬유소(cellulose)와 목질소Oignin)가 선택적으로 

제거되고， 완시 (waxy) 각피질， 송진 (resin) ， 포자들이 농축된 잔여물들이 미생물 잔 

해와 합쳐져서 타입 I 케로젠을 구성할 수 있다. 유기질 혼합물은 일차생산의 잔재 

라기보다 미생물 군집의 산물로 여겨진다. 샘플 844-849 사이에서 비결정질 유기 

물이 풍부하고 육성기원의 삼중테르펜Ctriterpane)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미생물의 

활동을 지시한다. 

신의주층에서 육성기원의 유기물은 소포자와 각피질과 같은 엑시나이트 유기물 

단위 Cexinite macera])에 많으며， 이들은 타입 III 케로젠으로 여겨진다 (그림 10). 

쥬라기 샘플에서 립티닉 성분Oiptinite)은 60-90%를 차지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성분을 가지고 있고， n-alkanes 그룹의 성분비가 높아 원유를 생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주의 Gippsland 분지에서 원유는 각피질과 소포자들이 많은 석탄으로부터 생 

성되었다. 신의주층의 유기물들도 이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유를 생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추공 606의 2,380 - 2 ,820 m 구간에서 나타나는 지 

질 Oipid) 이 많은 케로젠은 원유를 생성할 수 있었고， 원유 생성 깊이는 더 깊었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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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염분해 변수 

유기화합물의 열분해 (Pyrolysis) 분석 결과 수소지수 (HI: Hydrogen Index) 와 

GP 값들은 대개 원유 형성에 유리한 근원암을 지시한다. 

Sonllliao 분지와의 비교 

중국의 Songliao 분지의 케로젠 타입은 립티나이트 Cl iptinite) 성분이 50-90% 

인 타입 I과 III가 혼합된 케로젠이며 HI 값이 100-450 이다. 이 타입의 케로젠은 

주로 심호성 퇴적층 내에서 관찰되며 원유 형성에 유리하다. 쥬라기 샘플에서 총유 

기탄소량(TOC)에 대한 탄화수소의 비율은 Songliao 분지의 근원암과 비교해서 매 

우 높으며 00- 50 mg/g) (그림 10) , 동중국의 신생대 분지에서 확인된 유/가스 근 

원암과 비교해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의주층에 존재하는 유기물들이 매우 양질 

의 것임을 보여준다. 

samp1e | Tr cyc1 C Hop~ncs ,15 Hopones 
。‘:l SI (If;'l n('$

fICS" QC !’ vmCqrS。H，gCeT ;n。CclnadrgOI rvpo lj l R@1 ”• :‘JQn; Pr: Ph Foμr。rγ ‘:1- I ~Ö~Pí h- I Tcrp~~-c~ % 0 1 Stlts Slcr3ncs r: '.l on. ::"J"o n)‘; mg/g 。 1; )) 

rn I ) 까 ’ gη ~ 'i 25 “ G ‘5 선 G ~ ~ 끽 5' :-')ìηn 

κt、 ro g ('n I ~ 

. • • . 
;: .:';:Ij 

• . . • T '" / / ‘J 

" / / / ‘ 
。

& I 
그 l 

CJ 그 ,‘!':-:'-1 . ι . . . • ι . ι」
j ’‘') - 1 ‘ • . 

” 11 1 」

기 
」E 。

α1 
ν1 

"mOf ;l b. I -,6C.9G’., 。
; • • • . • • . 

____ ~~ I~규 ___ /~ - . . 
• -/:\• - T j 1 ←-、、、 . - ----- .‘--‘- --

I / \ 
f‘1':1I n‘y '.1)~ I • • • F ; 1 (3 ? / 、\

쁘 i 렐 뇌 \ 、 / <\ 치 | ./ 。 、

，11 므g ι닝s‘ g ‘.，，~::..:] / 0 

ε / " '-r 
. 

그림 10. 상부 쥬라기 지층의 유기물 타입을 지시하는 지화학 지시자 

(after Massoud et a1., 1993). 

(2) 유기물량 

전 세계의 대형 유전에서 원유를 배태한 근원암은 수소가 풍부한 케로젠을 포함 

하고 있는 퇴적암으로 총유기탄소량은 대개 1-2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유 

기탄소 성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원유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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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률이 높은 물 속에서 산화된 유기물과 육성기원의 유기물 (비트리나이트， 이 

너티나이트， 재통된 유기물)들은 해양퇴적물 내에 유기탄소의 함량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이런 유기물들은 수소가 부족하고 가스형성에 유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 의 탄화수로로 바뀌 지 못한다. 

대개의 경우 탄산염암이 근원암이 되려면 유기탄소 함량이 최소한 0.3%가 되어 

야 하며， 세일은 0.5- 1.0% 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기탄소량이 적을 

수록 농축되기 어렵고 쉽게 분산된다 

호소성 퇴적물 내의 유기물들은 일반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유기물질 

(bacterial mats , aquatic plants)들과 강이 나 범 람으로 인해 유입 되 거 나 파도에 의 

해 재동된 입자성 유기물 (detrital materials)들이 섞여 있는 것이 특정이다. 

호수에서 유기물이 잘 보존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수 

의 밀도， 수층의 층리화， 유기물의 퇴적률 등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호소성 퇴적물 

내의 유기탄소 함량은 내우 다양하여 1% 보다 작거나 60% 보다 큰 경우도 있지 

만， 대개는 1- 10% 범위에 있다. 중국에서 발견된 호소성 퇴적분지의 양호한 근원 

암들은 유기탄소함량이 대개 1-6% 범위에 속한다. 

총유기탄소량 

상부 쥬라기층에서 채취한 시료들의 총유기탄소량은 평균 1.6% 이며 신의주층 

내 심호성 퇴적물은 평균 1.3% 이다. 흑색세일의 유기탄소량은 2% 미만으로 비교 

적 산소공급이 용이한 곳에서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상부 쥬라기 층 하부에 나 

타나는 역질 사암 저탁류의 퇴적은 산소가 부족한 심호 환경에 산소의 공급이 있었 

음을 보여준다. 상부 쥬라기층은 총유기탄소에 대한 탄화수소의 비율이 매우 높고 

00-50%) , 원유 생성에 유리한 비결정질 유기물이 풍부하며， 미생물에서 유래한 

유기 화합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양질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다. 

원유생성에 필요한 유기물의 조건이 매우 양호하며， 만약 쥬라기 심호성 퇴적층 

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생산할 수 근원암으로 평가된다. 

시추공 606과 604의 상부 쥬라기층 시료의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값은 0.6-

0.97 % (Rm%: mean random reflectance) 정도이며 (그림 11) , 이는 퇴적층이 원 

유 생성 구간에 있었음을 지시한다.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측정값 중에서 거의 1.0%에 이르는 구간은 

3 ,017-3 ,091 m (시추공 606) 이며， 원유 생성의 정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11). 

즉， 심도 2,355-3 ,091 m 구간에서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Rm) 값이 0.65-

1.0%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원유 생성 구간을 지시한다 (그림 11). 3100 m 보다 

깊은 심도는 습성가스 생성 구간으로 해석되었다. 

포자 변색 연구에 의하면 열변질 지수(thermal alteration scale)가 4에서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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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며 (밝은 갈색) , 원유 생성 구칸을 지시한다 (그림 11). 

유기물 열분해 분석에서 PI (production index) 값은 0.11-0.3 이며， Tmax 값 

은 453-463 t 범위에 있다 (그림 11). 이 결과도 역시 상부 쥬라기층이 원유 생 

성 구간에 이르렀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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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부 쥬라기 지층의 유기물 성숙 정도를 지시하는 지화학 지시자 

(after Massoud et a1., 1993). 

(3) 분지 매몰사 및 석유 생성 시기 

시추공 606에서 얻은 지화학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 시대에 따른 분지의 매몰과 

열변성 진화 과정을 모델링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그림 12). 모델링을 위해 시추공 

606을 지나가는 지증 단면도와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값을 이용하였다. 후기 쥬라기 

에 이론적 인 열류량 변화를 고려하였고， 지각신축변수 (crustal stretching factor: 
β)는 2로 가정하였다. 상부 쥬라기 신의주 지층은 퇴적 후 비교적 빨리 석유 생성 

구간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매몰 속도가 빨랐거나 퇴적률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신의주 지층의 하부는 백악기 초에 석유 생성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상부 

는 이르지 못했다. 시추공 606 지점은 서한만 분지에서 상대적으로 융기된 부분이 
기 때문에 더 젊은 지층이 열적 성숙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모댈링 결과는 서한만 분지에서 가스 생성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인
 



라. 석유지질 

중생대와 하부 제3기 퇴적층의 근원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부 

백악기의 점토질 (argillaceous) 퇴적물은 유기물이 충분하지 않으며 (평균 TOC 

0.9%) , 주로 가스가 되기 쉬운 타입 III 케로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 형성 

에 유리한 근원암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반면에 에오세 구간은 유기물이 풍부한 호 

소성 이질퇴적물을 포함하고 있고 (< 7% TOC) 원유 형성에 유리한 타입 I과 가스 

형성에 유리한 타입 III 케로젠이 혼합되어 있다. 원유생성 가능성이 중간 정도이다 

(Hydrogen Index up to 220 HC/gCorg). 올리 고세 구간 역 시 촉탄 (cannel coa l) 

을 함유하고 있어 원유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팔레오진 퇴적물은 오일 

생성 단계에 도달할 만큼 깊은 지역에서는 원유 생성이 가능한 근원암이 되었을 것 

으로 여겨진다. 

서한만 분지에서 저류암으로 가능성 있는 사암은 하성과 삼각주 사암으로 상부 

쥬라기 구간에서 관찰된다. 606 시추공 외에는 저류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부족 

하여 정확한 저류암 평가가 어렵다. 또한 물리검층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에 어려움이 있다. 세립질의 분급이 양호한 쥬라기 사암은 차올리나이트 교질물이 

많기 때문에 대 개 투수율이 낮지 만 (permeability 0.3 -1.4 md) , 공극률은 중간정 

도다 00.8 % on average). 하부 백악기의 세립-중립질 사암과 사질 역암도 카올 

리나이트 교질물이 많지만， 비교적 투수율이 높다 (7.3 md). 그러나 역시 공극률은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평균 11%). 공극을 채우는 카올리나이트 교질물의 농도가 쥬 

라기와 백악기 사암의 저류암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71 의 저류암은 올 

리고세-마이오세 구간의 세립-중립질 사암과 역암이다. 이들은 평균 공극률 

(22.6%)과 투수율 0 ,125 md)이 높고 카올리나이트 교질물이 적다. 제3기의 사암 

들은 상대적으로 압밀작용(compaction)을 멀 받았기 때문에 투수율이 양호하다. 비 

교적 최근에 Stewart (999) 는 토러스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생대 

와 신생대의 사암은 모두 공극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2). 균열 

(fracture) 이 생긴 고생대 석회암도 저류암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암은 중생대와 제3기 구간에서 나타나며， 시추공 303 , 606 , 610에서 평가된 

저류암에 함유된 탄화수소의 덮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랩은 배사구조， 단층 밀폐 (seal)， 묻힌 언덕 (buried hi ll), 퇴적상 밀폐(facies 

sealed) , 층서 트랩이 가능하다. 주향이동 변형운동과 관련된 꽃구조Cflower 

structure) , 단층 및 배사구조 등이 관찰된다 (그림 13). 비치 (Beach) 석유회사는 

다년간의 탐사를 통해 총 8개의 유망구조와 9개의 리드(lead)를 확인하였다. 비치 

사에 의하면 5억에서 30억 bbl을 함유하고 있는 원유퇴적 묻힌 언덕 구조가 발견 

되었다. 원유생성 (oiI generation)은 2,1 00 m 심도의 하부와 중부 마이오세 퇴적 

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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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석유매장 가능성 

606 시추공 분석 결과에 의하면， 쥬라기 근원암은 총 유기탄소 (TOC) 함량이 

평균 1.3%로 퇴적물 내의 유기물 함량만을 고려할 때 잠재 근원암으로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분·포자의 열변질 지수 측정에 의하면 쥬라 

기 층에 포함된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는 석유 생성단계 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생대층 잠재 근원암은 쥬라기의 심호 퇴적층으로 두께가 최소한 

400-500 m 정도이며， 유기물은 타입 I과 III의 혼합형태로 나타나 원유 생성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제 3기층에 대한 열변질 지수 분석에 의하면， 

제 3기층 암석은 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속하며， 속성작용 단계의 생물기원 메탄가 

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2 ， 380과 2,518-2880 m 구간의 사암에서 유징이 확인되었으나， 공극률과 

투수율이 낮아 저류층으로 양호한 조건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 외 구간에서도 사암 

과 역암이 저류암으로 기대되나 양호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301 , 601 , 

및 606 시추공에서 제 3기 사암층이 관찰되었으며， 평균 공극률이 22.6% , 투수율은 

1,1 25 md로 나타나 양호하다. 이들 사암들은 쥬라기-백악기 퇴적암과 고생대 화성 

암이 재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비교적 저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화학 자료에 의하면， 서한만 분지의 중생대 지층에는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 

이 있으나， 제 371 올리고세-마이오세 퇴적암은 열적으로 미성숙 단계인 것으로 나 

타나 근원암으로서 양호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저류층으로는 쥬라기 쇄 

설암과 제 371 쇄설암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서한만 분지는 중국 발해만 지역과 

유사한 지질구조를 갖고 있으며， 보하이 분지 의 연장지역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북 

한에 석유가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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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한만 분지의 지질단변 모식도와 트랩 구조 해석 
(Stewart, 1999, original source: Tarus Petroleum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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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한만 분지의 개략적 층서， 퇴적환경， 저류암의 공극률 및 성숙도 

(Stew따t， 1999, original source: Tarus Petroleum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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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 4 북한 함유가능지역 탐사 현황 

-----‘ 
효|렁-마오지 윌대 신의주 길주-명전 문 AI 안주운지 동한만운AI 서한만룬AI 

면적 (km') ? ? ? 2,000-7,000(?) 29,000 13,000 
(1/3는 육상지역) (원산만， 길주a 명천 앞바다) 

몰리탑사(km) 8, 500 5,500 

시후공(개) 8 2 22 (길주 일대) 3 2 13 ('89년까지) 

탑사결과 ? ? ? 드~~그l T CT3χ~ 뮤짐 (450 바일/일) 

- ‘ 50년대 말 부터 구소련J 풍국， 동유럽 국가의 기슐 원 
조하에 탐사시작 

1950 
- ’ 57년 마오지 지역에서 초|초로 탐사 시작 

- ’ 60년대까지 길주 ι 영천 등지의 육상지역 탐사 및 시추 
(1 5개공) 

1960 
- ’ 60년대 후반 박천， 안주， 숙천 툴지어|서 탐사. 

- '67년 소련파 공동으로 두만강 하류지역 조사 

- ’ 68년 숙천에 서 뮤짙 발견 

- ’ 80년대 탐사가 수행되머 - '84- ’84년 소련 해앙연구소 - ' 76 초|초 해앙탐사실시 (서방석유 키업 합며 전) 

유징 발견(?) 동해만연안앙역 툴리탐사 - ’ 77-'85년 C앙구 5개 공 시 추 (유징발견)， 탐사 1970 - ’ 94-'97년 호주 비치사 - ι86 - ’ 87 소련 터|크노엑스포르 - ’ 80년 A,B 항구 탄성파 람사 
탐사권 보유 (소득없미 철 도툴리탐사 - ’ 81 년 Ina-Naftaplin (뮤고) 힐역인구 인혁 1990 

- ’87- ’ 93년 호주의 메리디언사 조힐계약처|결. 호 
주 Claremont. 미란 LeewardM 칩며 

- ’01- ’ 03년 싱가폴 - ’ 98년 영국 소B사 생산 - '94년메 호주 버치사와 샘산 - ’ 93- ‘ 00년 스웨덴 토러스사가 지운 100%확보 
Sovereign Venture M)f 툴운배 계약처|결 물 운재 계약 처|결 탐사자료 재 (Blocks B and C) 

1990 
조앙권자로 칩며 (풍국국 - ’ 98년 숙천 인근 육상지 처리‘ 2개공 시추 - ’97년 물리탐사 실시‘ 시추비 확보를 위해 파트너 
경 근처 Tachon-Rajin 지 역에서 1 공 시추(뮤징은 있 - ’ 97년 지운의 25% 매간 (말러| 물색 중(1999년 현재) 
역) 으나경제성 없응) 이시마계 푸스티타 에마스사) - ’ 03- ’ 04년 말레미 시마 퍼l트로나스 Block A 에 칩 현재 
- ‘ 02 탄성파탐시 며 
- ’ 03 람사정 시추(결괴 - 일본의 Petrex 탐사수행 (?) 
모릉) 

갱
 



2-2. 안주 분지 (해상 빛 육상 박주， 안주， 온천 지역) 

가. 층서 및 암상 

안주 분지는 제 37] (에오세-올리고세) 조구조적 퇴적분지로써 중생대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하부로부터 신리， 용림， 창동통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5). 

신리통은 흑색/암회색 이암， 현무암， 응회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림통은 

주로 올리고세의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주 지역에서 30매 이상의 석 

탄층Ccoal seam)을 협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창동통은 용림통을 정합관계로 

덮고 있으며， 하부는 실트암과 세립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탄층을 협재하고 상부는 

주로 사질 역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석유 지질 

육상에 드러난 안주 분지는 신생대 퇴적분지로 기반암은 쥬라기 퇴적암으로 여 

겨진다. 흑색 세일과 빈번한 탄층의 협재로 보아 유기물 함량이 양호한 것으로 판 

단되나 서한만 분지의 시추결과에서 보듯이 신생대 초기의 퇴적암들은 매몰 심도가 

낮아 미성숙된 상태여서 근원암으로 부적절할 것으로 추측된다. 쥬라기 층내의 심 

호성 흑색세일은 근원암이 될 수 있으며， 저1]37] 사암층 역시 저류암으로 가능할 것 

이다. 98년 숙천 인근 육상지역에서 루마니아제 시추 장비를 이용하여 1공을 시추 

하여 기반암에서 유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어 폐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반암으로 여겨지는 쥬라기층의 근원암 평가를 위한 지질·지화학 조사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 

2-3. 길주-명천 분지 (아오지， 걸주， 명천 육상지역) 

가-지질 

길주-명천 분지는 제 3기 (올리고서1-플라이오세) 퇴적 분지로써 오랑군 COrang 

County)과 김책시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그림 15). 길주-명천 분지 

는 포항 분지와 함께 동해안 쪽에 두껍게 퇴적된 제 3기 퇴적분지로 신제 37] 퇴적 

층이 온전히 보전되어있고， 동·식물 화석이 풍부하여 제3기 층서 연구에 중요한 분 

지이다. 길주-명천 분지의 서쪽 경계는 북동-남서 방향의 대규모 단층에 의해 구획 

된다. 이 단층을 따라 올리고세 퇴적층과 기반암이 서쪽에 분포하고， 동쪽에는 이후 

에 분출한 화산암과 관입암Cintrusion) 이 협재한다. 제3기 퇴적층은 육성과 해성기 

원의 다양한 퇴적상을 보이며 상당한 양의 동·식물 화석을 포함하고 있어 시대 구분 

을 위한 자세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부에서부터 령동통， 명천통， 칠보산그룹으로 

감
 



삼분하였다 (그림 16) . 령동통은 두께가 약 1,300 m 이며 하부에는 쇄설성 퇴적암 

들이 우세하며 상부로 가면서 응회암과 현무암이 협재한다. 명천통은 대개 마이오 

세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령동통과 달리 해양성과 쇄설성 퇴적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분포 지역도 넓다. 대체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하부에 쇄설성 퇴적암 

이 우세하다가 상부로 가면서 해양성 퇴적층이 두껍게 올라오는 것이 특정이다. 칠 

보산 그룹은 길주-명천 분지의 남동쪽에 분포하며 주로 염기성 화산암과 응회암， 

화산쇄설성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께는 약 1,000-2 ,000 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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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길주-명천 분지의 퇴적층 주상도 (after Geology of Korea , 1993). 

나. 석유 지질 

길주-명천 분지는 시기적으로 남한의 포항분지와 대비되는 처1371 퇴적분지이다. 

포항분지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퇴적암들은 선상지-삼각주와 대륙붕내 해양환경에 

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분지 경계부의 구조운동， 해수면 변동， 기후 변동과 같 

은 요인들의 조합으로 쇄설성 퇴적암과 해양성 퇴적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선상지-삼각주로부터 유입되는 저탁류 사암은 저류암으로 양호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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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가질 수 있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해양성 세일은 근원암이 되기에 충분한 유 

기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항분지의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매몰 및 열변 

성 역사가 짧아 미고결， 미성숙 상태의 퇴적암으로 여겨진다. 또한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암층의 현재와 화산쇄설성 퇴적물의 유입 정도는 저류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저류암 평가 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묵한은 ’60- ’ 80년대 

아오지 이외에 길주， 명천 등지의 육상지역에서 석유탐사의 기초 작업인 지질조사 

와 시추작업을 하였다. 길주 일대에서 약 22공이 시추되었으나， 복한은 만족할 만 

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단계에서는 서한만 분지에 비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낮으며， 탐사 우선순위도 떨어진다. 오히려， 외해 쪽이 더 유망할 것 

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4. 동한만 분지 (원산만， 길주 및 명 천 앞바다) 

원산에서 길주， 명천 앞바다 까지의 대륙붕 지역으로 길주-명천 분지와 마찬가 

지로 제 371 퇴적분지로 여겨진다 (그림 15). 두 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었고， 지질학 

적으로 사할린 섬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사 및 시추 결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며 ， 원산 앞바다에서 유징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5. 선의주 지역 

신의주 지역에는 대개 올리고세에 준하는 고제3기 퇴적층(상단통)이 중생대와 

하부고생대 층 위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다. 두께는 대략 730-900 m 이다. 상단통 

은 대개 저색 aJeuJorite , 사암， 역질사암， 펠라이트， 탄질 펠라이트， 탄층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신의주 일대의 육상지역에서 2공이 시추된 ( ’72 , ’76)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석 

유발견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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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석유매장 가능성 

북한의 석유개발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구소련과 중국 등의 기술지원 

하에 육상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 석유회사를 유치하 

여 해상에서의 석유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초기의 육상지역 탐사는 주로 아오지， 회 

령， 신의주， 길주， 명천 등지에 노출된 신생대 퇴적분지에 대한 지질조사 및 시추작 

업에 집중하였는데 탐사결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길주 일대에서 약 22공이 시 

추되었고， 신의주 일대에서는 2공이 시추되었으며， 중국과 소련의 접경지역인 회령/ 

아오지 일대에서는 약 6공이 시추되었다. 이들 시추작업은 중생대 (7) 기반암 위에 

올라오는 제 371 퇴적암을 목표로 시추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복한이 이렇다 

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한 외국회사의 관심도 주로 해 

상 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성 있는 석유를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복 

한도 1990년대 이후에는 서한만과 동한만 분지 일대에서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육상지역에 대한 탐사사업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부터 서한만 일대에서 수행된 탐사 및 시추 결과는 일부 시추공에 

서 유정을 발견하였고， 함유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탐사와 

시추시료의 암상 빚 지화학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한만 분지는 중국의 보하이 분 

지， 남황해 분지와 비슷한 지질구조와 퇴적층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동-남 

서 방향의 주단층의 발달과 관련된 지구 및 반지구 구조의 발달이 우세하며， 중생 

대 쥬라기에서부터 제3기의 쇄설성 및 호소성 퇴적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시추공 자료의 지화학 분석에 의하면 쥬라기 심호성 세일은 유기물량이 충분하 

며 석유를 배태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을 가지고 있다. 심호성 세일은 석유생성단 

계에 도달할 만큼 매몰되어 열적작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물리탐사 결과에 

의하면 ， 쥬라기 심호성 세일을 포함하는 퇴적층의 두께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생성 

시킬 수 있을 만큼 두꺼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하부 백악기와 제3기 지층 

에서도 유기물이 풍부한 세일층이 존재하여 근원암으로 평가된다. 생성된 원유는 

이동하여 중생대와 신생대의 사암에 저장될 수 있다. 시추결과에 의하면 제 3기 올 

리고세， 중생대 하부 백악기， 중생대 쥬라기， 고생대 지층 등에서 유정을 보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시추공 자료에 의하면， 올리고세 저류암의 공극률은 25%, 투수율 

은 1 ，OOOmd로 매우 높은 값을 가지며， 하부 백악기 지층은 공극률은 17%, 투수율 

은 200md로 높다. 중생대 쥬라기 지층은 공극률 13%, 투수율은 25md로 비교적 

양호하다 (그림 14), 

지금까지의 시추결과를 종합해 볼 때 쥬라기의 심호성 세일층이 근원암으로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11371 의 퇴적층내의 유기물들은 매몰심도가 낮아 원 

유 형성에 필요한 열적 변질을 받지 못해 원유생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한만 지역의 시추공 자료를 볼 때 사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양호하며 유정이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저류암층의 형성을 낙관할 수 있으나 경제성을 판단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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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불충분하다. 즉， 석유를 배태할 만한 사암의 두께， 분포， 암석학적 특성， 속 

성작용， 퇴적환경 등을 고려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쥬라기층과 백악기층의 

사암은 공극 내에 카올리나이트 교질물이 많기 때문에 저류암 평가시 주의할 필요 

가 있다. 근원암과 저류암의 조건이 양호하고，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트랩이 형성 

되어 근원암으로부터 석유가 생성되고 이동하였다면 경제성 있는 석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한만 분지에서 시추의 목표가 되었던 구조는 대개 단층에 의해 닫 

힘구조를 형성하는 단층트랩이다. 분지 형성 후기(마이오세)에 있었던 횡압력 작용 

과 관련된 주향이동단층 변형， 꽃구조， 충상 단층들은 단층트랩의 형성과 변형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정이 발견된 시추공에서 예상되는 구조트랩들은 부분적으로 

원유를 배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단층에 의해 트랩에 갇혀 있던 원유가 

부분적으로 누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유 퇴적층의 부피를 알기가 어렵고 가 

채 매장량 계산이 쉽지 않다. 외국 석유회사로부터 입수한 일부 탄성파 단면은 해 

상도가 불량하고 측선이 성글기 때문에 층서트랩을 파악하기 어렵다. 

요컨대， 서한만 분지에서 석유의 생성과 expulsion은 쥬라기 근원암에서 일어 

났고， 단층면을 따라 마이오세 (7올리고세)에서부터 최근까지 이동되어 트랩 되었을 

것이다. 길주-명천 분지， 동한만 분지 등은 탐사가 미미하고， 탐사자료의 접근이 어 

려워 석유매장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북한과 외국 석유회사들이 직·간 

접적으로 밝힌 정보를 바탕으로 석유개발 탐사 우선순위를 정하면， 서한만 분지， 동 

한만 분지， 그리고 길주-명천 분지를 비롯한 육상 퇴적분지 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동한만 분지의 대륙붕 지역은 울릉분지와 비교되어 가스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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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석유개발 현황 및 전망 

4-1. 북한 서해안 지역 

복한의 서해안 지역에서는 서방석유 기업들이 참여하기 훨씬 전인 1970년대부 

터 물리탐사(seismid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중 서한만 분지에 대한 탐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1 964년에 서한만 분지에 대한 중자력 탐사가 있었고， 1966년에 

는 최초로 청천-대령강 하구에서 303 시추공을 회수하여 제 371 층 하부에서 유징을 

확인하였다. 1976 , 1980 , 1981년에 서한만 분지의 광구 A, B, C에서 물리탐사를 

수행하여 1:50,000 스케일의 구조도를 작성하였다. 초기의 물리탐사 및 지질조사는 
제3기층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고， 1985년까지 총 10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5개 

의 시추공은 시추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실패하였고， 나머지 4개의 시추공에서는 

중생대 (주로 쥬라기와 백악기) 사암에서 양호한 유징과 소량의 가스를 확인하였다. 

이 지역은 처음으로 서방 석유 기업에게 개방된 지역이기도 하다. 호주의 메리디 

언(Meridian)사가 87년부터 93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탐사권을 확보하여 복한에서 

는 처음으로 서방 기업이 석유를 탐사한 적이 있다. 서한만 분지에서는 1989년까 

지 약 13개 공이 시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시추공에서 유징이 나타난 것으 

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시추공에서는 양호한 유징이 발견되었고， 생산성 시험 

CDST , Drill Stem Test)을 통해 일일 450 배럴의 원유가 산출된 적도 있다. 
서한만 분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스웨댄의 토러스(Taurus)사가 탐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토러스가 참여하기 전의 이 지역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던 메리디언 

사는 북한이 제공한 물리탐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영국의 한 전문 자료 처리회 

사에게 자료 처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메리디언사는 영세했던 관계로 자료처리 

대금을 지불하지 못 하였고， 이 자료를 압수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메리디언사는 탐 

사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되었고， 북한은 해외 연락망을 통해 서한만 지역 탐사 

권을 다른 석유회사들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토러스사가 92년 북한의 제시를 수용 

하였다. 토러스사는 서한만 분지를 둘러싼 그간의 상황을 몰랐지만， 이미 쿠바에서 

의 석유 사업을 경험한 바 있는 관계로 북한 지역에서의 사업을 회피하지 않았다. 

토러스사는 93년 2월 복한 정부와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 

려진 계약내용으로는， 탐사 계약 기간 5년 동안 토러스사는 우선 메리디안사가 이 

행하지 못한 북한 측의 서한만 분지 탄성파 자료 처리를 2년 안에 다시 하기로 하 

였지만， 98년까지 연장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탐사를 하기로 하였 

다. 이 이후 토러스사는 매년 1공씩 모두 3공의 시추공을 뚫기로 하였다. 5년 시한 

이 만료되어 토러스사가 탐사 계약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면 10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산 계약은 20년으로 하며， 토러스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지만， 

생산 초기에는 북한이 생산된 석유의 55%를 취득하고， 석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북한측 몫을 늘린다고 계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토러스사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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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러스사의 분배 몫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 의 

해 서한만 분지에서는 97년에 신규 물리탐사가 다시 실시되었으나， 석유 탐사의 중 

요 부분인 탐사 시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영세한 석유회사인 토러스사는 1 

공 시추에 약 7백만불이 소요되는 서한만 지역에서의 탐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 

줄 회사를 찾고 있다 0999년 현재) . 

4-2. 안주분지 지역 

이 지역의 넓이는 약 7천 평방킬로미터인데 ， 2/3는 해상지역에 그리고 나머지는 

육상 분지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영국 소재 석유 탐사 및 생산 회사인 소코csoco 

International plc)가 98년 5월에 북한과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5월 

까지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북한은 이 회사와 5년간의 탐사와 20년간 

의 생산을 계약하였다. 북한과 소코사는 원유 생산이 이휘질 경우， 양측이 생산 초 

기에 50%씩 나눠 갖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북한측 배분이 늘어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코사측은 초기 탐사 의무 사항으로 1공 

을 시추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시추 작업은 분한측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코사는 약 35만불 상당의 시추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소코사는 이미 몽고와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석유 탐사 경험이 있 

는 기업인데， 이 지역이 중국 발해만과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과， 광구 

참여비가 35만불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차후 한국， 일본 등의 석유 기업 

의 참여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지역은 94년부터 97 

년까지 호주의 비 ~l (Beach) 석유사가 탐사권을 보유하였으나 탐사나 시추를 해보 

지 않고 철수한 적이 있다. 이보다 앞선 80년대에 이미 다수의 탐사가 진행되었던 

곳인데， 유징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동한만 지역 
원산만부터 길주 및 명천 앞바다에까지 걸쳐 있는 이 지역은 약 2만 9천 평방 

킬로미터의 넓이를 갖고 있다. 1994년에 호주의 비치사가 탐사권을 확보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계약은 5년간의 탐사 기간과 20년간의 생산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안 지역 광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즉， 원유가 생산될 경우， 생산 원유를 북한측과 비치사가 나눠 

가지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면 북한측이 더 많이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측 

은 비치사에 유리한 조건으로써 생산물에 대한 세금과 생산개시 축하 보너스를 징 

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생산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생산 보너스를 받기로 

하였다. 

비치사는 구소련 시절에 실시된 불리 탐사 자료의 재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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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2개 시추공의 자료를 재평가하여 유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치사는 8개의 유망 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비치사는 추가 탐사 

자금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계 석유 회사인 푸스피타 에마스(Puspita Emas Sdn. 

BhdJ사에게 지분의 25%를 97년 7월에 매각하였다. 비치사는 이 지역에 약 5천만 

내지 1억 배럴의 석유 매장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4. 북한 석유개발 전망 
북한의 석유개발 사업은 1980년대까지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육상분지에 집중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987년 호주의 메리디언사가 최초로 서한만 광구에서 

탐사권을 확보하면서 해상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로 복한 

유전사업의 특정은 유전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외국회사들의 적극적인 유 

치를 유도하고 있다. 메리디언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1992년 북한은 프랑스의 토 

탈사를 비롯한 서방 주요 6개 석유회사를 평양으로 공식 초청하여 유전개발 설명회 

를 가졌고， 스왜댄의 토러스사， 호주의 비치사， 영국의 소코사 등이 석유개발 사업 

에 참여하였다. 1994년 최고 인민회의에 원유개발 및 탐사사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유전사업에 대한 묵한 당국의 관심과 의지가 고조된 바 있다. 1997년에도 북한 

은 도쿄에서 조선유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복한의 서해와 동해안에 2백억 배럴의 원 

유가 매장돼 있다고 선전하면서 외국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북한은 호주와 싱 

가포르 등지에서 후속 유전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북한 정권에 큰 부담 

이 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석유개발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할 필요성 

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 

하고 석유개발 사업의 성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시적으로 북한은 서한만 분 

지에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구체적인 매장량은 

발표 시기별로， 관계자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의 석유개 

발 사업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은 탐사 및 시추결과를 바탕으로 합작회사를 유인하거 

나 권리를 비싼 값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메이저 석유회 

사들과 달리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석유매장량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려 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서한만과 동한만에 상당한 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석유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 전문인력， 기술 및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자와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 

한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는 직·간접적으로 외국 석유회사의 참여를 제한하며， 특히 친 

미국계 석유회사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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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은 비미국계의 영세한 석유회사들이다. 유전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법체제 역 

시 걸림돌이다. 일당독재정권의 특성상 북한의 유전사업은 체계적인 법 테두리 안 

에서 수립되고 진행되기보다 당 수뇌부와 외국회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협상 

이 진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듯 하다. 국내에서도 1998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 

예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유전개발 방식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구체적 내용이 불투명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복한사회 

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과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국 기업들의 북 

한 진출이 어렵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석유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 

조가 여의치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발해만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면서 중국 

과 북한의 해양 경계선 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12월 24일 북한과 중국 정부칸 석유 해상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되었다. 80년부터 최근까지 외국 석유회사들의 북한의 유전개발 사업 참여가 이어 

져 왔으나， 중국은 북한의 유전개발에 별다른 행통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 중국과 복한은 무산 철광석 및 혜산 구리광석 공동 개발， 나진항 조 

차， 합작 철도회사 설립， 평양 제 1 백화점 임대 계약 등 경제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 

다. 또한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수급 불안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복한 유전개발 참여는 북한의 석유매장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동개발 유전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해양석유총공사CCNOOC)가 지난 10월 보하이 해역에서 새로운 석유층을 발견 

한 점을 고려할 때， 서한만 분지가 공동개발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말에 

GGS사의 서한만 일대 조광권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유일 

하게 복한과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의 석유회사 애미넥스사가 밝힌 북한과의 계약 

내용에는 북한의 전문인력 양성과 유전사업 관련 법 체계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되 

어 있다. 이는 외국회사들의 사업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해 복한 당국이 인 

적·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요컨대， 

석유개발과 관련된 북한과 중국의 공조는 북한 석유개발의 새로운 국변을 제공할 

것이며， 북한 석유개발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 



제 3장. 북한 석유개발 참여 전략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기는 현시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 

는 2005년 12월에 록한이 중국과 체결한 복한지역 대륙붕 석유공동개발 협정으로 

분한에서의 석유개발은 중국이 이미 선점하였으며 앞으로 중국의 에너지원 확보차 

원에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복한지역에 대한 석유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군부를 포함한 고위층의 결정이 북한 석유개발에 절 

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복한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석유개발 

참여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석유개발 참여전략과는 다른 획기적인 참여전략을 수립 

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전략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참여방법은 남복한 경협의 일환으로 록한에서의 석유개발을 추진 

하는 것이다. 이미 통일부에서는 복한지역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200만 KW의 전기를 송전하겠다고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전기를 

송전하는 것 보다는 복한에서의 석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석유개발을 통하여 원유를 생 

산하고 이를 남북한에 공급한다면 이석이조의 원-윈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기 

전략의 또 다른 방법은 지난 2003년 복한이 노르웨이 회사와 체결한 북한 전해상 

의 탄성파탐사 계획처럼 우리가 북한과 해상탐사 계약을 추진한다면， 또는 한국-복 

한-중국의 3국 공동개발을 성사시킨다면 분한에서의 석유개발 위험성을 저감시키 

고 경제성은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 전략은 주로 대륙 

붕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한만 분지로 이 지역에 대한 탄성파탐사와 매장량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역의 종합적인 석유탐사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탐사 

시추와 평가시추를 거쳐 개발단계까지는 약 4 -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전략으로는 초기에는 육상지역에 대한 광역 지질조사를 통한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탄성파 탐사를 통한 실질적인 탐사활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 

업이다. 먼저 북한 과학기술계를 통한 공동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석유 탐사자료 교환과 과 

학기술자의 교류 등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안주분지와 길주-명천분지를 대상으로 한 육상 광역 기초조 

사를 시작하고 이후 대륙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장기 전략 

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장단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의 해외석유개발 자금과 통일부의 대북 

? 

ω
 



경협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전략을 위한 자금은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장기 전략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연간 5억원 이내의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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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견로 ~L-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을 사용하고 있 

으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자력 발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유가스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에너지의 50% 

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해 -1 가스전의 생산으로 산유국의 반열에 들었다 

고는 하나 아직 그 생산량이 소규모로 국내외에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급선 

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한다면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에도 상당한 도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석유개발은 1957년에 러시아의 도움으로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석유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폐쇄적 

인 정치구조로 말미암아 경제논리에 입각한 석유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매번 좌절 

하고 말았다. 

북한에서 석유부존 가능성이 있는 퇴적분지로는 해상의 서한만분지와 동한만분 

지， 그리고 육상의 안주분지， 길주-명천분지， 회령-아오지분지， 신의주분지 등이 있 

다. 그러나 이중 석유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미 상당한 탐사실적을 나 

타내고 있는 서한만 분지이다. 

한편 복한의 석유개발 참여전략은 단기 전략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먼저 복 

한 과학기술계를 통한 공동 지질조사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북한의 과학기술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석유 탐사자료 교환과 과학기술자의 

교류 등으로 상호 신뢰를 쌓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안주분지와 길주-명천분지 등의 육상 퇴적분지에 

대한 광역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대륙붕탐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의 해외석유개발 자금과 

통일부의 대북경협자금을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 

이며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탐해 II호를 활용하여 해저 탄성파탐사를 추진함으 

로써 북한 석유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며 정치적으 

로 불안한 북한지역 석유탐사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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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 석유개발 사업 얼지 

1957. 함경북도 아오지 지역에서 구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석유탐사를 위한 지질조사 및 시추탐사 실시-

- 1964. 항공 중 · 자력 탐사 시작. 

- 1965.8. 연료자원지질탐사 관리국 설치. 

- 1967. 구소련과 두만강 하구지 역 공동 지 질 조사. 

1968.10. 평안남도 숙천군에 원유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설립. 

1970년대 후반. 소련의 지원과 노르워l 이의 GECO사와 협력으로 서해지역에서 

물리탐사 수행. 

- 1977 -1985. 서한만 C광구지역 5개공 시추 (4개공 유징 발견). 606공에서 235 

BOPD의 Oil Flow 확인 . 

- 1980 -1981. 노르혜 이 GECO(GECO Geophysical LtdJ사와 합작을 통해 서 한만 

A ,B 광구에서 해상 탄성파탐사 및 시추. 

1981. Ina-Naftaplin(유고) 서 한만분지 광역 연구. 

- 1987. 영국 리워드(Leeward) 석유회사에 서해 지 역 탐사권 위 임-

- 1983 -1984. 소련 해양연구소 동해안 연안 지역 광역 물리탐사 

1984. 북한 단독으로 동한만 지역 탄성파 탐사 

- 1985. 남포 앞바다에서 하루 450배럴 규모의 원유를 첫 채굴한 것으로 알려짐. 

- 1986 -1987. 소련 테크노엑스포르도 동한만 지역 물리탐사. 

- 1987. 호주의 메리디언(Meridan)사가 최초로 서한만 분지 지역에 생산물 분배 

계약 체결. 메리디언사는 원래 클레어몬트사의 자회사인 비치사와 같은 

IRL 그룹에 있었으나 1994-1995년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비치사가 

클레어몬트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 1989. 호주 메 리 디 언사 서 한만 C광구지 역 610 시 추공에 서 425 BOPD의 Oil 

Flow 확인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1990.8. 동해 원산 근해에서 유징 발견. 

- 1992. 프랑스의 토탈(Total)사를 비롯한 서방 주요 6개 석유회사를 평양으로 공 

식 초청해 유전 개발 설명회 가짐-

- 1993.2. 스웨멘의 토러스(Taurus)사 서한만 분지 지역에 대한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PSC)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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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북한 원유탐사총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 외자 및 기술유치에 주력. 

- 1994.4 최고 인민회의 제971 7차 회의에서 원유개발 및 탐사 사업 강화 촉구. 

1994.8. 호주 비치사와 동한만 지역 탐사계약 체결 및 탐사. 

- 1997.7. 호주 비치사 추가 탐사 자금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계 석유 회사 푸스 

피타 에마스(Puspita Emas Sdn. Bhd)사에 지분의 25% 매각. 비치사는 동 

한만 지 역 에 500 mill bbl ~ 1 bill bbl 원유 매 장 가능성 주장-

- 1997.7. 스웨멘의 토러스사 서해유전 지역 정밀 물리탐사 실시 -

- 1997.10.7. 북한 원유공업부 도쿄에서 제 1차 조선유전설명회 개최. 미국과 일본 

의 자문회사를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에 2백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 

고 발표. 최근 10여 차례의 유전 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황해 경제수역내 

대륙붕에 유전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이 지역의 원유비중은 평균 

0.85로 유황성분이 매우 적은 우량 원유라고 밝힘.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서 후속 유전설명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무산됨. 

1997.9.25. 캐나다의 칸텍 (Cantek)사 탄성파 및 중자력 탐사를 통해 “서해 대륙 

붕 606 시추공 지역에 매장량이 50억 -4백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자료 발표-

- 1998. l.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평안남도 남포시 앞 바다에서 소량의 원유 채 

굴 보도-

- 1998.5 ( ~ 2003.5) . 영 국계 소코(SOCO International plc) 안주분지 지 역 에 대 해 

생산물 분배 계약 체결. 1998년에 숙천 인근 육상지역에서 시추. 유징 발 

견하였으나 경제성 없음-

- 1998.1l.2. 북한과 현대 유전개발 방식 합의.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평양이 기 

름 더미위에 올라앉아 있으며， 북한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 고 밝힘. 북한과 현대가 합의한 유전 개발 방 

식의 구체적 내용 불투명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 

- 2003 노르워l 이 GGS사 서 한만 일 대 조광권 획 득. 

2001.5.26. 1999부터 평남 숙천군 앞바다에서 연30만톤씩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 

짐 (조선일보) . 

- 200l.6.4. 자체 원유 생산에 따른 북한의 석유 수출 가능성 보도 (조선일보) . 

- 2003.2.13. 동아일보는 2002년 11월 함경도 종성노동지구의 지하 1,500 m 지점 

과 상농노동지구 지하 1,900 m 지점에서 유징 발견 했다고 보도. 

- 2003.6.1l. GGS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북한지역 해양물리탐사 제안. 

- 2004.6.30. 영국 석유기업 애미넥스(Aminex)사 석유 및 가스 탐사 · 채굴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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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 2005.12.24. 중 · 조 정부간 석유 해상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 공동개발 유 

전 및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2005.12.25. 한국석유공사 북한 서해유전 개발 참여여부 검토 중 (조선일보) . 

2. 북한 유전사업 관련 기사 

2- 1. 리스트 

1991.08.10. “북한 해저유전 개발 추진/서방 석유사와 잇단 접촉" 한겨레 

1992.04.10. “북한 20여차례 석유개발 실패/일 북한전문가들 지적 서울신문 

1993.06.30. “북한서 정말 석유 나왔나/유전개발 성공 소문 ... , 세계일보 

1993.07.01. “북한， 산유국 가능성 크다" 시사저널 

1994.04.26. “석 유/원유 탐사 추진 ... 가능성 큰편" 한겨레 

1994.08.18. “호， 북한서 유전탐사/석유가스 발굴 계약" 서울신문 

1995.01 .15. “북한영 해 석유매장 가능성/미 모빌사 등 탐사작업 타진" 동아일보 

1996.04.27. “다국적 석유사 웰 북한 진출 매일경제 

1997.11 .19. “북 유전개발， 외자유치 나서， 일 -호주 돌면서 설명회 조선일보 

1998.08.22. “북， 유전개발 참여 미업체， 한국기업에 동반진출 요청 동아일보 

1998.08.25. “북한 석유개발 참여 한국계 미 기업인 한국업체 합작요청 한국경제 

1998.10.28. “정주영 회장 2차 북한방문， 남북공동 석유개발 사업" 한국경제 

1998.11.02. “북원유 경제성 있을까 조선일보 

1998.11.04. “남북한에 산유국 꿈이 무르익는다 주간한국 

1998.11.05. “[유개공 보고서]북， 유전확인에 2억달러 든다" 동아일보 

1998.11.11. “현대북한 석유개발관련 구체합의 없다. 박태영 산자부장관 동아일보 

1998.11.12. “현대그룹의 북한 석유 3대 사업 전모 시사저널 (472호) 

1998.11 .19. “한몫 챙기자. 꾼들이 판친다 주간동아 

1998.11 .19. “석유는 있다. 경제성은 .. ?" 주간동아 

1999.01.04. “북한 석유매장의 허와 실" 한국에너지신문 

2000.05.13. “현대， 석유공사 북한서 유전개발 검토 매일경제 

2001.05.26. “북한， 석유생산， 평남 숙천군 앞바다 98년부터 연30만톤씩 조선일보 

2001.06.04. “북한， 중 · 일 · 태에 석유 수출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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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4. “북한의 원유 개발 역사" 조선일보 

2002.01. “[포커스]북， 석유개발에 국운 걸었다" 경향신문 

2002.08.03. “이곳이 북한 유전? 첫 공개된 숙천 석유생산시설" 경향신문 

2002.09.25. “북한내 4개 지역， 석유탐사 5개 외국기업 참여 국민일보 

2003.02.14. “함경도 2곳서도 유징 발견" 중앙일보 

2004.05.19 “[북， 석유자원 개발 요청]남북 유전개발 산넘어 산" 동아일보 

2004.09.21. “영기업， 북원유 · 천연가스 탐사 · 채굴권 획득 한국일보 

2004.09.21. “영국 석유회사 북한진출" 헤럴드경제 

2004.10.06. “영 애미넥스， 북한 석유채굴권 어떻게 따냈나?" 머니투데이 

2005.01.06. “아일랜드 석유업체， 북한 코브릴 지분 10% 매입" 경상일보 

2005.01.19. “북한 석유개발 성공할까" 서울경제 

2005.02.15. “ Is at the helm of the hunt for oil in North Korea" , Ohrnynews 

2005.12.05 “North Korea dreams of oil- funded security", Reuters 

2005.12.24. “북 · 중 유전공동개 발 ... 산유국 꿈 이 뤄 지 나" 조선 일보 

2005.12.26. “북， 중과 해상유전 공동개발" 조선일보 

2006.01.05. “북한 앞바다에서 대규모 유전 찾았다 시사저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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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기사 원문 

북한 해저유전 개발 추진/서방 석유사와 잇단 접촉 

[한겨레 J 1 991-0:3- i 0 02 던 290 자 

I출콩=연합l 욱한은 서해연안의 천연가스，석유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얻기 위해 

최근 외극석유회사들과 접축을 가졌다고 좋콩에서 발행되는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친신호 

기 8 일 보도했다.01 겸제전문지는 이날 배포된 죄신호에서 평앙 당극은 서해만의 평안남묵도에 

접한 서조선만의 석뮤탐사를 재개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그리고 이례적으로 

미극 회사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리뷰〉는 북한의 서잉접촉 노력은 소 

런과 중극이 석유탐사 기술지원계획을 철회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20여차례 석유개발 실패/일 북한전문가들 지적 

[서을ι 운 J1992-04-'0 이 면 684 자 

:þ 경제성 없어 겸비만 낭비/서 ûH 만 아오지등 대상 ... 경제난 감추려 ’‘ 뮤전발굴 ‘ 보도설 I도쿄= 

이창슴특파원 l 북한은 내룩지방과 동·서해안 대룩몽에서 적극적인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 

나 경제성 있는 유전개알어l 실패 ， 막[~한 비될만 낭비혔다고 일본의 묵한문제전문가들이 밝혔다 

욱한은 60년대부터 구소련.루마U아등으로부터 석유탐사기술들 지원받아 평남의 만주，함묵의 

Of오지 명전등 내륙지띤 15개지접를 시추했으나 석유일견어l 실패했다고 01 들은 말했다 〈해설 4 

면〉 묵한은 또 지난 79년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석유 시추선 에드나스타호로 서해안 대륙붕 10 

개 지점들 시추탐사 ， 지난 85년 7월 남포앞바다에서 유징들 발견혔으나 경제성 01 없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이 밝혔다. 

욱한은 지난 89년 12훨부터 구소련의 기술지원으로 동해안에서도 정밀울리텀사를 실시 ，석뮤매 

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힘남의 신포오} 감원도 원산·통천 근해등 3개 해역에서 시추담 

시 작업들 진행중인데 경제섣 있는 유전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묵한은 현재 심각한 연료난으로 곧장가동률도 40%에 울과하며 연로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 불 

만이 늪아지고 있다고 욱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욱한은 이러한 우|기상환을 극목하기 위해 김일 

성의 80회 샘일을 맞아 서해안 대륙뭉에서 석유가 발굴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이 일본에 나돌고 있다 

% 
% 



북한서 정말 석유 나왔나/“유전개발 성공” 소문… 최근 일에 기술 

[ 세 계 일 보 ]1993-06-30 09 면 1414 자 

협력 요청/신포이북지역 탑사는 서방기업 합작 모색도/어l 너지난 심각 “주민들 사기진작용 .. 선 

전극 가능성친근 북한이 대규모 유전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유전개발설은 진원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일부 무역상사 혹은 외신등을 룰 üH 퍼지 

고 있다‘ 

일부 외극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어|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고 한다. 

북한이 유전개발에 착수한 것은 60년대부터다.동서해안 대륙붕과 평남 안주.힘묵 영천 길주 Of 

오지틀 내륙지역에서 석유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막대한 오1 화만 낭비했다 

특히 75년부터는 서해안 남포수역과 동해만 흥남앞바다 틀지의 대륙붕에서 갑판승강식 해앙석 

유굴착장치(일명 자키식)로 담사를 시도했다 86년도부터는 구소고} 협력.동해에서 고정구조물 

방식으로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87년에는 물리텀사를 실시했고.89년에는 시추공작업 등을 실 

시했다 .9' 년에는 6천 rn까지 시추공을 뚫기까지 했다‘ 

이같은 북한의 노력은 89 -.90년에 걸쳐 2개소를 탐사한 결과 를남앞바다 수심 1 백 m의 대륙뭉에 

서 암질의 가스매장 01 확인된 건 f프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스전의 개말은 구소련측 기술진의 

철수로 인하여 상세한 탐사운석에 어려둠을 겪어왔다 

최근들어 묵한은 일온 기술진어| 영상감사기술 지증탐사기술 등의 문야에서 기술협력을 요청했 

다，일본 동앙엔지니어링 01 93 년 초에 전무급들 단장으로 하는 3-4명의 석유탐사기술자를 묵한 

어| 마견할 예정이었으나 길괴는 Of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남 신포 01 묵의 미텀사지역(도표 침조)에 대해서는 서빙기업의 진출을 요청 .원유가 생산 

될 경우 50%를 서방측에 인도하는 밤안을 럼토중인 껏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전이 개알된 건으로 소문이 떠도는 지역은 백두신일대의 모처라고 한다. 

한펀 01 같은 소문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묵한측 기술진만으로 유전개발은 

무리이며 선진극 기술진의 도둠으로 유전을 개발할 경우 석듀개발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게 마련 

이라는 건 

욱한의 듀전개발설 01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4북한의 당면한 에너지란 01 상상 01 상으 

로 심각하다는 것들 반영하거나 스다른 정치적 목적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활 수 있다 현 

재 묵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대금을 경화로 지울해 줄 것을 요구.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욱한입장에서 볼때 더욱 큰 문제는 중곡의 유류란.중국은 원유샘산량이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죄 

근 소모량이 ]1 하급수적으로 증가.가까문 장래에 자처| 수요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따라서 묵한핵문제와 관련 미국등 서망극가들의 경제제재가 있을 경우 묵한이 가장 큰 타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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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분야는 에너지운야이기 때문에 유전개발설의 유포는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 선 

전극일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신포 이북지방의 유전개발에 서망측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 

한 바람잡이식 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슴기자〉 

석유/‘원유탐사’ 추진 ... 가능성 큰편(북한경제) 

[ 한겨 레 ]1994-04-26 08 면 112:' 자 

~I최고회의 첫 공식표명… 어|너지정잭 변 화지난 8일 끝난 묵한 최고인민회의 저19기 7차회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층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 가운데 ’부문멸 

과업 수행 빙도’에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잭방향을 제시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식량 

과 함께 심 각한 에너지 부족들 겪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석탄 중심의 어|너지 

정척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묵한 당극이 원유탐사에 대한구처|적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결정배|서 원유공업부문대| 대해 .. 투자를 늘려 탐사설비와 장비를 강화하고 

띔망지구들어| 대한 팀사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 것 .. 을 감조 

하고 있다 . 룰일원의 한 관계자는 ’ 더 많은 원유매 장지를 찾아내도록’이라는 표현은 구처| 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 01 나 욱한이 이미 원유탐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를 보여주 

는 갯이라고 밀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오|신을 통하거나 서망쪽 석유업계 소식통들 통해 전해지는 얘기를 졸합해 

보면 우선 묵한의 석유매장 가능성은 남쪽의 대륙붕보다는 훨씬 유망한 것으로 나티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뮤전은 아 LI 더라도 겸제성 있는 유전들 발견할 가능성은 충문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 U 겸제섣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추가 필요한데 묵한에는 이를 위한 자온과 

기슬 01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은 서방쪽 석유팀사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묵한쪽의 둠직임이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리라는 관측을 낯고 있다. 

실제로 욱한은 92년 프랑스의 토탈. 오스트레일러아의 BHP 등 서망의 주요 6개 석유회사 관계 

자를 평앙으로 곧식 초청해 본격적인 유전개발을 우|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스웨덴 · 노르웨 

이‘캐 u다 듣의 일부 기업이 유전개발어| 잠여할 둠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욱한의 어|너지 처|계를 보면 에너지의 자립를 우선시함으로써 석유소비율이 가징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 석유의 소비는 다른 에너지로 대처|하기 힘든 수승부문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80 년[~ 이래 에너지 최종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을 뮤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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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한서 유전탐사/석유·가스발굴 계약 

[ 서 올신 문 ]1994-08-18 06 면 245 자 

I퍼스(호주) AFP 연합l 、호주의 클래어몬트석유(주)와 자회사인 비치석유는 1 7일 북한과 동 

한만연안의 석유 및 가스탐사계약를 처|결했다고 밝혔다.비치석유의 ITI 터 던회장은 이날 성명을 

알표하고 지난주말 묵한과 장시간 논의끝에 계익을 처|결했으며 이로써 호주의 두 회사는 동한만 

의 석뮤 및 가스탐사권을 부여받았았다고 말했다. 

묵한01 서받기업과 석유탐사계막을 처|결한 것은 이번 01 두번째로 최근 스웨덴 석유회사가 처듬 

으로 팀사계약을 체결했다， 

“북한영해 석유매장 가능성 "j미 모빌사 등 탐사작업티진 

[등아일보 ]1995-01-1502 면 326 ):., 

I 욱경 연합l 미극내 굴지의 기업인 모일시와 모리눈 앤드 커누냥사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묵한 경제사정에 밝은 서방업계 소식통들이 14일 말했다.이들 소식통은 

「다각직인 조사 결과 돋 üH 및 서해상의 북한영해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늪 

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모빌사가 북한내의 석유탐사및 개발에 각멸한 관심을 갖고 룩한측 

과 접측을 멀이고 있다- 고 전했다 

또 모리눈 앤드 커누눈사는 욱한의 운산금광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금광맥등을 찾기 위한 대규모 

지질팀사작업을 멀이는 문제를 놓고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들 서밤소식통은 덧붙 

였다， 

다국적석유사 「웰」 북한진출/선봉지역 1.7ha 50년간 잉대계약 

[마일경제 ]19년 t=;카 14 ←2702 면 232 자 

I워싱턴=김대호 특파원 l 로열더치 젤이 서망 석유회사로서는 최초로 묵한에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미극 재무부는 다극적기업으로 미극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월사는 북한이 자유무역지대로 개말하고 있는선봉지역 항구 인근토지 1 . 7ha를 50년동안 

임대키로 욱한당극과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웰사는 이곳에 유류보관시설을 건설해 

대묵한 수출전진기지로 활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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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프린트 

• 발행일 : 1997. 11 .19 / 경제 / 12 면 ‘ 기고자 : 차병학 

북유전개발 

• 외자유치 나서 

• 일-호주 돌며 설명회 

룩한이 유전개발을 위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을 들며 투자설멍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 8일 r룩한 원유공업부가 최근 미극과 일온의 자문회사를 통해 서해안과 동해안에 

2백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대외에 발표하고 지닌달 7일 도쿄에서 「조선유전설명회- 를 개최랐다

고밝혔다. 

이 설명회에서는 호주의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룩한의 유전문포와 관련 .10여년간 축적된 자료를 공개한 것 

으로 알려졌다 

룩한은 오는 12월에는 도쿄에서 북한의 석유개발담당자 2멍이 강사로 침석한 가운데 저[2차 유전 세미나를 개 

최할 예정이다 . 

또 내년 3월에는 호주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유전개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한은 최근 10여차려| 의 유전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황해 경저| 수역내 대륙뭉에 유전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 

며 이 지역의 원유비좋은 평균 0.85로 유황성문이 매우 적은 우랑 원유라고 밝혔었다.< 차영학기자 >

Copyright (c) 2003 The Chosunilbo AII righ ts rese 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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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22일 동아일보 

北유전개발 참여 美업체， 한국기업에 통반진출 요청 

북한 서해안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美國국적의 기업인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북한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해외석유개발협회와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따르면 北韓 서해안 유전개발에 참여중인 외 

국업체들의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한국계 미국인 明仁成 「명&어소시에이츠J CMyung & 
Associates)사장은 최근 방한， 유개공 羅炳扁사장과 만나 국내기업들의 북한유전 개발 참여 

를 요청했다. 

明사장은 북한 석유개발사업에 한국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물류비용과 개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기업들의 동반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羅사장은 북한측이 신뢰할 만한 석유개발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해외석유개 

발협회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해외석유개발협회는 r북한내 3개 광구를 운영중인 외국업체들의 컨설팅 업무를 맡은 明사 

장이 최근 북한 유전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업체와의 동반진출을 권유 

한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明사장을 대리인으로 삼아 국내기업의 참여를 종용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 

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유전개발사업에는 호주의 비치 페트롤륨CBeach Petroleum)社가 75% , 말레이시 

아 푸스피트 에마스CPuspit Emas)가 25%의 지분을 갖고 운영권자로 참여하는 왜스트 코리 

아 광구 등에 모두 3개 외국업체가 진출해 있다.<연합〉 

% 



북한 석유개발 참여 한국계 미 기업인 ’한국업 체 합작 요청 l 

[ 한국경 제 ] 1998-08-2!'> 04 면 594 자 

북한의 석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한극계 미극 기업인이 국내 업체들의 합작을 요청. 성사 여부 

가 눈길을 끌고 있다‘23일 해외석유개발협회와 한극석유개발공사에 따르면 유전개발 전문가인 

탱민성명&어소시에이츠 시장은 최근 한극을 방문. 유개공 나병선 사장과만나 북한유전 개발사 

업 잠여를 요청했다， 

명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울류비와 개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필요성 O 

늪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üH외석유개발험회는 ”멍 사장이 최근 욱한 유전개발사업에 직접 잠여하는 망만들 검토‘ 유개공 

고} 한극 업체의 동반 진출을 권유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명 사장이 북한으로부터 합작유치 

를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요청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개공은 명 사장의 요청에 [~해 ”욱한측이 신뢰할 만한 석유개발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해 

오j 석유개발협회를 중심으로 잠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입장을 피력혔다 

이에따라 댐 사장의 제의가 실현될지는 아직 물투명한 상태다 

북한 유전 개발사업에는 현재 호주의 비치석유사(BEACH PETROLEUM).말레이시아 푸스η| 트에 

마스(PUSPIT EMAS)사 등 모두 3개 외국업체가 진출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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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회장 2차 북한방문] I남북 공동 석유개발사업 l 

[한국경제 )1998-10-28 02 연 1!:l 24 자 

현대 정주영 명여|회장이 언급한 ”님욱 공동 석유개발 사업”의 성사여부에 관심이 올리고 있다. 남 

북한간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중 유전개발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관계자들은 일단 ”아직 구처|화된 내흥은 없다”며 한빌 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 

세한 펀 01 다 

묵한의 유전개발 사업 =정 명여|회장이 유전 지역으로 꼽은 ”묵한 연안’ 은 남포 앞바다로 추정된 

다
 

올해초 조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묵한 서해 서조선만(서한만) 운지에 50억 -~4백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욱한의 원유 매장지역을 7못으로 꼽고 01 중 서조선만문지와 만주문지를 유망하다고 

전했다， 

또 이 곳과 인접한 남포 앞바다에서 지난해 4백 50~H 럴의 원유를 채굴하기도했다고 전했다 

정 명예회장이 파악하고 있는 묵한내 유전정보는 이런 내횡에 근거를 두고있다 

북한은 지난 93년 7월 원유탑사총곡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유전텀사를 본격한혔다 

오1 극과의 힘작도 추진해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돈레일리아 영국 캐나타 일본 틀의 여러 기업들과 

구처|적인 혐의를 가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스웨덴의 토리스퍼|트롤륨(TAURUS PETROLEUM)사가 서해에서. 오스트레일 

리 Or의 비치페트를륨(BEACH PETROLEUM)사도 동 ûH 에서 각각탄섣마 탐사를 했다. 

현재 묵한은 외화기 부족해 시추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따라 인극기업과의 합작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의 계획 =정 명예회장을 수행한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면서 ”예전에 한번 욱한 석유개발 가능성어| 관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야기할 단 

계도 아니고 묵측고} 이 문제에 관해 대한를 나눠온 적이 없다”고 설명혔다 

하지만 정 명예회징이 직접 거론혔다는 짐에서 추진쪽에 무게가 실리는 앙상이다. 

현대 겨!열사중 활발하게 자원개발을 벌이는 곳은 현대종합상사 

m 

ι
 



대부문 지문침여 흰태이고.직접 팀사를 벌인 사업은 없다. 

기술진도 절대 부족인 상태다. 

경제성있는 유전을 찾들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대의 묵한 뮤전개발사업 참여가 자금지원을 론한 지운참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팀사권들 직접 시들민다면 한극석유개발공사 등 유전개발 전문기관과 제휴할 가능성도 점 

쳐진다 

다른 업체들과의 펀소시둠들 통한 개발도 예상된다， 

유전개발의 경우 성곧율이 희 박해 리스크 문산 차원에서 통상 펀소시엄 형 태로 이뤄지는게 일반 

적이다. 

만약 개알잠여한 뮤전의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현대로선 엄청난 설비물량을수주할 것이라는 예 

상이다 

현대중공업듣은 üH 상플랜트나 ITf 이프라인을 건설한 겸험이 풍부하다 

석유 생산시설들 건설할 상황에 01 른다면 그 울랑은 현대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유전사업에 침여히 JI 까지 상당한 진통 01 예상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묵한내 유전당사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북한은 지난해 1 0월 도쿄에서 외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었다. 

당시 유일한 잠여업체였던 유개공은 광구유망성 확인을 위해 팀사자료 제곧고} 잭임있는 기관과 

의 직접혐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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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원유 경제성 있을까 

• 북 ， 50억 ~430억배럴 매장 가능성 주장 

• 석유 메 이 저도 호| 의적 ... 큰 관심안둬 

정주영 명예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r평앙이 기를 더미위에 올라앉아 있으며， 북한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 

이프라인 매설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혔다」 고 말해 극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극내 유전개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개를 가웃거린다. 욱한의 석유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설 

렁 있더라도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 . 

룩한측은 50억 -4백30억배럴 OH 장 가능성을 주장하지만1 인도네시아의 매장량이 50억배럴인 점을 고려릴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석유개알곧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룩한측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곳은 6곳. 

그중 남포앞바다(서한운지)와 안주운지 원산앞쪽(동한운지) 등 3곳에 석유가 실제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정 명예회장이 -평앙밑에 기름이 있다」 고 한 것은 서한운지와 안주룬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 

된다 

룩한에선 현재 스웨덴의 토러스와 호주의 비치퍼l트롤러염 ， 캐나다 소코사 등 3개 소형 외국사가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호주회사측은 「성공 가능성이 5- 10% 수준- 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지난 2월에는 신의주 앞바다에서 유전을 개발중이며 채굴권을 대만에 파는 망안을 추진중이라고 북한측이 

밝혔으나 이 역시 미확인 상태 

지난해 1 0월 룩한은 일온 도쿄에서 열린 조선유전설명회에서 85년 남포 앞바다에서 하루 생산랑 4백 50배럴 

규모의 석유가 발견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극내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박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석유개알공사 이성원 (이성원) 개알본부장은 r석유 메이저들은 룩한의 유전개알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큰 

관심을 기들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정유측은 r룩한의 석유개발은 탐사단계부터 시작해야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1 일 「석유부즌 가능지역의 탐사와 개발을 룩한에 제안해 「만약 OH 장이 확인되면 슐유관 

을 부설 가져오겠다는 얘기일 것」 이라고 정 명예회장의 31 일 발언을 다소 후퇴시켜 정리했다.< 고증원기 

자.kjw9826@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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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산유국 꿈이 무르익는다 

‘ 
1 1 /04(수 ) 14 :48 0998년 11 월4 일， 주간한턱 ) 

지난 10월 27일에 재차 방북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들 
어가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 
자 과연 한반도나 주변해역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 기고 

있다. 

남한에서는 1950년대 말에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석유탐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경북 포 
항에서 탐사가 이루어졌으나 석유가 생산된 적은 없다. 대륙붕에서는 1960년대 말에 석 
유탑사가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그 동안의 담사작업 결과 울산 앞바다에서 가 

스와 컨덴세이트(초경질 원유)가 발견되어 경제성 평가 작업을 멀이고 있다. 북한에서도 
육상과 해저에서 석유탐사가 이루어졌다. 함북 길주지역과 두만강 하류지역인 회령-아오 
지일대， 서해안의 정천강 어귀의 신안주 부근 바당가등지를 탐사해 서한만에서 원유를 발 

견하였으나 아직 경제성을 확인하지는 못한 단계다. 

이제까지의 탐사 결과 남·북한 모두 육상에서의 석유 발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남한에서 

는 해남고} 포항에서 약간의 유질물과 가스률 확인하였을 뿐 경제성 있는 석유나 가스를 

말견하지는 못하였다. 묵한에서는 길주 지역에서 22개공 두만강 하류지역에서 6개공의 
시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다만 길주지역의 해저 
연장부에 소규모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지역과 달리 신 

안주에서는 약간의 석유가 말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한 모두 육상보다는 대룩뭉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석유 

탐사 활동이 가장 활말했던 울산 앞바다의 6-1 광구에서는 신생대 저13기층으로부터 여러 
공에서 가스와 컨덴세이트가 말견되었다. 금년에 시추한 고래 5호공에서 알견된 가스와 
컨덴세이트는 매장량이 이제까지 발견된 것들 중 가장 큰 규모인 1700억 -2000억 입방 ITI 
트이다. 내년에 이 매장량의 확인과 추가 매장량 확보률 위한 시추가 계획돼 있어 머지않 
아 샘산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동남쪽 50여 km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8개의 유망구조룰 대상으로 시추하여 5개 구조에서 가스 혹은 컨덴세이트룰 발 
견한 바 있다. 또한 남한에서 석유말견이 기대되는 지역은 제주도 남쪽의 대륙웅고} 황해 
중부 지역이다. 

묵한에서 석유 생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한만 지역이다. 이지역에 대한 석 유탐 
사는 1964년에 시작됐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항공기로 중력및 자력탐사룰 실시했으며 
탐사 결과 해저에 퇴적분지(지만이 낮아 퇴적물이 쌓이는 곳)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976년에 최초로 해상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였다. 1980년에는 유고의 INA 나프타플린사 
감독아래 노르웨이 지코사가 A. B광구룰 대상으로 탄성파탐사를 실시했다. 1981 년에 
INA사가 A. B광구에 대한 광역적 연구룰 수행했다 . 1981 년 말경 지코사에 의해 세번째 
해상 탄성파 탑사가 C광구룰 대상으로 실시됐다. 탐사자료의 전산처리와 지질학적 해석 
도 지코사가 수행했다. 

한편 이지역에 대한 시추는 주로 C광구룰 대상으로 1977년부터 1985년 사이에 9개공이 
시공됐다. 1987년에 북한은 호주의 메리디안사와 서해 3개 광구의 조광권 계약을 체결한 
다. 메리디안사는 1989년어1 1 개 공을 시추했다. 1990년과 1992년에 메리디안사는 대부 
분의 지분을 이란과 호주 회사에 앙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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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만 지역에는 석유가 부존될 수 있는 퇴적분지가 청천강 어귀의 일부 육지와 청천강 
어귀-남포-황해도 장산 반도 앞 바다에 발달되어 있다. 이 분지는 안주 지구대(지반이 단 
충으로 내려앉은 자리에 지층이 두껍게 쌓여 있는 곳) • 온천 지구대， 서해 지구대로 나뉘 
어 지는데 안주 지구대와 서해 지구대가 석유 부존 가능성이 가장 늪은 지역으로 평가됐 
다. 안주 지구대는 이미 약간의 석유가 발견된 육상의 신안주 지역을 포함한다. 가장 석유 
부존 가능성이 큰 지역은 서해 지구대로 위치는 남포 서쪽 130km 앞바다다. 이 지역은 북 
한이 설정한 A. B. C 세 개 광구(그림 참조) 중 C광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10개 공의 시 
추가 시행되어 그중 2개 공에서 원유가 나왔고 다른 3개 공에서는 유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한만 퇴적분지에서 발견 가능한 석유 매장량은 영국의 토페코사가 1987년에 대략 계산 
한 바에 따르면 3억 4.700만 배럴이다. 이 보고서는 작성된 지가 좀 오래돼 최근의 탐사자 
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홈이지만， 이제까지 나온 북한 석유탐사 관련 자료 중에서 가 
장 신빙성이 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4-85년 사이에 시공한 606호 곰의 중생대 상부 
주라기와 하부 백악기 지층에서 하루 235~H 럴의 원유가 산출됐다. 이 시추공 남쪽에서 

1989년에 호주의 메리디안사가 시추한 610호 공에서는 하루 425배럴의 원유가 산출됐 
다. 정천강 어귀의 육상에서 시추한 303호 공에서 말견된 원유는 이들과는 달리 신생대 
저13기층에서 나왔고 그 근원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1991 년에 발표된 영국학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서한만 지역에는 석유를 만든 지층이 최소한 2개층 이상 존 
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이외 북한에서 탐사가 이루어진 곳은 원산앞 동한만이다. 이 지역에 대한 탐사는 

1983년 -1984년에 소련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략적인 물리탐사를 실시한데서 비롯된다. 
이 텀사에서는 주로 퇴적층의 두께와 기반의 굴곡 상태에 대한 자료률 획득했다. 1984년 
에 북한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탄성파 탐사률 실시했다. 1986년 -1987년에 소련의 테크 

노엑스포르트사가 탄성따 텀사와 중력 탐사， 자력 탐사. 수심 측량등을 수행했다. 이 탐사 
결과 퇴적층의 두께와 지질 구조가 맑혀졌으며. 이룰 근거로 1989년 -1991 년에 2개 공을 
시추했다. 여기서는 가스룰 목표로 시추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복한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된 지는 30여년이 넘었다. 그 동안 남·북한 모두에서 약간 
의 석유와 가스가 말견됐으나 아직 경제성있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남한에서는 내년 
이면 6-1 광구에서 가스의 상업적 생산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북한 서한만의 탐사 작 
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 남·북한이 
함께 탑사 작업을 멀인다면 수년 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모두 석유 공급을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해 석유률 개발한다 
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상호 신뢰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이 이미 석유탑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 
진 이야기다. 곽영훈·한국자원연구소 잭임연구원 

% 



1998년 11월 5일 동아일보 

[유개공 보고서] r北 유전확인에 2 억달러 든다」 

북한의 서한만(남포 앞바다)분지에 50억 -4백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 

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수치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추작업과 물리탐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광역지질 및 분지연구를 통해 얻어진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간 2억달러를 투입해 

추가탐사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석유개발공사(유개공)는 5일 ‘북한 석유개발 현황’이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지역의 퇴적분지 규모가 작고 석유매장 가능구조도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알려져 석유가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개공은 보고서에서 “서한만지역은 85년 606광구에서 4백 50배럴의 원유가 채굴됐으며 중 

국 산퉁반도 보하이유전과 비슷한 지질구조를 갖고 있어 추가탐사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산출된 원유량은 소규모로 경제성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유개공은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 여부를 알려면 5-9공의 시추작업과 2만3천뼈l의 물리탐 

사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규(金潤圭)현대건설 사장은 4일 나병선(羅炳屬)유개공 사장을 방문해 “북 

한 유전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유전개발 기술도 부족하다”며 유개공측의 정보제공을 요 

청했다. 

V북한의 석유개발 실태와 유개공측 분석=이성원(李誠遠)유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유전설명회에서 북한 참가자는 4백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지질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이는 석유근원암의 석유생성능력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이 가운데 

몇%만이 저류층에 집적돼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석유부존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A서한만분지 A동한만분지(원산 앞바다) 6，.안주분지(청천강 앞바다) 등 

3곳에서 해상탐사를 벌여왔다. 

87년 이후 3개 해상지역에서 스웨벤의 타우르스사， 호주의 비치 페트롤리엄사， 캐나다의 소 

코사 등 소규모 업체들이 조광권을 확보했으나 자금문제 때문에 지진파 탐사작업만 하고 시 

추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다. 

유개공 관계자는 “이들은 석유회사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을 지닌 중개업자의 성격이 강하다” 

며 “소코사를 제외하고는 올해말 계약이 만료돼 북한이 새로운 파트너로 현대를 잡으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박현 진 기 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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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 석유개발관련 구체합의 없다"j박태영 산자부장관 

[등아일보 ]1998-11-1126 면 403 자 

박태영(朴泰쫓) 산업자원부 장관은 1 0일 “ 현대(그룹)측에 알아본 결과 현대가 석유개발과 관련 

해 욱한측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흥은 없고 후속협상계획도 아직은 구처|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자부 극정감사에서 전정배(千正培 국민회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 

고 .. 현대는 앞으로 석유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북한측에 정식으로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 

부는 묵한닫곡과 헐씌가 밀요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 전부는 아직까지 욱한이 석유 DH 장들 확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없다 .. 며 .. 북한은 

올 12월과 내년 8월에 북한 üH 상광구에 대한 외극회사와의 조광권 계약이 만료되는데 따라 현대 

와 석유탐사개발 계약을 하려는 의도로 보민다 .. 고 밝혔다.<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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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북한 석유 3대 사업 전모 
96년부터 은밀ô l 추친 ... ‘주유소 설치·정유 공장 진출 서한만 유전 개알’ 목표 

南文熙 기자 

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XH 방묵들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 잠복했던 묵한의 유전 개달 문제가 

관심의 효적으로 떠들랐다 욱한 유전 개발에 대한 국저|적 뭄들 즈성하려는 묵한측의 노력은 정 

명예회장 받묵들 졸말접으로 온격효할 공산이 매우 크다 묵한 당국이 내년 2-3월께 그동안 중 

단되었던 대규모 국제 유전 설명회를 [.시 개최할 것이라는 점이 그 하나의 징표이다. 묵한측의 

유펀 설명회 재개 소식은 욱한 유전 개알에1 징통한 일본 .레인보우 통상 의 미야가와 윤 대표가 

정명여1 회장 귀환 직후 〈시사저널〉어l 알려듬으로써 확인되었다. 

중단된 유전 설명회 내년 2-3월 재개 

미 Of가와 씨는 묵한 원유공업루 후원으로 일온 석유 개말 회사인 퍼|트릭스 사와 공동으로 지난 

해 10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제 1 차 욱한 유전 설멍회를 개최했던 인물이다 그는 욱한측이 2차 유 

전 실명회를 내년 2-3월어| 개최한다는 소식은 최근 발묵 초청을 받은 페트린스 사의 하세가와 

대표가 평앙측 파트너와의 교신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2차 설명회 개최 

들 혈의하기 위해 하서|가와 씨의 발욱고「 열도로 욱한측 실무자가 오는 12월에 니가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여|회장 망욱어| 이어 욱한 유걷에 대한 국저| 실댈회 가 얼2.1 게 될 경우 그동안 잠복했던 룩한 

유전 개말 사업 이 또다시 로제적인 흰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지난해 1 차 설명 

회를 열 때까지만 해도 묵한측은 설똥희 를 연속 개 E 해 묵한 유전어| 대한 국제적 관심들 고조시 

키겠다는 계획들 가지고 있았다 구체적으로는 2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 3일 도코에서 얼고 . 3 

차는 올 3훨 호주에서 .4차는 9힐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후 마지막으로 평앙에서 대규모 국제 

세미나를 개죄한다는 복안이었다 묵한은 이같은 연속적인 유전 실명회를 통해 국제적 관심들 

물러일으킨 뒤 김정일 총비서의 권력 승계 직전에 핑앙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최할으로뻐 유전 

개발을 김정일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공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묵한측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묵한 내부에 물어닥친 사상 검얼 등으로 해외 행시 

가 위 축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롤 때 이번 정명여|회장 방묵들 계기로 묵한 유전 문제가 물거져 나온 것은 결코 우 

연한 일은 Of 닐 갖이다‘ 즉 욱한 입장에서는 설명회 무산으로 식어 버린 묵한 유전에 대한 관십 

의 물꽃을 재접화하기 위해 정명예회장 방둑들 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룩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이 번 어| 튿룩한과 현대가 합의한 유전 개알 방식은 그동안 유전 개말에 

대해 묵한이 보여 왔던 태도에 비츠어몰 때 대단 ô l 잔일보한 것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펑앙이 기름더미 위에 을리 있다 기름들 들여오기 위해 파이프 라인 키설 작업을 곧 시작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정멍예회장 말언은 사실 일정 부문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정몽헌 회장이 

기자 회견에서 맑힌 내용이 더 현실성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김용순 조선이세아태평앙평 

화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측에) 기회가 있다면 탐사와 개일어| 잠여해 줄 것을 저|안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석유가 샘산되면 남측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묵한의 입장이 진일보혔다는 점은 바로 묵한측이 유전 틸사 및 개말 과정에 한국의 대기업인 현 

대측이 잠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혔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의 유전 설명회 개죄 전까지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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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한은 한국 대기업이 유전 개말에 잠여하는 것을 꺼려 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접적으로는 국 

내 기업에 여러 가지 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요 대상은 유럽 이나 일본·미국 기업 쪽이 었 

다-

그러던 중 1 차 유전 설명회에 한국 기업의 잠여가 허용되면서 약간의 입장 변화가 관잘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의 잠여는 한반도에너지개알기구(I<EDO) 횡의 국제 컨소 

시임의 한 부분으로만 제한되었고 그것도 잠여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사 

실 지난해 12월로 계획되었던 2차 설명회의 놈의 역시 한국 기얻의 잠여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 

질 예정이었다 이처럼 완만하게 잔행되던 한국 기업 잘어 문제가 이번 정명예희장의 밤묵으로 

일거에 급진전된 것이다 

묵한이 현대그룹에 유전 개알 찰여를 전격 허용한 데에는 u름의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를 사업 파트너로 걸어들임으로써 사업 

잠여를 주저하고 있는 유럽 일온 미국의 석유회사들을 자극하고자 한 것으로 몰 수 있는 것이다 

룩한이 정명예회장 방묵에 이어 내년 초 유전 설멍회를 재개하는 것도 이같은 포석에 따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극적인 효과를 노러 기는 현대측도 마찬가지였딘 묵한 유전 개알 사업은 사실 지난 6월부터 시 

작된 현대와 묵한 간의 금강산 프로젝트 및 경협 협의 과정에서 전혀 노출된 바 없다. 그러 u 그 

동안 현대측의 석유 관련 대욱 프로젝트 추잔 과정과 연계시켜 보면- 현대측이 일부러 이같은 빅 

카드 달표를 유보 ôH 온 것이 아노가 하는 판단을 갖게 한다- 즉 정명예회장의 재방묵용 카드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룩한 유전 개말에 대한 현대측의 관심이 즉훌 적으로 

돌출한 것이 아니타 . 상당 기간 준비된 것이러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 

박부섭 박사가 중간 다리 역할 

현대측 0 1 묵한 유언에 관심들 갖고 비공식적으로 둠직이기 시작한 것은 96년 중반부터였다 그때 

부터 따지면 이미 2년여의 탐색 기간이 있었던 갖이다 그룰 내에서는 현대정유가 중심이 되어 

실무 작업들 추잔해 왔다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대징유가 중심이 된 석유 관련 대묵 프로젝 

트는 크게 세 투분으로 츠잔E 어 왔다 찾 번째 사업은 욱한내 주요 도시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대측이 주유소 설치 후보 도시로 주목해 온 곳은 u잔 선용 신포 원산 개 

성 필앙 등으로， 사실상 묵한내 뚜요 도시를 망터한다. 

이 중 특히 나잔 선몽 주유소 설 J i 계획은 지난해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진행 

되었으나. 유사시 묵한0 1 주유소 기름을 전샘 물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정부측 우려 때문에 좌 

절되었다. 

주유소 설치 계혹이 다시 무활하게 된 것은 긍강산 관광 사업이 구체화하면서부터이다 관광 버 

스가 50대 이상 필요하다는 현대측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도 더이상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일구 온정리를 시작으로 한 주유소 설치 사업은 나잔 선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앙을 목표로 한 큰 구상의 ‘첫단추.인 셈이다 

주유소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현대의 유펀 개발 사업에서 출알점이 되기 때문이다- 묵 

한이 유전 개말에서 암묵적으로 현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유소 설치에서 파생할 여 

러 가지 이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석유 관련 두 번째 대묵 프로적트는 정유 공장 잔출이다 현대측은 그동안 정유 공장을 새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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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 대기업이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 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접적으로는 국 

내 기업에 여러 가지 저l 의 가 없었던 것은 아니 Lf. 주요 대상은 유럽이나 일온·미국 기업 쪽이었 

다. 

그러던 중 1 차 유전 설명회에 한국 기 업 의 잠여가 허용되면서 악간의 입장 변화가 관찰되기도 

혔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의 잠여는 한반도어|너지개알기구(I<EDO)형의 국제 런소 

시엄의 한 부둔으로만 제한되었고 그것도 잠여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사 

실 지난해 12월로 계획되었던 2차 설명회의 논의 역시 한국 기얻의 참여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 

질 예정 이었다 이처럼 완만하게 진행되던 한국 기업 동여 문제가 이번 정명예회장의 방묵으로 

일거에 급잔전된 것이다. 

묵한이 현대그룸에 유펀 개발 참여를 전격 허용한 데 이| 는 Lf름의 속사정 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즉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를 사업 파트너로 결어들잉으로써 사얻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유럽 일돈 미국의 석유회사들들 자극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묵한이 정명여|회장 빙둑에 이어 내년 초 유전 설명회를 재개하는 것도 이같은 포석에 따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는 현대측도 마찬가지였다 묵한 유전 개발 사업은 사실 지난 6월부터 시 

작된 현대와 둑한 간의 금강산 프로젝트 및 증협 혐의 과정에서 전혀 노출된 바 없다. 그러나 그 

동안 현대측의 석유 관련 대룩 프로젝트 추잔 과징과 연계시켜 보면 현대측이 일부러 이같은 빅 

카드 말표를 유보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들 갖게 한다 즉 정명여|회장의 재방욱용 카드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타， 그 이유는 득한 유전 개말에 대한 현대측의 관심이 즉흥적으로 

롤줄한 것이 아니리 . 상당 기간 준비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닌다 

박부섭 박사가 중간 다리 역활 

현대측이 욱한 유전에 관심을 갖고 t:J 1 공식적으로 둠ξ 이기 시 작한 것은 96년 중반부터였다 그때 

부터 따지면 이미 2년여의 탈색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를 내에서는 현대정유가 중심이 되어 

실무 작업을 추진해 왔다 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대정유가 중심이 된 석유 관련 대묵 프로젝 

트는 크게 세 두운으로 추잔되어 왔다 짖 번째 사업은 묵한내 주요 도시어|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대측 0 1 주유소 설치 후보 도시로 주목해 온 콧은 나진 선봉 신포 원산 개 

성 펼앙 등으로. 사실상 묵한내 주요 도시를 망라한다 

이 중 특히 나잔 선몽 주유소 설치 계획은 지난해 통일부에 사업 승민들 신청하는 단계까지 진행 

되었으나. 유사시 룩한이 주유소 기름들 전쟁 물자로 사용힐 수도 있다는 정부측 우려 때문에 좌 

절되었다 

주유소 설치 계혹이 다시 투활하커l 돈 것은 금강산 관굉 사업 이 구체화하면서무터이다. 관광 버 

스가 50대 이상 필요하다는 현대측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도 더이상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 

그러 나 금감산 입구 온정리를 시작으로 한 주유소 설치 사업은 나진-선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앙을 목표로 한 큰 구상의 젖단추 인 섬이다 

주유소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현대의 유전 개말 사업에서 출말점이 되기 때문이다. 묵 

한이 유전 개알에서 암욱적으로 현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유소 설치에서 끄}샘할 여 

러 가지 이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먼서부터라는 것이다. 

석유 관련 두 번째 대욱 프로적트는 정유 공장 잔출이다‘ 현대측은 그동안 정유 공장을 새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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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진출하는 방안과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표적인 정유 공장이라 할 선몽 지역의 승리화학공장에 대한 펑가가 엇갈린 

것과 언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는 몇년 전부터 가동 중단 상태인 승리화학공 

장의 기존 시설을 수리해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와 아예 새로 짓는 펀 이 낫다는 주장이 엇 

갈렀다- 그러나 최근 현대측이 승리화학공장들 재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 경우 이 공장의 재가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스탠턴 그룹이나 국내의 LG그룹 

듣고t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이 [f ， 

서 l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묵한 서2!만 지역의 유전 개알 사업으로. 현대의 대묵 석유 프로적트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전 개알를 둘러싸고 현대와 둑한촉을 연결해 온 저1 3의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접이다 . 그가 바로 대둑 경협에서 빠짙없이 등장하는 박경윤씨(현 금강 

산국저|그를 공동의장)의 남동성 박부섭 박사이다. 

미국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부섭씨는 최근 몇년 동안 베이징에서 박경 

윤씨의 사업을 보잔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기할 것은 그가 유펀 개발어| 필수적인 탐성파 탐 

사와 관련한 독특한 기술을 개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린 기술을 바탕으로 룩한 원유공업부 산 

하 동성기술무역회사와 원유 개알에 대한 독점 계악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도 하다 박 

부섭씨와 현대측의 짙촉이 시 작된 것이 바로 96년 중맏부터이고. 이를 계기로 현대측이 묵한 유 

전 사업 에 뛰어들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현대정유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턱부섭 막사가 원유 매장 유망지로 제시한 곳은 묵한 서한만의 

초도리는 작은 섬 인근 해저이다 남포와도 가까운 이곳의 해저에 막대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자신이 개알한 탄성마 탑사 기술들 동원하면 기존 공법의 10분의 1 정도의 노력으로 쉴게 파악 

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부섭 박사의 주장이다 

서한만 초도 부근이 석유 개발 유력지 

현대정유측은 그의 이같은 주장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몽혁 회장들 좋심으로 방묵단을 

구성해 당시 통일원에 빙묵 신청한 사실도 있다 묵한 0-태평화위원회촉과도 사런 조율이 되었 

던 흔대정뮤 회장단의 방묵은 그러나 현대그룹 내무의 반대에 무딪혀 무산되었다 당시의 반대 

논리는 정주영 멍여|회장의 방묵 이전에 혼대정유 회장단의 빙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모앙새 

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0 1 는 다시 말하면 대둑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카드라 할 수 있는 유전 

개발 사업을 정주영 명예회장의 묵한 방문 카드로 아껴놀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전 개발은 정팅여|회장의 방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던 섬이다 

정명여|회장이 지난 10월 27일 방묵 기자 회견에서 느닷없이 묵한 유전 개말 문제를 꺼낼 때까지 

도 실무를 담당해 온 현대정유측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 개말 사업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번 정명예회잠의 2차 밤묵은 극적인 효과를 겨냥해 치밀하 

게 준비된 것이었다. 정똥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보 소식통 

들에 따르면. 정명예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면담은 방둑 전에 이미 면담 일징 및 방식까지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명여|회장이 예정 귀환 일을 하루 늦초면서 김위원 

장을 만나는 형식까지도 사전 조율된 것이리는 지적이다. 

감정일 면담 성사에는 현대촉푼 아니라 징부 고위 당국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방묵 1 주일 전즘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대측과 접촉하면서 이번 방묵에서 김정일 면담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고. 현대측은 묵한측과의 베이징 접측에서 이같은 압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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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귀환 일자를 하루 늦추는 형식의 먼담안을 제시한 것은 북한측 파트너인 아태평 

화위측이 었다고 한다 

묵한측 역시 면담의 극적인 효과를 늪임으로써 묵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미국과 일론의 여 

론 주도충에 대한 시위 효과률 계산했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명예회장과 김정일 간의 면 

담에 정부 고위 당국이 지대한 관심을 기줄었고. 또 징명여|회장이 귀환 즉시 김대통령과 면담을 

가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몰 때 남둑 수뇌 간의 간접적인 메시 지 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들 

것으로 보인다. 

1998=컨 11 궐 1 2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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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9 주간동아 

“한몫 챙기자”꾼들이 판친다 
석유브로커 6-7명， 국내기업 찾아다니며 지분잠여 타진 

@훨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온 북한은 지금까지 ·생산물분배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cession agreement) 방식으로 외국 기업들 
을 끌어들여 유전을 개말해 왔다. PSC란 권리를 얻은 측이 비용을 조 
달하고. 석유가 생산되면 그 비용만큼을 회수하도록 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일정 비율로 정부와 나누는 계약 형식. 권리를 얻은 회사는 대 

개 광구권의 일부룰 팔거나 컨소시임을 형성해 필요한 재윈을 조달한 
다. 

현재 북한 석유개말에는 스웨덴 토러스사(서한만분지) 호주 비치페트 

롤럼사(동한만분지) 캐나다 소코사(안주문지)가 이 방식의 계약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 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메 
이저와는 한잠 거리가 있는 중소업 
체. (석유개말공사의 평가)인 이들이 

어떤 경로로 복한과 계약을 몇었는 
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 
다만 이들과 직간접으로 언관을 맺 
은 인사들이 그동안 국내 종합상사 
나 석유개발공사 등을 찾아다니며 

지분잠여 의사를 타진해 왔음은 여 
러 곳에서 확인된다. 

스웨덴의 퇴역 석유기술자가 세운 토러스사의 경우 97년 6월 DAf 에 
서한만 광구개발 참여를 제의했지만.D사는 타당성 검토만 하고 내부 
사정으로 잠여를 보류한 상태. 또 육지와 해안이 연결된 안주분지의 
광구권을 가진 소코사는 올 5월 북한과 계약을 채결한 뒤 콕내의 S사 
와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긍까지 국내 기업과 접촉한 이들 회사는 참여결정을 내딜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 
업 관계자들이 이들을 석유개말사업에 난무하는 ·브로커’ 정도로 평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8월 소코사의 컨설턴트인 재미 한콕인 과학자 영인성박사(67)의 
방문을 받은 바 있는 석유개발공사 나병선사장은 .. 소코사가 개발한 광 
구에 120만달러룰 넣고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프로모션용 자 
료 외에 기술적 자료는 전혀 내놓지 못했다 .. 고 소개한다. 

사정은 작년 1 0월 도쿄에서 열린 북한 유전 설명회도 마찬가지. 북한 
원유공업부로부터 해외자료 판매권을 가진 일본의 레인보 통상(대표 
미야가와 준)과 페트릭스사가 함께 주최한 이 ·국제 로드쇼.에는 유개 
공과 LG. 현대 등 국내기업만이 잠가했다. 

이 행사에 잠석했던 유개공 이명헌 심사역은 “당시 우리 기업들이 확 
인한 것은 606공구에서 450~H 럴이 나왔다는 게 유일하다”며 .. 미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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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는 그저 잭장사에 불과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심 
사역은 또 설명회에서 3000달러에 팔린 ·북한 언안의 탄화수소 매장 
가능성’이란 보고서의 작성자인 최동룡박사(53) 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룡박사는 'NEWS+'와의 전화통화에서 ”퍼|트릭스사는 북한 석유 
개발에 외국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여러 대리점 가운데 하나”라며 “돈 
만 준다면 한국 회사 어디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그 스스로 중개인 
을 자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이나 회사와 달러. 현대그룹은 자신들과 
연이 닿은 한 인물에 큰 기대룰 걸고 있다. 사실 정명예회장이 이번 방 
북 전 석유얘기를 꺼낸데는 이 인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정명예회장의 첫 방북를 성사시켰던 박경윤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의 동생 박부섭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 서울대를 다니다 도미， 
MIT에서 고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박사는 기존 공법과 다른 탐 
사법을 개발해 96년부터 현대 관계자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정유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 서 
한만 초도 인근의 한 공구에서 자신의 기술로 제법 큰 유전가능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적 학자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박박사와 현대 사이 
의 일은 멸 진척이 없었다. 그의 ‘획기적’ 텀사기술이 검증된 바 없기 
때문.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가 실시 한 탐사자료를 봐야 하는 
데， 박박사는 북한 외부로의 반출이 힘들다며 직접 가서 볼 것을 요구 
해 왔다 . 이제 ‘길’을 뚫어놓은 현대에겐 확인하는 일만 남은 섬이다. 

이강밀기자 

@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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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있다” 경제성은?“" 
85년 서한만서 하루 450~H 럴 생산 확인 

@핑 젊훨를훨 

10월 27일 ·뜬금없는. 석유 이야기를 던지고 북한으로 떠났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귀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나 대통령을 만나서 
나 석유 얘기부터 꺼냈다 . 

.. 평앙이 기름 위에 떠 있다고 하더라" ..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매 

장된 석유룰 공급받기로 약속했다” 등등. 

북한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 
에서， 정영예회장의 말언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인사들 
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복한이 주장 
하는 유전 확보설은 비록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의 유전 개발 소식은 정회장 방북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구문. (흩聞)이었다. 대개 중국학자나 묵한의 유전개말에 직간접으로 

잠여하고 있는 서방기업들을 통해 나온 이들 뉴스는， 다만 복한의 잦 
은 식언 등으로 이번만큼 눈길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밖으로 드 
러나지 않았지만 현대률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북한 유전 개발 
과 관련해 나름의 활동을 멀여왔다(36쪽 기사 참조) . 

복한에서 석유가 나올만한 분지지역은 모두 7곳(그림 침조). 평양 역 
시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이 지역에서 탐사와 시추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알려진 게 없 
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평앙이 기름 위에 떠 있다.，는 얘 

기는 북한이 자주 구사하는 특유의 과장법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65년 8월 ·연료자윈 지질담사관리국.을 설치한 욱한은 해상과 육 

상에서 석유 개말사업을 멀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남포 앞의 서한만과 원산 앞의 동한만， 그리고 
안주문지 등 3개 해안지역. 복한은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 모두 1 만 
4000Lkm의 물리탐사를 멀였고， 또 19공을 시추해 유징과 가스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한만 분지다. 북한이 현대그룹에 탐사와 

개말을 요청한 것도 이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위 38도5분 이묵 
에 위치한 이 지역은 건너편에 하루 130만 배럴 규모의 말해만 유전이 
자리잡고 있어 국내 전문가들도 탐사 가치를 인정한다. 

더욱이 이 지역의 606공구에서는 지난 85년 하루 생산량 450~H 럴의 
현유가 나온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남한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00만배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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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복한 석유 정보 가문데 가장 최근의 것은 작 
년 10월 7일 도쿄에서 열린 ·조선유전개말 투자 설명회. 당시의 자료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가 올 1 월 7일 보도한 내용이다. 

설명회 당시 나온 보고서는 북한 원유공업부(올 9월 헌법개정시 채취 
공업성으로 변경)의 자료률 근거로 서한만 일대에 430억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됐다고 적고 있다. 조선신보도 원유공업부 관계자들의 말 
를 인용기반암을 형성하는 하부 고생대흥과 상부 원생대층이 중생 
대층과 신생대층에 의해 씌워진 찜(앓開)분지인 서조선만 분지에는 추 
정 50억 -43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적어도 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인 인도네시 

아(50억배럴 매장)와 같은 수준이거나. 세계 8위인 멕시코(400억배럴 
매장)와 맞먹는 산유국으로 부상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겪고 있는 3 
중고， 즉 식량과 석유， 전기 부족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들 자료와 보도에 대해 별 신빙성 
을 두지 않는 분위기. 석유개발공사 Lr병선 사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석유가 있다면 석유 메이저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북한 유 
전 개발에 참여했던 외국회사들이 칠수하는 일이 멀어지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실제 87년부터 5년간 생산물 분배계약을 몇고 서한만 지역 
에서 활동하던 호주의 메리디안사는 지난 93년 멸무 소득으로 칠수했 
다. 

일반적으로 석유개말은 탄성파검사 등의 물리탐사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기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찾으면 좀더 확실한 자료 
률 얻기 위해 직접 구멍을 뚫는 시추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 
술로는 탄성파탐사만으로 매장량을 확인하기란 물가능하다는 것이 학 
계의 정설. 더욱이 시추와 탐사로 유징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20% 
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상업적으로 성공할 유전이 나올 확률은 3%어| 
불과하다. 

그러나 유개공에 따르면 87년 이후 묵한 유전개말에 잠여한 외국업체 
들이 시추에 들어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 결국 북한이 주장하 
는 매장량은 시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질과 분지 연구 등을 통해 충 
원유샘성 가능량을 추정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 3년동안 북한 석유개발 프로젝트룰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 
진 현대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다. 물론 현대도 지금까지 확보한 자 
료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북한 
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의 탄성파 검사 자료와 시추자료룰 구해 이률 
면밀히 검토한 뒤에나 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 
으로서는 606공구에서 나온 450배럴이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지질 구조가 그 정도에 불과한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복한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정통한 현대정유의 한 관계자는 .. 어 
느 정도의 매장량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 5000만 배 
럴만 있어도 경제성은 있다고 본다. 이전에 확보한 자료를 놓고 판단 
한다면 그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으로써 ·왕회장 말음.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영히 했다. 

야
 



탐사 시추에서 개발과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는 석유개발은 가뜩이나 투기 사업으로 꼽힌다. 더욱이 지난 30년간 
석유 개발에 목을 매왔던 복한이 그동안 도외시하던 남한 기업을 사업 

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도박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언 현대와 북한의 .도박 은 성공할 것인가. 국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빈약한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복한 당국이 현대와의 약속을 깨버리지 않는다먼， 그 
래서 현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이 기존의 탐사 시추자료를 제공해 

관단 근거룰 마련해준다면， 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강필기자 

탱화릎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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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유매상의 허와 실 [출처 : 한국에너지신문 1999.1.4. 14연--남부섭기자] 

“매장량 확인할 자료는 없다” 

북한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올까. 있다면 또 열마나 매장되어 았올까. 

1백%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에게는 북한에 매장된 석유개발이 당장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은 없다하더라고 중대한 관섬사항이다. 총 수입금액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우리경 

제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올 갖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지난해 울릉분지에서 가스와 석유가 분출됐지만 아직 더 많은 탐사와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탐사한 결과 가장 큰 규모이다. 하지만 북한의 석유매 

장에 대해서는 여러 기지 설이 떠돌고 있어 그 진위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펠요기

있다. 

북힌의 석유매장에 관해서는 fJ7년 10J켈 일본 도쿄에서 북한 광구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관 

심올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50억 -4백억 배렬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의 최고권력자는 방북한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북한 석유 

개발올 요청했다 열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길래 무슨 이유로 최고권력자가 이례 적으로 

석유개발을 요청했올까. 

언론에서는 10억배 렬이상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등 북한의 석유매장에 관해 보도했다. 

주요 관련 보도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97년말경 모 잡지에서 50억 -4백억배럴 매장올 보 

도했고 또 지난해 12월 모 잡지에서 12억배렬 매장을 보도했다. 최소한 10억배 럴만 매장원 

것이 확인돼도 북한경제를 살리기에는 충분한 양이다. 

기자는 97년 10월 도쿄설명회 이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 석유매장에 관한 실상을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르 관계기관파 선문가들올 만나 보았다 . 

• 북한 석유 배장설 

우리가 북한의 석유매상에 관해 정확한 정보플 입수한 것은 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실 

시한 북한광구설명회에 국내 관계인사가 잠석해 정브를 입수한 것이 처음이다 

이 광구 섣명회에서는 일본과 호주사탐뜰이 개최했으며 탐사자료를 우리측에서 입수했다 

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서류내용을 접할수 있었는데 자료의 가치 

가 없어 엽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때좀 국내언론에서 밍억 -4백억배렬이 북한에 매장돼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러한 보도가 어 L 정도 선빙성이 있는기 하는 것은 매장량의 범위기 50억 -4백억배렬의 표현 

에서 말이 돼지 않는다는 갓이다 

또 지난해 보도된 12억배 렬의 매장보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들 보도는 북한의 정확한 정보라기보다 북한과 관계하는 인사들이 정보를 흘리는 수준 

에서 나온 것이라는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l 북한의 유전탐사 

북한은 언제부터 유전탐사를 실시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60년대부터 경제력을 뒷받침 

으로 유전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기술지원에 육상탐사를 먼저 실시했고 해상에서는 18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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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추공올 뚫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육상시추에 판해서는 정확한 성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육상시추가 북한의 자체기술무 이루어지 고 있어 북한이 받표하지 않는 이상 정보입 

수기 어려운 반면 해상유전은 모두 외국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보입수기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뇨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육상탐사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신 바가 서의 없다， 이 

는 북한이 육상탐사에서 거의 성공한 것이 없지 않R냐 하는 분석옹 하게 한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석유부존 기능성올 홍보하는 지역은 황해상의 서한만분지， 안주분지， 

동해의 동한안 분지이다. 

북한이 지난 85년 하루 4백50배렬옹 산출했다는 서한만 분지는 면적이 l만3천 krrf이며 볼리 

탐사는 5천5백L-km를 실시했으며 시추는 13공을 실시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힌만 분지 

는 92-96년사이 탐사가 실시됐으며 연적은 3천5백 km' O] 며 물리탐사는 8천5액L-km플 실시하 

끼 시추는 2공음 설시했。며 유 · 기건징음 받-견했다 안주분지는 면적이 2천krri‘무 73-7년사 

이 탐사를 실시했으며 시추는 3공을 실시해 유정올 발견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에서 

북한은 모두 18공을 시수한 것으로 알려지i!. 았다 . 

• 북헌의 탐사능럭 

초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기술지원하에 육상탐사를 실시했으며 곰 육상탐사기술올 자제적 

O 무 보유해 독자적。 무 싣시해온 것 ο 런 아려지 n 있다， 

탐사장비는 육상시추장비로서 4천m급， 3천m급 시추기 각각 l기를 보R 히고 있으며 일본 

의 히다쩌소선이 저l작한 3각Jack-up(띨영 유성호)을 지난 79년 노엽한 것으로 알려 ^1 i!. 있 

다. 

해상 시추공올 l게 뚫는데 보퉁 2기1 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언데 북한은 5-- 6 기1 윌에 

서 l년성도 걸린다i!. 힌다. 이는 경제제실차이와 기술의 낙후가 주요인인 것으로 보뇨 있다 . 

• 팡구으l 최근 동향 

북한으1 3개 해상당구는 모두 외굿사와 계약， 즉 생산물 운배계약이 제결돼 있다. 

가장 석유부존가능성이 높은 서한민 분지늠 ~우n 덴의 타우러 _Å.社와 5년간의 계약이 작년 

12월로 종결됐으머 동힌-만 분 ^1 능 호주의 1:1 1 치社외 안주분 ^1 는 케니디의 소코社외 계약이 

각각 제결돼 있다. 

이들 외국 참여사틀은 석유른 개받한 정투의 능력옴 가진 회사는 아니며 중개상의 역한옴 

히는 소규모 회사로 도쿄 팡구셜명회에서처럼 직접적인 시추등 개발을 거의 히지 않는 것으 

호 알려지고 있다. 

l 석유매장 가능성 

북한의 석유매장에 관해서는 우리측 관계자들은 노쿄장구설영회 자료을 신빙성이 있는 것 
。무 믿 π 있다. 

이 지료에서 믿올 수 있는 내용은 서한만 분지에서 허루 4백50 1c1 1l 럴이 산출됐디 는 것괴 동 

한안， 안주분지에서 유 · 가스싱이 발견됐다는 것이 선부。l 다.50역 -4백억배렬의 매상에 관 
해서는 영터리라는 것이다. 

북한이 시추 및 탄성피 지료에 근거혜 산정된 매장량올 산출한 것이 아니고 광역지질 분 

지 연구둥올 통해 해상운지에 되적펀 분구 안에서 기대뇌눈 총 원유 생산 가능량올 추산한 

것。 무 전혀 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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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북한에는 석유가 매상돼있지 않은 것인가. 

서한만 분지는 중국 제2의 유선언 보하이 유전과 지질구주가 비슷하다는데 전문가들은 견 

해를 같이하고 았다. 따라서 유전매장 가능성은 늪게 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 

한 시추내용으로보아 매상량올 추측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루 4백 5011~ 렬이 생산됐다는 서한만 분지의 경우 경제성 부존량 둥옹 검튿한다면 웅릉분 

지꾀 경우와 비교하면 간단하다. 

지 난해 시수한 울릉분지 jl래 V 구조의 시수탐사결과 하루 가스 7천5백안m‘， 경잘유 l천5 

백46배렬이 산출됐다. 

서한만 분지의 탐사와 비교도 안될 정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제성올 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매상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냥기간동안 더 많은 시수를 해 

보아야 걷과를 논한 수 었다는 것이다. 

l 북힌 유전개발 선앙 

유전의 개받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수억달러의 돈과 기술이 요하는 것은 물-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다. 이른바 성공 

률이 10% 선후이다‘ 때문에 어느 기엽이든 유선개밥에 섣불리 달려들 수 없다. 

우리냐라에서는 해외유전개받은 추진하까 있지만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광구의 지분참여 

를 선호히고 었고 유전개발은 성공조건으로 기엽들이 추진히고 있는 것이디. 

북한의 유선은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어느 기엽이든 확선올 갖고 개발에 날려들 성도가 

아니다. 

외국가엽이 참여히고 있는 것은 조참권윤 확보허1 직접 시추할 수 있는 기엽에 팔이 념기 

기 위한 중개상일 괜이다. 따라서 북한의 유선개발이 수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낯다. 

특히 북한의 최까권력자기-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에게 유전개받 참여륜 9 청한 것은 이와 비 

슷한 맥락에서 설 수 있디. 

지픔까지의 탐사자료로 외국기엽늪을 유치할 수 없늠 데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외 국기업의 

참여기- 제한돼 있는 것을 남한기엽음 통해 폴어보자는 의1T S!. 분석되 π 있다 

북한의 유 산게넬-참여룹 요청 받은 현대도 묵한의 원쥐 매장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희빅히게 

브jl 있으며 또 참여헨다 해노 국제 역학직 판계를 jl려해 현대의 난독적인 결성안으로는 

어려올 갓이라는게 지배적 관성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유 전개발이 한계에 봉착허지 직 · 간접적으로 국내에 기l 

말참여를 요청하jl 있는 섯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대의 경우 식 섭요청의 한 예라 할 수 있 

다 . 

• 결론 

북한에는 석유부존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서한만 분지의 경우 l백50억배련이 매장돼 

있는 중국 최대의 보히이유전과 ^l 잘구조가 비슷히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디. 

국내 관계자들은 북한익 분지가 피지 않아 많은량은 아닐^l 라노 석유부존가능성은 았다i 

보까 있다. 다만 아직까지 부존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검 투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까 있 

으며 추가시추를 헤보아야 힌디고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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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해상탐사 현황 

구분 서한만분지 통한만분지 안주분지 합계 

면적 13‘000때 3,500km' 2，αX>km' 18,500km' 

물랴탐사 총 5,500L-km 총 8,500L-km u1상 종 14,OOOL-km 

시추 13공 2공 3공 18공 

※근거 

탐사결과 
R5년 606호공에서 

유 ·가스정 T 。「;자。 
-북한광구설명회 

450배렬/일 산출 (97.10) 

-외 국논문(.JPGl 

-’R7- ’93(PSC) 
‘94- ’97(Studv) 

호주 비치사 
외국회사 호주 베 E디안사 -‘94.8-현 재 (PSCl 

- ‘98.5 - 2003.5 
참여현황 -‘93.2- ’98.12(PSCl 호주 비치사 

(P~Cl 
/、워l 멘 타우려 λ사 

해나다 소코사 

※북한의 석유개발 계약형태: 생산물분배계약(PSC，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여록% 

북한의 원유개받은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원유공엽부가 추진해 오다기 이 부서가 무역성과 

채취 공업성으로 나뉘어져 채취 공업성에서 왼유개발올 담당하고 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보도와 관련 총정업자추출방식 (Micro Lepton Survey Methodl의 석유탐사망식운 북 

헨의 최신기숭무 소개됐。나 국제학회에 보t:;:된 바 없。며 당사자인 박꾀수는 호주파포무 

박부-섭언 것으군 확언되고 았다. 

꺼
 
ι
 



현대.석유공사 북한서 유전개발 검토 

[ 매 일 경 제 ]2000-0:'-13 00 먼 842 ^ f 

-남포 서한만에 최대 1 0억 배 럴 매장 추산 -6월 정상회담이흐름 탐사시기 결정〈황인혁〉현대좋합 

상사 ()와 한극석유공사가 묵 한 서해안 유전개발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을 외국기업에게서 제의 

맏고 잠여 여부를 김토중이다 . 현대상사 관계자는 ”현대졸합상사와 석유곧사가 영국의 소코 인터 

내 셔빌과 스웨덴의 타우루스 퍼|트롤리둠으로부터 북한 남포 앞바다의 뮤 전 가능지역을 힘께 

개발하자는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12일 밝혔 다. 

현대상사는 묵한의 남포 인근 서한만에 최고 1 억 배럴에서 죄대 10 억 배럴에달하는 원유 매장 

랑이 묻혀 있을 것으로 초산하고 있다 -

이 는 욱한이중극 기술을 이횡해 서해안의 시추곧 10개 중 2군데에 매장 된 원듀량을 확인한 결 

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 

현대증합상사 관계자는 ”원유 발굴량이 최소 4000 -5000만 배럴에 달하면 유전 팀사에 대한 죄 

소한의 채산성은 맞출 수 있다”며 ”서한만 의 시추 관련 비룡은 석유곧사를 통한 정부 펀드를 최 

대한 지원받는 망안을 김토 중 " 01 라고 말했다. 

현대와 석유공사측은 6월 남북 정담회담의 섬사 여부를 지켜온 뒤 구처|적인 유전개발 시기를 결 

정할 망침이다 

현대 관계자는”북한 유 전개발은 겸제적 실익보다는 남묵 겸협어| 의한 친초의 원유텀사라는 정 

치적민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철저 히 오j 극기업과의 펀소시엄 형태로 추진할 껏 ”이라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f무르스와 소코는 북한 서해안에 각각 2개 공구에 대 한 텀사권들 획득한 상태로 

2년 전에도 현대와 석유공사측에 곧통 뮤 전개발을 제의한적이 있다 1 고 말했다. 

이들 2개 외극기업 외에도 보다 경쟁력있는 석유 메이저 업체와의 곧동 탐사 가능성을 충문δ 

검토할 건이라고이 관계자는 텃붙였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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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hosun.com 기사프린트하기 

융프린트 

‘ 발행일 : 2001 .05.26 / 종합 /2 면 • 기고자 · 이교관 

북한， 석유생산 

• 평남 숙천군 앞바다 98년부터 연30만t씩 

북한이 지난 99년부터 연간 30만1(220만 배럴)의 원뮤를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37면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룩한은 지난 98년 중반 평안남도 숙천군 앞바디에 위치한 유전에서 원유 시험생산에 

성공한 뒤 매년 이 유전에서 30만t의 원유를 생산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룩한은 지난 해부터 원유 30만t을 특정 품목의 연간 극가 종생산량을 가리키는 극가지표(극가지표) 

로 잡아오고 있다고 이들 관계자는 밝혔다 

/이 교관기 자 haedang@chosun.com 

- 74 -



기사프린트 하기 db.chosun.com 

융프린트 

.알행일 : 2001.06.04 / 묵한 ! 41 면 ·기고자 : 이교관 

원유 샘산 사실 뒷받침 

• 북한 ， 중·일 · 태에 석유 수출한다 

룩한은 작년 한해 동안 최소한 1000만달러 이상의 석유를 중국 일본 태극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뒀다.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3일 발표한 ‘ 2000년 묵한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묵한은 지난해 일본에 중유 

(중유)를. 중국과 태극에는 가공유(가공유)와 정제유(정제유)를 수줄했다. 

욱한이 일온에 수즐한 중유는 대일 수즐품목 중 수산물. 의류， 전자제품. 철강에 이어 5우|를 차지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에 수줄한 가공유는 대(대)중극 수출품목 중 원목， 철강. 게 등메 이어 다섯 번찌 

로 약 340만달러 규모였으며. 태국에는 749만달러어치의 정제유를 팔았다. 

I<OTRA는 룩한이 증극고} 태극어| 수줄한 정제유는 수입 원유를 임가공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일온에 수줄한 중 

유에 대해선 그 같은 추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I<OTRA의 이 같은 추정은 욱한의 원유생산 사실(본지 5월 26 
일자 보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운석한 것으로 .I<OTRA의 한 관계자는 “룩한의 원유 생산이 사실일 

경우 이 추정은 근온적으로 수징돼야 한다.‘고 말했다. 

룩한의 석유 수줄이 자체 원유 생산에 따른 것일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뒷받침된다 . 우선 욱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지난해 말까지 3억 4200만달러) 등 외화 수일 증가로 지난해 전처| 수입은 대폭 늘리면서도 정작 시 

급한 원유 도입은 99년의 31 만7000 t 에서 소폭 증가한 38만9000 t 에 그쳤다 룩한이 한 해 필요한 원유는 최 
소한 150만 t 이며， 속천에서 원유기 샘산되기 이전인 98년에는 60만9000 t 을 수입했다. 

득한이 최소 필요량의 4문의 1 도 안 되는 원유를 수입해 훌고 이 중 상당랑들 임가공으로 수줄한디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디 ， 룩한은 95년의 경우 110만 t 의 원유를 도입해 180만달러어치의 광물성 생산물(대부문이 
정제유)을 중국어| 수출했다 그러나 작년 경우 울과 약 39만 t 의 원유를 수입하고도 중국에만 340만달러어치 
의 징제유를 수출했다. 수입람이 약 5운의 1 로 줄었는데도 수출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욱한이 지난해 처음 태극에 수줄한 정제유는 749만달러를 기록했다. 마 태극 수즐 품목 중 1 위를 차지했다. 문 

제는 이 정제유 내역을 보면 억칭유가 포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약정유는 유전(유전)에서 막 뽑아올려 모래와 

타르기 뒤섞믿 점액질이 강한 기름으로 록한의 원유 샘산 사실을 뒷받청한다고 볼 수 있다. 

룩한이 일몬에 중유룰 수줄한 사실은 이 번에 처 음 파악됐다. 이 중유도 평남 숙천 유전에서 생산된 것일 개연 
성이 늪다고 전문가들은 문석한다， 

한 전문가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묵한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석유룰 수출하고 있는 사실은 자체 
원유 생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룩한 유전개알 문제를 다뤄 온 정부 내 전문가들에게 룩한 석유 운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기고 자료 저|공 등 일체의 언론접측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놓은 것으로 획인됐 
다. 또 묵한 당국도 97년 도쿄에서 열린 묵한 유전 설명회의 주관을 위밀하는 등 유전개발 관련 투자 유치 임무 
를 맡겨 온 호주교포 최동룡 박사에게도 함구렁를 내렸다. 최 박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2차 남북 정상 
회담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 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교관기자 haedang@chosun.com <그래픽〉묵한의 원유도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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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원유 개발 역사 

• 70년대 중반 ‘착수 ’ 

나는 1 978년부터 6년간 힘흥수리대학(함흥수리대학 나중에 활흥수리동럭대학으로 개칭) 항만 및 수로학과를 

다녔다. 당시 대학에서 해상 원유개발 시설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어 유전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 

다. 

룩한에서 원유개발을 위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중반쯤이다 해상 원유탐사를 위해 .대 

동강탑사단‘. 지상팀사를 위해 .두만강탑사단’ 0 1 조직됐다 ， 내가 룩한에 있었던 90년까지 ·대동강탐사단.은 남 

포시 항구구역에두만강탐사단.은 이번에 석유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숙천군에 있었다. 

득한이 원유탑사에서 간헐적민 성과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반부터였다 84년 즐업실습으로 남포에 

갔을 때 한 교수는 " 1 -2년 전 평남 숙전에서 원유 시료가 채취됐으나 고형문(파라핀)이 많아 식으면 응고되어 

채휘에 어려움이 있들 뿐더러 매장랑도 적다”고 혔다， 

80년대 말부터는 해상에서 대규모 원유 유정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내기 다녔던 대학 

의 교수들도 원유가 시추공을 퉁해 알견됐다고 여러 차려| 말했다.86년 내가 3대혁명소조 활동을 마칠 무럽 남 

포 앞바다 옥쪽에서 원유가 발견됐다고 했다 . 나의 고향 친구 중에 화학공대 고문자학부 졸업생으로 평묵 몽화 

화학공장(피현 소재)어13대혁명소조로 나간 사럼이 있었는데 그가 직접 해상에서 시료로 채취된 원유의 성룬 

운석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해 주었다. 문석 걸고} 고형문이 u 유황화합을은 적었는데 매장량이 많지 않았 
다고 한다 87년 님포에 갔을 때 남표에서는 남포시당 조직비서가 3대혁명소조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원 

유발견 사실을 거론했으나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89년과 92년에도 님포 앞바다 원유발견실이 있 

었다 92년에는 필자가 일하던 러시아 멀옥장에 날아온 님포시 어느 한 공장 간부의 펀지에 “300년은 쓰고도 
남을 윈뮤가 발견되어 앞으로 경제회목은 시간문제 “라고 적혀 있었다. 

지상이나 해상 유전은 지질 구조상 보툴 지하 2500m 이하까지 시추기로 파내려가야 한다. 김정일의 지시로 힘 
흥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88년에 3000m급 ‘자럭갱생’(주처1 ) 시추기를 자체 제작했다 하지만 이 ’자럭갱생 . 

호는 기술력이 부족해 일정 깊이에 들어가면 휘어져 다른 곳의 지상을 뚫고 나오곤 했다대동강탐사단. 건물 

복도에 ‘원유를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동해바다어| 금동상을 세워주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글이 걸려있다는데 

이번에 그 주인공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김승철·룩한연구소 연구원，94년 입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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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 끌어들여 두만강 일대 유전 개발추진 ... 김 위원장 물 질적·정치적 특별배려-

북한이 산유국의 끔을 이룰 것인가. 최근 미국의 한 잡지가 북한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석유개발회사와 계약을 하고 석유개발에 본격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석유개발 관련 전문잡지인 〈석유와 가스저널〉은 지난 1월 7 일자에서 싱가포르 사 

버린 벤처 (Sovereign Ventures)사가 작년 9월 북한의 ‘조선석유개발회사’와 계약을 맺고 

두만강 일대 6 ，000평방 마일 규모의 지역에서 석유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도상 

으로 보면 나선(나진 ·선봉)시와 무산시를 연결하는 선 이북의 모든 지역을 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씻별군과 회령시， 온성군도 포함된 다. 6 ， 000평방마일이면 북한 전역의 5%가 넘 

는다. 

이 계약은 초기 3년간의 지구물리학적 시험탐사와 2년간의 시추， 그 리고 20년간의 개발과 

생산을 맡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이 잡지 는 밝히고 있다. 사버린 벤처는 지진실험과 

탐사작업에 드는 2백만 달러를 포함， 최소한 1천만달러를 투자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버린 벤처사는 1993년 설립된 ‘코라시아그룹’의 산유 부문 자회 사다. 코라시아그룹은 컨 

소시엄 회사다. 이 회사 벤 탄 부사장은 이 지역에서 1억 5천만 배럴00억 배럴이면 대규모. 

북한의 연 원유소비 량은 미국이 지원하는 중유 50만t을 포함해 1백만t으로， 이는 7백 33 

만 배럴에 이른다)의 원유나 그에 상당하는 양의 가스를 생산할 것 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사버린 벤처사 1천만달러 투자 관측 

이 보도가 나간 뒤 현대와 LG 등 석유 관련 부서가 있는 국내 대기 업과 외국 관련회사들 

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 회사가 특히 관섬을 표명한 것은 석유개발 성공 가능성과 

계약 조건. 석유개발회 사의 존립은 개발성공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사버린 벤처사의 탐사 

굴착은 30% , 개발·시추 굴착은 70%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 국적 석유개발회사의 국 

내 간부직원은 “사버린 벤처사의 기록은 상 당히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버린 벤처사와 북한의 계약도 그간의 북한과 외국회사들의 그 것에 비해 상당히 파격 

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첫 5년 동안엔 법 인세가 면제되고 다음 2년 동안엔 회사 이익에 

대해 5%의 세금이 매겨지며 그 후엔 10%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이라크와 이란 등지서 석유를 채굴한 다국적 회사에 접 큰하고 있다. 영국과도 

접촉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영국의 ‘차탐 하우스’khatham house) 주최로 

런던에서 ‘북한의 에너지 및 SOC투자기회’란 제목의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영국측 은 아직 

북한의 원유 매장 가능성·경제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 지만 북한과 합작한다변 석유뿐 

만 아니라 다른 광물자원 개발과 사 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뛰어들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석유개발을 해왔다. 구소련과 루마니아 등 통구권 국가들이 여 

기에 관심을 보였다. 안주·숙천에서는 극소 량의 석유를 채굴했다는 말도 나온 적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그간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 14개의 유정을 굴착， 시추 

공을 뚫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있는 유전을 발견하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석유개발은 된서리를 맞았다. 

북한은 최근 다시 국운을 건 것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석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자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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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사버린 벤처사 외에도 다른 외국 회 사와도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39호실 

인사들에게 석유개발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 다. “원유를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동해에 금 동상을 세워주겠다” 고 약속한 김일성 주석이 연상될 정도로 김 위원 

장은 석유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한 물질적·정치적 특별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 

다. 

39호실의 한 인사는 최근 중국·싱가포르를 돌아다니며 석유채굴 장 비를 구매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한다. 석유탐사 장비가 아니라 채굴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다. 채굴 장비는 수 백만달러에서 수천만달러를 호가할 정도로 비싼 장비여서 함부로 구 매 

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경제성 있는 대규모 유전 개발 이 확실시되지 않는 상태 

에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구입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인사는 “셋별군 

유전에 석유가 10 억 t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셋별군은 사버린 벤처사가 북한과 계약한 개발대상 지 역에 포함돼 있다. 

북한이 이처럼 석유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 

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2000년 석유소비량은 90만t 가량이다. 미국이 대북경 

수로와 관련해 매년 지 원하는 50만t과 중국 등지로부터 무상 및 수입하는 39만t이 전부다. 

1 991 년 원유도입량이 l백 89만t에 달했던 점에 비해보면 현재 부족량 이 어느 정도인지 충 

분히 짐작이 간다. 북한은 이처럼 태부족한 에 너지를 석탄 증산과 중소형 발전소 건설로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석탄개발과 발전소 운영에도 에너지가 필요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경제난·에너지난 두 마리 토끼 잡기 

북한이 석유 채굴을 위해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려는 지역은 대체로 3곳이다. 하나는 서한만 

으로， 남포에서 100때l 떨어진 해상이다. 내륙 인 평안남도 숙천과 안주도 그 중의 하나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 버린 벤처사가 관장키로 한 두만강 일대다. 북한은 1968년 숙천에서 

유정을 찾아냈으나 경제성 있는 유전이 아니라는 중간 결론이 난 상 태다. 호주·스웨멘·영국 

회사들이 안주와 서한만에 관심을 보였지 만 1 개 공 시추에 7백만달러까지 소요되는 자금 

을 충당할 능력이 없 어 제대로 탐사 시추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석유개발은 시험탐사와 시추， 개발·생산의 3단계로 이뤄지지 만 북한은 막대한 자금난 

때문에 2단계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당 국자들은 전한다. 석유개발에 외국회사들을 끌어 

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자금난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회사들 역시 개발 성공의 가능 성을 

확신하지 못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데 망설이게 마련이다. 결국 북한의 석유개발에는 

냥한 기업들을 통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남한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보다 세계은행 C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금 융기관 

으로부터의 대출보증을 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는 북한의 석유개발이 개방·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설득 력 있게 제기된다. 자체 자본력이 충분치 않기 때 

문에 대외자금이 펼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치 부/조호연 기 자 chy@kyunghya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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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북한 유전? .. 첫 공개된 숙천 석유생산 시설 

[경 향신문 ]2002-08-034!:> 판 이 면 429 자 

북한의 석유생산 현장 샤진이 최초로 공개됐다. 중극 석유개발회사인 1글로멀 오일서베이 차이 

나 1측은 지난달 초 묵한 평안남도 안주.숙천.문덕군 일대에서 석유탐사 작업들 하던 중 숙천군 

잠툴리에서 가동중인 석유생산 펌프를 발견혔다고 밝히고 ‘ 증거로 사진골 2일 겸향신문에 공개 

했다 그간 북한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이를 뭔맏침하는 증거로는 01 사 

진 01 처듭이다‘ 이 회사측은 펌프 규모로 몰 [H 하루 친대 100배럴들 생산할 수 있들 것으로 추 

정했다 북한의 원유공엄흥극 석유전문가들은 장동러 일대에 이같은 종류의 펌프 4대가 1998년 

부터 가동중이라고 설영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석유펌프가 있는 축천군 장툴러는 욱한이 

90년대 초부터 석유개말 탑사를 해온 서한만 해안에서 5km 가랑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다 /글 

로멀 오일서버101 코러 Of 제공 

북한내 4개지역 석유탐사 5개 외국기업 참여 

[국크 띨도 ]2002-09-2!:> 07 판 13 면 !:>28 자 

묵한내 4개 지역의 석유텀사에 5개 외국기업이 잠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극석유 

공사가 극회 산업자원우|원회 소속 민주당 조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의 해상 3곳과 육상 1 콧 듣 4곳에서 5개 2J 극기업 01 석유 탐사작업을 진행중이다 

텀사현한을 보면 서해에서는 평앙 묵쪽 만주분지에 캐나다 업체가 1998년부터 참여중이며 평망 

남쪽 서한만운지에서는 일본업체가 2000년 1 2월부터 작엄에 들어갔고 독일업체도 2001 년 8궐 

부터 텀사활동을 벌 이고 있다 

또 돋 ûH ~)j 경우 원산 부근 통한만분지에서 호주업체가 1994년 이후 물리팀시 등을 멀였고.육지 

에서는 합욱 나진지역 해룡운지에 대해 지난해 9월 조광권을 취득한 싱가포르 업체가 작업중인 

:젓으로 석유공사는 까악했다. 

석유곧사는 01 가둔데 유전 발견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13개공을 시추해 1985년에 1 개공에서 

하르 450배럴의 원유가 산출된 적이 있는 서한만운지를 꼽았다‘ 

석유공사는 ‘·묵한내 석유개발사업의 잠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철기자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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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 9일 동아일보 

[北석유자원 개발 요청]남북 유전개발 산넘어 산 

북한이 서한만의 석유자원 개발을 한국에 요청한 것은 북한의 극심한 에너지난과 변화된 남 

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전략적 자원인 석유 부문을 개방하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북한 내 유전 개발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석유 개발을 위한 ‘남북한 직거래’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한 변 

수로 꼽힌다 

v남북 공동 자원개발 신호탄=북한 원유공업성이 서한만 유전개발을 한국에 요청한 이유는 

기존에 탐사를 맡았던 노르왜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데다 다른 서방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 

북한은 1997년 서한만에서 450배럴의 석유를 최초로 생산한 뒤 그해 10월 일본 도쿄(東 

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곳에 50억 -4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 

다. 석유 전문가들은 매장량 50억배렬 이상이면 ‘초대형(자이언트급) 유전’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고(故)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도 98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 지도자들은 ‘만약 석유가 발견되면 

현대가 한국의 정제시설까지 육로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탐사를 맡은 노르웨이 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데다 북한 정 

부도 이를 지원할 만한 여건이 안돼 개발이 지연돼 왔다. 여기에 다른 서방 기업들을 유치 

하려는 시도도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 제도 미비모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지난달 북한 원유공업성 싱가포르 사무소가 한국석유공사에 개발 참 

여를 타진하는 제안을 한 뒤 이후 팩스 동을 통해 사업 개요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분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접촉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남북한이 서한만 개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유전에 대한 지분참여 

를 통해 원유 자급률을 높이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로 남북간 긴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고 말한다. 

지난달 15 , 16일 중국 베이정(北京)에서 열린 서해 대륙붕 개발을 위한 남북한과 중국의 극 

비 모임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접촉 역시 ‘석유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카드와 맞물 
려 있다는 분석이다. 

m 



?북-미 관계 등 걸림돌 많아=이번 북한의 제안으로 자원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실제로 한국의 참 

여가 이휘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 석유 전문가는 “군부가 실질적인 조정권을 갖고 있는 북한 원유공업 

성의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보수파가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미국은 다자간 틀이 아닌 남북간 직접 교섭에는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 . 

한국국방연구원 김재두(金載斗)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명분 자체가 에너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인 만큼 핵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고 나서 

북한 유전 탐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석유공사를 통한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다. 

김 연구위원은 

결해야 한다”고 

또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개발 방법과 분배 방식 등을 해 

덧붙였다. 

고기 정 기 자 koh@donga.com 

이 병 기 기 자 eye@donga.com 

김 용기 기 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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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한국일보 

11英기업， 北원유·천연가스 탐사·채굴권 획 
c::: 11 
--, 

영국 석유기업 애미넥스(Aminex)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 

로 북한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선 

데이델레그라프 등이 20일 전했다. 

북한측과의 계약은 지난 6월 30일 평앙에서 데이비드 슬린 

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으며 향후 20년간 유효 

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북한의 석유개발은 장래성이 있으나 재 

원이 부족해 사실상 방치돼왔다 면서 이제 북한 지역 어디 

든 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 석유탐사회사가 2002년 8월 북한 동북 

지역에서 추정매장량 5 ， 000만 배럴의 유전을 발견했다고 보 

도된 바 있다. 

이 동준 기 자 djlee@hk.co.k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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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석유회사북한 진출 

[헤렬드경제 ]2004-09-21 00 면 294 자 

유전텀사 • 기술제공계약영극 업률회사의 북한 진출에 이어 영극계 석유회사 아미넥스가 욱한과 

석유개발 계약을 처|결했다고 BBC망숭이 20일 보도했다 . 

밤옹은 이번 계약에 따라 아미넥스가 향후 20년간 묵한의 석유산업 개발을 우|한 기술적 지원을 

제곧하면서 묵한 내 유전탑사를 멀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흘 초」고경영자 (CEO)는 U북한은 지난 25년간 수개의 유전을 발견했지만 Of 

직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욱한에서 큰 성과를 골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üH 둔 기 자(hj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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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애미넥스， 북한 석유채굴권 어떨게 따냈나 

[머니루더1 0 1 ]2004-10-06 03 면 1273 자 

더블린 증시와 런던 증시에 상장된 영극의 섣유기업 OH 미넥스가 서빙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묵한 

당극과 20년 간 묵한 지역 내 석유텀사 및 ~H 굴 겨|약을 체결했다고 영극의 파이낸셜타임 (FT)가 

6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홀 회장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묵한 당극 01 서방 석유 기업이 북한의 낙후된 

석유산업 현대화를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옛 소련 붕괴와 함께 석유에 적흥되던 우호가격제도가 사라지면서 북한은 극심한 에너지 부족어 

직면했다， 

북한은 유전개발에 나섰고 6년 전 이를 맡을 업체를 찾기 우1 üH 홍콩섬 남부에 있는 도시 에버딘 

에 묵한 관리 2명을 마견했다 하지만 묵한 지역 석유 담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 많지 

않았다 

OH 미빅스는 묵한 관리와 접측한 후 발 üH 만에 1 억 -6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갯으로 추정된 

다는 보고서를 1999년 3월 평앙 당극어l 전달했다 

그로부터 2년 01 지난 2001 년 묵한 당극등 돌연 OH 미넥스측에 석유탐사를 요청해와 OH 미넥스는 

01 를 수;환혔다 

하지만 겨1 약성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디 계약 체결을 위한 대회는 묵한측이 대화어l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 훌 회장은 ”우리는 누구를 만H야 하는지 

전혀 올랐다”면서 ’ ↓ 협상 시한이 임박해 욱한은 조선석유개발곧사를 섣급히 만들었다”고 말했다 

Of므런 성과 없이 1 년이 지난 후 OH 미넥스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욱한흑이 계약 처l 결 권한 

은 상부에게 있다고 말해 OH 미빅스측은 베 01 징어|서 만U자고 제안했고 욱한은 내각 관리와 석 

유， 석탄 금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고 협상 결과 겨|약 체걸에 합의했다. 

욱한은 서받 기업에게 사업 편의를 제곧하기 위해 스우| 스법에 따라 계악서를 작성할 것들 제안 

했고 앙측은 지난 G헐 평앙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협점서에 서명했다 

이달 중 OH 미넥스는 지질학자를 평양에 파견할 계획이다 협정에 따르면 OH 미빅스는 지진 자료 

운석 기술 듣고} 같은 기술들 욱한콕에 제곧하며 원유가 샘산될 경우 그 랫기로 외국인 투자를 알 

선해주기로 혔다 이 회사는 동시에 묵한 지역에서 원유 DH 장 가능성이 있는 콧에 대한 채굴권을 

확보혔다 

홀 회장은 닌관이 많들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미극인 투자자들 

확보했다’면서 ”북핵 문제가 꼭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묵한이 서밤 기엉이 상주하는 갯에 어떤 반듬들 보일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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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회장은 협정 내흥어| 자온 투자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룡범 기 자 aforum@moneytoday.co.kr 

경상일보 

흩인쇄 

등록 일자 2005.01.062153 

아일랜드석유업체 북한코브랄지분 10% 매입 

아일랜드계 석유탐사업체인 아미넥스가 묵한의국영 천연가스업체인 코브릴 (Kobr i l)의 지문 10% 

를 매입키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설타임스 (FT) 가 6일 보도했다 . 이 신문은 서방업체가 묵한으로 

진출하기는 이례적이라며 이번 합의는 특히 묵한이 자극 석유와 가스， 광산자산 등을 개발하려 

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핑가혔다. 합의에 따르면 아미넥스는 지문 10% 매입 

대가로 묵한 정부에 20만파운드(37만6천여달러)에 해당하는 신주를 빌행해 주기로 했으며. 북 

한에서 석유나 가스를 발견했을 경우 수익금에 대해 5%의 로열티를 지불키로 했다. 아미빅스 

는 2단계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 1 차문 5%의 주석은 주당 1 2펜스에알행하며， 나머지는 개 

발면허 u 생산물 문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발행하게 돼있다 - 아미빅스는 코던릴은 북한 

의 석유와 가스 뿐만 아니라 금 석탄‘ 절광 듣을 포힘한 천연자원 부문의 개발들 위한 국제험럭 

매개처l 라고 설명했다. 아미넥스 대표인 브라이언 흘은 "01 번 합의는 북한과 매우 우호적이고 

건설적인관계를 강화하며 북한을 위한 국저|석유법 제정과 관련한 아미넥스의 자문역을 확대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빅스는 지난해 9월 석유산업고} 낡은 채유시설의 현대 

화를 지원하는 내흉으로 20년짜리 계약을 묵한과 체결한 바 있다 [ 연합 ] 

% 



서울경제신문 2005년 1 월 19일 수요일 ‘ 25‘ 5 

북한 석유개발 /성콩활까 
英社등과 계약 육 해상 5곳서 본격 탐사 “경제성 미지수” 

북효비1 석유개빌씨l 성공할 수 있갈 

까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후κl 

외국기업들과 손잠고 육상과 해쇼)011서 

석유탐시에 본격 착수 관심을 끌고 있 

다 

18일 석유공사와 KOTHA 등;011 따 

르면 6개 외국기업이 최소 5곳 이상의 

북한 지역에서 석유탐사이l 나선 것P 

로 알려졌다 특히 최핀에는 해상뿐 아 

니랴 육::，1ü 11서도 팀사가 이둬지고 있 

다 

영국의 아미넥스사는 지닌해 6월부 

터 북한측과 육해상 석유개발 탐사를 

위한 계약을 맺고 춘비ξ번 증이다 브 

라기언 홀 아미넥( 사장븐 최근 인티 

뷰에서 -북힌띄 석유매ε텀)'0 1 ')0억배 

럴에 달할 것q로 추정되며 성공을 확 

선효H二r고 밀했다고 로이터동선이 전 

했다 싱가포르의 소버린벤처사도 지 

4 단횡·나전r생 

-ι-

「Ti 안후 뭘심생 
.명양 

〔상 

딘 2002년 9월 조광권을 획득 북한 

단친 나진에서 탐사를 벨여 ，)，000만 

배련 이상의 원유와 가ι가 매장돼 있 

다고 받표하기도했다 

이에 앞서 서해의 썽친강 앞바다인 

안주분지에 캐나다 소코사기 lJt-\년 팀 

λ}이l 효써했P며 남포 앞바다인 서한 

I， J}부지이|는 일본업체와 유럽계 엄제가 

@ 

ω
 

각각 2000년 12월과 2001 던 8월부 
터 탐사활농을 벌이고 있다， 또 농해의 

원산 앞바다인 동한만분지이l서 호수의 

비치페브롤륨사가 %년 이후 물리탐 

사등을벌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성 있 

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발f은 재정 및 기술 부족 등P로 유전 

팀사가 성공할 기능성은 닮~I-는 게 엄 

계와 전문가의 공동펀 의견이다 석유 

공사는 북효에 남포 앞바다인 서한만 

분지의 한 광구에서 하루 4';0배럴의 

원유를 생산히카도 했으나 경제성은 커 

지 잃H二}고 섣명했다 정우진 에너지경 

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석유개 

받은 아직까지 조사 팀사단계에 있P 

며 정확한 석유매장을 혹k인하기 위해 

서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고 

얀했다 /손칠기^ f l1Jnim@뼈∞ k 



British Co Optimistic on Findinq Oil in N. Korea 
[Interview] 8rian Hall , the CEO of Aminex PLC, is at the helm of the hunt for oil 
in North Korea 

êlEmail Article 렐 Print 
Article 

Kim 80ung 8u and Park 8ung Chin (internews) 
e$gg섭젊두투R 

On Jan. 15. the 8ritish oil and gas company Aminex PLC announced 
it is hunting for oil and gas in North Korea. OhmyNews spoke with 
the company 's CEO. 8rian Hall. in a 30-minute interview at his office 
in London. 

Hall said Aminex is looking at drilling in the West 8ea. once they 
have finishing gathering and evaluating the geological data. He is 
satisfied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 t. stating. "80 far so good. 
We are very optimistic ." 

On the agreement between Aminex and Kobril. a state-controlled 
natural resou rces company set up by North Korea. Hall stressed that 
Aminex plays the role of a bridge. helping North Korea to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 t. He suggested that one of Aminex 's roles is 
similar to a consu lting firm for North Korea 's oil and gas endeavors. 

Hall said the North is keen on setting up international business ties 
for the same reason as many other countries: the high price of 
imported oil. $40 a barrel is a huge burden for any weak economy. 
he added . 

The following is the edited transcript of OhmyNews ' Feb. 2 interview. 

‘ Br ian Hall. Anlinex DLC' s CEO. sl)oke witl' Ohmy~Jews on Feb. 2 in Il is Lond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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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We’ve heard that Aminex PLC is an experienced oil and gas 
company with a proven track record in oilfield operations in diverse areas of the 
world. Would you introduce Aminex PLC to our readers? 

Brian Hall: The company was created in 1991 from a merger of three 
companies over a period of about two years. We then became a London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in 1995. Initially we were in United States and North 
Africa. After that , we worked in Russia for 10 years and two Russian republics. 

In 2002, we went into Africa and we drilled a major well in 2004. At same time 
we have drilled a number of wells in the Texas and have an office there . 

Though we are not a big company. we have worked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ussia , Pakistan . India. Tunisia. and Tanzania . 

Can you tell us your motivation for this North Korea project? 

1 think that the main motivation is a very simple one.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a great potential for oil and gas. We think that it has some potentiall~ 
large reservoirs that have never been developed. 

Basically we hunt for oil and gas in places where we expect to find it and North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ith a lot of potential which has never been 
properly exploited. So . we want to do good exploration work and work with the 
North Koreans -- they have very good techn ical people -- to try and see if we 
can develop an oil and gas industry. 

Is there somebody who introduced the North Korean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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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originally met a North Korean gentleman who was living in Britain for 
few months in order to learn about oil industry. We were introduced quite 
coincidentally -- he was just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international oil 
industry works. That was 1998 , so we ’ve been talking to people from North 
Korea for over six years now. 

I first went there in 2001. which was soon after 
the visit of Madeleine Albright to North Korea 
and about the same time the UK embassy was 
installed in Pyongyang. We didn ’t really make a 
lot of progress in those talks and then we went 
off to do other things. 

Later , we were approached again by the 
contacts we had made. They invited us to come 
back and talk again about the oil and gas 
possibilities. We had already done some work 
on this and we were very interested but 
obviously it was important to us that everything 
had to be righ t. There had to be a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cooperate in the oil and gas 
endeavor. We achieved that and were able to 
sign a good agreement with them. 

@2005 Kim 8.8. 
But 1 have to stress that at this stage it is a cooperation agreemen t. We don't 
have any specific licenses to explore for oil and gas. What we have is an 
agreement which covers the whole country and its off-shore waters to 
cooperate with them in trying to develop the oil industry. We are working now in 
analyzing the data and trying to make sense of which are the most interesting 
areas to work on. in cooperation with our specialists , and then what we hope is 
to do that fairly rapidly. but these things always take some time -- there's a lot 
。f information. 

Have you actually found some prospects? 

We haven't got that far yet. At the moment there are a lot of seismic surveys 
that are being shot all over the country and some wells drilled and we ’re 
working our way through it. We have an idea of which areas are most 
interesting , but we haven't got drillable prospects yet. We expect we will before 
too long. 

00 you have any idea about how much oil North Korea has? 

We have some theories , but it is really too early to put numbers on them. 
Assuming that there is oil and gas -- and I think it is fair to say there is -- and 
assuming that there isn ’t some geological reason that spoils all the theories. 
then you will be 10아이ng at North Korea as being similar to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that are now developing their oil industries quite successfully. You ’d 
be looking at a country with some fairly large accumulations of oil -- not like 
some of the very small United 8tates-type fields . 1 can ’t guarantee that they are 
there. but if there are they should be of a goo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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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hinese media organization said that there are some 60 billion barrels of oil 
in Bohai Bay. Some Koreans suppose that North Korea’s oilfield is part of this 
area . 

. .. The idea that North Korea's oilfield is some part of Bohai Bay is fair to say; 
it's a very prolific producer of oil. There are some very large projects going on 
in Bohai Bay. If you look at a map. the West 8ea of Korea is next door. though 
it's never a guarantee that there is oil there. But it ’s a good sign. 

80 the West 8ea is in an oil-prone area and that is what is important. 1 don ’t 
think anybody in the oil industry has ever doubted this. Historically the politics 
have always been difficult. but I've never heard anybody in the oil industry say 
that there is no oil in North Korea. Most people believe that it’s an interesting 
area. 

We were told that some companies tried to explore North Korea's oil , but they 
pulled out. 

Quite a few companies have been unsuccessful . 1 don 't particularly know why 
they came and wen t. Most companies have a block (of exploration land) . and if 
they are not happy with it. then maybe they don't do any more. 

But we have the right to look over the whole country and so we can select our 
blocks. And 1 think the other thing too is that . as you know. North Korea is 
opening up now. and they also do now really have a need for energy -
whereas maybe five years ago it wasn't so strong -- because now they have to 
pay so much for imported oil. just like you (80uth Korea) do. 

Oil at $40 a barrel is a terrible burden for a weak economy and that applies to 
most countries in the world. 80 they really do have a need for their own oil and 
they seem to have a determination to be a success at their exploration. 

But what they have done with us is to try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us -- and 
us with them -- because they don ’t just need companies coming and doing 
work here and there. They don't have much experience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oil community . We will be working closely with them. almost like 
advisors. and training some of their people in modern technologie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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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ínex has a cooperatíon agreement with the Nortl1 I~orean government for tl1e 

ríght to explore all of the country for oil anrJ gas resources 

@、2005 Kim S.S. 

Could you tell us a Iittle bit more about the contract you have with North Korea? 

I can't really tell you very much but 1 can tell you roughly what it consists of -
since we 've announced this -- that we are being given access to all the 
existing data , which is a lot because it goes back maybe 20 years. 

Our first task is to try to evaluate North Korea's old data: to analyze and 
improve the quality with computers -- exploration technology is computer
based and computer technology improves every month -- so we can apply this 
to data that hasn 't been touched since 1997. 

3econd , our job is to help the North Koreans to work with the data with this 
more up-to-date technology -- most of their training comes from 30viet 
times. And the third thing is that we are helping them to create a suitable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oil companies. 

Finally , we are trying to attract international oil companies to come in and 
explore. That's what we are doing for them. What they are doing for us , in turn , 
is that they are allowing us to have access to the data and to select the 
prospects that we would like to drill ourselves. This is because we are not really 
a consulting company -- that ’s not what we do, we aren 't getting paid by the 
day or anything -- but we are earning the right to spot this block or that block. 
30 we've got sort of first choice and that's the basis for our agreement.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y are very keen to move forward , so if we didn 't 
exercise that privilege they would quickly be very annoyed with us and 1 
wouldn't blame them for 100•<ing to other companies. 

Can you tell me what the 10 percent share and 5 percent net revenu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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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We have the right to explore ourselves. 8ut if we don't explore ourselves. and 
instead attract other companies. then we have the right to 10 percent in any 
other wells drilled. 80 if a foreign company came and drilled wells based on the 
work we have done. then we would have a 10 percent interest in their licenses . 
We'd rather explore by ourselves but a company like us can't explore the whole 
thing -- we only have limited capabilities. 

Another aspect of the 5 percent net revenue interests is that we have agreed to 
exchange shares in Aminex as a way to get a little bit closer to the government 
and the powers that be -- though it is hard to know what the benefits will be 
since the shares in Aminex will go up and down. 80 for the earnings we make. 
if , from our production. we make a million pounds a year. then they would be 
entitled to an interest of 50.000 pounds a year. 8ut this is a long way down the 
road since we are a long way off from finding oil. 8ut this is a way to give them 
some interest in our business. 8ut it's actually secondary to our main 
agreemen t. 

Could these claims by North Korea about having oil be a bogus promise to entice 
foreign investors? 

Why wou ld it be bogus? International oil companies do their own research 
before going in , so it does not work like that. You could lure potential investors 
to the capital city under false pretenses. but you wouldn 't be able to lure the 
companies into investing because they 're going to take a very hard. 
professional and scientific look at the data. 

The problem that the North Koreans have is of making that lin k between 
themselves and the international oi l companies because. as you know , they 've 
isolated themselves . Part of our role. to some extent. is that we are a little 
bridge . helping North Korea to draw up attractive financial terms and a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companies to operate. 

:]::2005 Kim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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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you are not drilling oil wells at the moment? 

No. We are still at the stage of evaluating all the data. and trying to find out 
what has been done in the past. Exploration over a long period is a huge data
gathering exercise. We are very much still doing the desk work at the moment. 

Could you roughly tell us where you expect to find oil? 

Basically. you can divide North Korea geologically into three different areas. 
First. you have the West Sea which is fairly shallow water and is close to and 
similar to Bohai Bay. So that is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area at the 
moment because it' s had the most work done on it in the past and wells have 
been drilled there. 

Then you've got on-Iand -- an area called the Pyongyang Basin , which is also 
interesting. but less work is being done on it. And on the other side you have 
the East Sea. which also looks interesting. The geology 1。이<s more simple than 
the West Sea. but there is much less data so it is not the main priority at this 
stage. After we have gathered the data we may change our minds. but for now 
our main priority is the West Sea. 

Some say that you could have some difficulties when you run your business in 
North Korea because the country is quite different from Western capitalistic 
societies. 

Well. wherever you go it is not easy to go into a new country. Obviously there 
isn ’t an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business in North Korea. but 
according to the speech the ambassador made they are working on creating a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ing environment. 

So we have to assume that that will happen in parallel with the work we are 
doing. Initially our investments aren't that large -- we ’re doing the deskwork -
so we are making the assumption that they will develop as an international 
country at the same time we are working on the oil and gas. If we make a 
negative assumption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then we shouldn't be 
there at all. 

1 think our positive assumption is reasonable because if you look at the 
diplomatic context. 1 think there will be a sensible resolution of all the political 
issues in the region before too long. 

Obviously this is the nature of the business we're in. Oil tends to be found in 
difficult places like the sea. the artic. the mountains or in a country which is not 
used to dealing with the outside world. 

But the thing about North Korea is that though it doesn't have a very good 
framework for dealing in. it's a very safe country to work in. It ’s not like some 
crazy regime where you send people in and they're libel to be shot. It’s very 
controlled and in a funny way that works to our advantage. It may be secretive. 
but it also has good things about i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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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think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Well , that’s a bit out of my leag ue. And that’s a question for Mr. Bush. 
(Iaughter) 

Well , at the moment, the Blair administration backs up Bush, and Bush defines 
the country as part of the "Axis of Evi l." Are you concerned abou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1 remember hearing that "Axis of Evil " speech and thinking that it put North 
Korea in a fairly strange group . But what you have to remember is that (Britain)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Pyongyang. The British ambassador attended the 
signing of our (company's) agreement , so we have that link. 

The British foreign office does not encourage commercial contacts because of 
the nuclear issue. But it certainly doesn't ban them ... No one is telling us "you 
can't go there. " So as a European country , we are not breaking any laws. But 
North Korea is a very challenging and exciting place to be -- it's one we rather 
enJoy. 

One of the things is that we ’ve been personally very well received by the people 
there , a very cordial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They seem to be very happy 
with the work we're doing and we've been very happy with the way we've been 
treated. So far. so good. We are optimistic. We ’re not anticipating any change. 

You have been to Pyongyang several times. How did you find the city and North 
Korea? 

Yes. three or four times. It 's an interesting place. It ’s a lot nicer in the summer 
than the winter. Pyongyang is a very magnificent city. it's got big buildings. big 
roads ... It isn ’t like a Western city covered in advertising. It has no traffic to 
speak of. but that's because they have no oil .... We find it's quite an efficient 
place ... as a business destination it is fine. 

덧플이는글 

Todd Thacker contributed to the reporting of this article . 

때
 뼈
 

$r ” r、
i
ι
”
 

5 
0 떼

 
m 

f 
@ 

% 



인터뷰 내용 요약 B 라이언 홀 사장과의 

(Brian 홀 브라이언 경영자인 plc)사의 애 미 넥 스(Aminex 회사인 석유 영국의 

찾 시추지점을 북한 서해 지역에서 다시 검토하였고， 최근에 지질자료들을 Hall)은 

않았지만， 상당 이루어지지 개발이 아직 북한 지역은 홀 사장은 밝혔다. 있다고 고 

기 대 했다. 2001년부 것으로 。1 -.2.
λλE 기대되는 유망구조들이 

이 회사는 

매장량이 

접촉이 

유/가스 한 양의 

위 한 권 리 (license)를 탐사를 유/가스 아직 。) c:r] 1:-1 
/、Aλλ L 북한쪽과 터 

중이라고 초2.. λ} 
'-'- -, 전 광구에 대한 자료들을 하에 북한의 협조 않지만， 있지는 가지고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성 

그리고， 북한의 서한만 지역은 

석유부존가능성에 대한 강한 기대를 

언급하지 

있었다. 

는
 

자
 

스
 λ 

예상하고 

구체적인 

유전에 버금갈 만한 규모를 

보하이 

밝혔다. 추정 매장량에 대해 

공한 

부인하지 

않았다. 

과거에 북한에 진출한 석유회사들이 별 성과 없이 철수하였지만， 홀 사장은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와 국 

상승과 같은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북한 전 지역을 

연장지역으로 분지의 중국의 

광구를 조사한 후 제유가의 

맺은 구체적인 계 있다. 북한당국과 있도록한 북한과의 협의내용을 깔고 결정할 수 

자료 모
 

이상 된 있는 20년 가지고 북한이 자제하였지만， o-l二l 。
ï:...!.l::1 돋?: 대해서는 약에 

중인 구 계약 하에 진행 분명한 것 같다. 북한과의 가능한 것은 들에 대한 접근이 

체적인 사업에는 획득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로 자료의 첫째，이전에 

。1
끼λ 

J ‘ 
T 할 작업을 기술로 인력들이 선진화된 북한의 있다. 둘째는 향상시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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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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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위한 7-1 이으 
니닙 E 서방석유회사들의 것이다. 셋째는 시키는 교육 도록 

있도 /-. 
T 할 탐사를 서방석유회사들이 참여하여 마지막으로 있다. 도와주고 작업을 

동
 

하면서 필요한 consulting을 밝혔다.북한에게 있다고 하고 노력을 유인하는 로
 
「

가지고 권리를 。1 느二 
끼，A'--

/-. 
T 결정할 것인지를 시추할 지점을 광구에서 어느 시에 어떤 

있다고 덧붙였다. 

할 수도 있지만，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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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넥스사가 직접 밝힌 계약의 다른 부분은 Hall 사장이 

언 

맺었다. Hall 사장 

분지와 인접한 서해 

중에서 동해 지역은 

수 있다고 행사할 

계약을 

권리를 

북한당국에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하이 

육상의 평양분지와 동해 지역을 꼽았다. 

10% 

주기로 

경우 license의 

이자로 

것으로 

할 시추를 

5%를 

/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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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를 끌어들여 

ζ느。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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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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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dreams of oi) - funded security 

Mon Dec 5, 2005 9: 14 AM GMT 

By Emma Graham-Harrison 

BEJj ING (Rcutcrs) - lts capitaJ Pyongyang Jics ncarly dark at night for Jack 

of power, but North Korea could be sitling on enough oiJ to revive its moribund 

economy and fueJ Chinese- style reforms, anaJysts and ge이ogists say. 

Ycars of isoJation, which havc camcd it thc nicknamc "thc Hcrmit Kingdom" , 

mean most of its potentially oiJ - bealing areas are virtually unexplored. And 

where crude has been found aJmost no attempts have been made at commercial 

recovery. 

Estimatcs of how much lics poolcd bclow its soiJ and scas rangc from nothing 

at all to more than the reserves of some members of OPEC. 

With Pyongyang fcuding with Washington ovcr its nuclcar wcapons 

programmes, decades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in oiI expJoitation technology , 

and bareJy abJe to feed its population , chances of firming the figures or 

extracting any oiJ S f:'em slim. 

ßut rcccnt brcakthroughs in taJks aimcd at dismantJing its nuclcar arscnaJ 

offer some hope that sanctions couJd be lifted. This couJd also mean the end of 

an international business cJ imate in which co- operation with Pyongyang can be 

"poJitically poisonous" -- according to one oil man who had worked there. 

Allowing thc rcclusivc rcgimc intcmational hclp in its hunt for crudc could 

also heJp fuel a reform process like the one that transformed Chin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experts say. 

"lf wc want to scc Korca cvolvc from a military dictatorship, as happcncd in 

China, then it is desirable that they be allowed to look for oil," said Selig 

Harrison of the Washington - based Centre for Intemational Policy. 

"Thcrc is no doubt cconomic controls arc Jooscning but that ’s crcating big 

problems for the centraJ govemment, and unless they can... become more 

solvent, the reforms could be economically destabilising," he add벼. 

w 



WHA T IS ACTUALL Y THERE? 

Most gcologists agrcc that if North Korca has sizcablc rcscrvcs thcy arc 

likcly to lic undcr its sca, not onshorc. 

It has claims on thc northcrnmost of thrcc Y cllow Sca basins thought to hold 

oil , and most of its offshore exploration to date has been focused there, despite 

a low - key djspute with China over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countnes. 

Somc gcologists think it could havc dcposits similar to thc rich rcscrvcs in 

China ’ s nearby Bohai ßay while shallow seas make drillÌng relatively easy. 

Onc- third of l t> cxploratory wclls havc shown oil, and Pyongyang may bc 

sitting on information about larger deposits. 

"North Korca has found on thc contincntal shclf of thc Wcst Bay basin an 

area containing :3 billion tonnes cn.~ billion barrels) of oil and gas reserves," Li 

Yandong and 1\10 Jic wrotc in a 2002 issuc of joumal Marinc Gcology Lcttcrs. 

North Korca says thcsc arc rccovcrablc rcscrvcs pinpointcd by its own 

scientists, said a Chinese expert with knowledge of the situation, who decJ ined 

to be named. 

Evcn a morc modcst cstimatc of 1.2 billion ban-c1 s rcportcd by Busuph Park , 

a겐n ex씨‘‘-:1이per끼-t il피n No이)1π띠t낀h Koπrea ’ s 0이이)ffs 

Cαo…msum끼pt디lonπ’ alt띠though some academics say the peninsula has almost no 

commercial oi 1. 

At thc North Korcan cmbassy in ßcijing, an official dismisscd with a laugh 

reports ()f up to ~ billion tonnes 이 reserves and said the country was still 

mvestigating. 

But cvcn if thc YcJ Jow ~ca faiJs to Jivc up to hopcs, thcrc is aJso thc vast 

and almost untouched East Korea Bay, where only two exploratory wells have 

been dlilled and which has been compared geoJogically to Russia ’ s SakhaJi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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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DlSPUTES 

Just as U.S. sanctions havc dctcrrcd Wcstcrn oil majors, acadcmics say thc 

dispute with China - - like many other overlapping claims around Asia - - may 

have scared off others as well as ruling out co- operation with the country ’ s top 

ally. 

"Joint drilling wouJd not bc possibJc as thcy havc a Jot of fcar of thc Chincsc. 

They 、‘länt things Iike rice and fueJ from us -- but not to co- operate," said the 

Chinese source. 

That lcavcs only small. ambitious Wcstcrn firms ~I illing to takc a gambJc on 

drilling through to a fortune in one of Asia ’ s Jast uncharted potential oiJ 

temtones. 

Most of thcm havc Jos t. From thc UK ’ s Lccward PctroJcum in thc latc 1980s 

to Beach PetroJeum and Norwegian services firnl C~lobal Geo Services earlier 

this decade. companies have announced glittering deals only to quietly shelve 

them. 

Thc latcst in thc Jinc- up is Britain ’ s Amincx, which said tightcr global 

supplies, a commitment to building North Korea ’ s oil industry and a large dose 

of paticnce will givc it an cdge. 

"Wc havc invoJvcd thcir !JCoplc and arc training thcm. so wc arc trying to 

build ourselves into the framework of things," Chief Executive Brian Hall told 

Reuters. 

’'Thcy can takc a vcry Jong timc to do things. wc havc quitc a high dcgrcc 0 1' 

frustration sometimes. You have to be prepared to tough it ou t... but the prize is 

worth persever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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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2005.12.5) 기사 천문 요약 로~되 

최근 북한의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질학자나 분석가들은 북한이 경제 

확인된 필요한 충분한 석유 매장량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아직 경제성이 

매장 가능지역이 아직 많다는 점에서 

둠의 왕국 (Hermit Kingdom)" 이라고 부른다. 매장량에 대한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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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추측과 OPEC의 산유국 정도는 될 것이라는 추측 등 다양하다. 핵무기 저장소 

발전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철회될 지도 모른 

사업을 하는 

있었던 최근의 

평양의 협력하에 

폐기를 위한 회담에서 

다는 희망을 어려 것이 정치적으로 이는 있다. lτJ--;-r 
õ-"-'-

를
 

。

π
 

서
 「

석유 관계자) . 어둠의 장막에 의미한다(북한의 분위기가 끝날 것임을 웠던 

도움을 줄 수 있 북한의 개혁에 변화시킨 것처럼 협력은 중국을 찾기 위한 국제적 

독재 중국처럼 해리슨은“북한이 있는 국제 정책 센터의 세릭 것이다. 워싱턴에 
。

E즈 

바람직하 허락하는 것이 λ~ .2..흐르 5.1-투료츠 -, 11 2. ..Ã--1-, 바란다면，그들이 

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만약 북한에 

변화하기를 정권으로부터 

석유 매장지가 있다면， 내륙이 아니라 해양쪽 

석유 불구하고， 분쟁에도 대한 추측한다. 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에 것이라고 일 

지질학자들은 서해분지가 발 

생각한다. 15개의 

왔다. 

되어있을 

며며 
^~’〈서해분지에 집중되어 。1 느二 

λ^'-외해에 탐사는 

해만 근처의 탐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조사 

을
 

처
 

<중국 매장지와 비슷한 퇴적층으로 

사정 가운데 1/3이 유징을 보였고， 북한은 아마 더 

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학자들은 30억 

유/가스 매장량을 가지는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국내 과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회수가능한 매장량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의 

전문가가 전했다. 북한의 해양 개발에 정통한 박부섭(Busuph Park)씨는 훨씬 

분지에서 서한만 “북한은 논문에서 2002년 

배럴)의 톤(약 220억 

대해 에 

대처할 양이다. 그 

말한다 베이징의 

현재의 소비로 100년을 

석유가 거의 없다고 

이는 있다고 보고했고 배럴이 

관련 

작은 12억 

북한 학자들은 북한에는 상업적인 러나 몇몇 

이르는 매장량에 관한 보고를 웃으면서 부인했으며 당국 

희망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사가 미흡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가지는 동한만 분지가 있다. 동한 

대사관 관계자는 90억톤에 

분지에서의 언급했다. 서한만 중이라고 조사 지금 이 

북한에는 아직 

사할린 

섬과 비교되어왔다. 

미국의 제제조치가 서방기업의 진출을 막아왔던 것처럼， 중국과의 분쟁이 다른 기 

업들을 쫓아내고 공조를 어렵게 할 것이다. 중국의 소식통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 

러시아의 지질학적으로 시추되었고 탐사정이 개의 t:: 
T 단지 분지에서는 만 

원하지 우리로부터 쌀과 연료를 조인트 시추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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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co-operate)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의 서방기업들에 

게 아시아의 마지막 미답지인 북한에 운명을 건 도박성 시추를 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에 영국의 리워드사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의 노르워l 이의 GGS 사에 이르 

기까지 이들은 대부분은 실패했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영국계 아미넥스사의 브파 

이언 홀 사장은 로히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상당한 방 

해물이 있다.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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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뉴스〉정치〉북한 

입력 : 2005.12.24 21 :2828’ 

http) Iwww.crwsun.com/poli t ics/ news! 2005 12/2005 12240 145.html 

북 ·중 유전공동개발 ... 산유국 꿈 이뤄지나 

북한과 중국이 24일 üH 상에서 원유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정을 처l 결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원유매장 가능성 정도로만 알려져오던데서 욱한이 산유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 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면담에서 룩한이 

개발중인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호언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묵.중간에 체결된 이번 협정은 앙측의 부종리가 서영주처|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뭔가 있는 컨 아니냐는 관측을 날고 있다. 

중국 최대으| 연해 석유샘산업처|인 중국해앙석유종공사(CNOOC)는 지난 10월 보하이 

(;힘海) 해역에서 새로운 석유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특히 CNOOC는 중국 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보하이 ôH싱유전에서 1994년 1 천만 m' 의 석 

유와 가스를 샘산했으며 이 해역에는 모두 660억 배 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된 컨으로 추 

점되고 있다 

룩한의 산유국의 꿈이 단EEδ| 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듬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보하이의 대륙웅이 보하이와 üH 상으로 연결돼 있는 북한 서한만 해저까지 

뻗어 있어 이꾸에도 상당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컨으로 보고 있다. 

결국 대륙뭉으로 연결된 이 지역 유전을 중국과 욱한이 공동으로 개말해 생산하게 된다 

면 욱한도 산유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각게되는 셈이다. 

앞으로 

나누는 

욱한과 중국은 묵한 영토에 묻힌 원유를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해 이익을 

쪽으로 공동개발을 üH 나갈 컨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고}연 욱한어l 매장된 원유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줬느냐 하는 대목O 

다 . 

북한이 1993년 원유담사종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키고 외자 믿 기술유치에 적극 나 

서면서 스웨덴 타우루스 퍼|트롤러엄， 호주의 비치 퍼|트롤러엄. 캐나다의 칸텍. 프랑스의 

토털， 싱가포르의 사버린 벤처스 등 각국의 석유메이저와 유전개발전문회사들이 침여했 

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영국계 아미믹스가 유일하게 욱한에서 유전개말사업을 멀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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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브라이언 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 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유탐사사업을 OH 우 낙관한다 며 북한에서 채굴할 수 있는 석유매장량을 40억 -50억배 

럴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니 이 회사는 현재 컨소시엄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격적인 사업에 적극 나 

서지 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룩한과 중국이 맨은 협정의 내흥을 정확히 살펴볼 밀요가 있다"면 

서 구처| 적민 입장표명을 피하면서도 ”중국이 협정 을 맨으면서까지 적극성을 보인 컨으 

로 미뤄 나름대로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컨”이라고 말했다. 

(서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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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과 해상유전 공동개발 
옛따른 경협으로 의존성 높아질 가능성 

룩한고} 중국이 해저 유전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묵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을 방문 중인 노두절 룩한 내각 부총리와 쩡 

퍼l 이엔(曾培껏) 중국 국무원 경제，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담에서 해 

저원유 공동 개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도 앙국이 ‘중·조(中 朝) 정부 간 

석유 해상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을 처|결했다고 전했다. 

북·중유전공동개발및 루신혈팡 
(풍국 3재기업 

~‘ 
대안흩씬유리공장 ‘ 환 국 
(종국흑 340억원 4 / 

~ 확 중 유전공동 투잉， 북효뻐 ) 
개발 유력 해상 무상 기증 -~ν~“ 

나힌횡3-4부투 
(풍국기업 
50년간조차) 

-'"’- '.‘-
이번 협정의 구처|적 내횡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공동 개발할 해저 유전의 위치도 알려 

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 개발할 유전의 유력한 우|치로 묵한측 황해를 꼽고 있다. 일부 전 

문가률은 욱한측 동해도 공동 개발 유력지로 거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앙국이 띔전을 

공동 개말한다면 동욱아 군사 전략 면에서 큰 의미를 간는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예젠(좋쨌IJ)은 .. 중국의 유전개말 구역이 동해까지 확대되면 군사 전 

략적 의미를 갇게 된다 .. 며 ”유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공동 순잘 함대를 구성할 
수도 있을 컨，.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 앞서 옥·중은 최근 경제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앙국 간 맨은 무산 절광석 

및 혀|산 구리광석 공동 개발. 나진향 조차， 합작 철도회사 설립， 평앙 제 1 백화접 임대 

등 계약은 모두 최근 1-2년 새 이뤄졌다. 중국은 또 지난 2월 사실상 정부 산하 기관인 

베이징차오화유렌(北京朝華友聯)문화교류공사를 설립. 대욱(對北) 투자를 전담케 했다 

중국 언론들은 ‘·묵한 자원을 공동 개알하면 중국은 부족한 자원을 얻어서 좋고， 욱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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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으로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게 돼 상흐 윈윈 (win win) 게임이 가능하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복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될 컨이란 우려도 곡내에서 제기되고 있 

다 

(여시동기자 sdyeo(항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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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 1.05. 시사저 널 

북한 앞바다에서 대규모 유전 찾았다 
중극이 묵한 서한만 일대 대룩웅에서 매장량 50억-6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을 발견한 후 북한과 은밀히 추진해 

온 원유 공동 개발 협상 과정을 츠적했다 

남문희 전문기자 bulgol@sisapress.com 

중국 정부가 묵한의 남포 앞바다 서한만 일대에 ‘ 50억 

-6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유전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정부 

움직임에 밝은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보하이(郭海)만의 대룩뭉과 이어진 북한 

서한만 해저 지역를 다각도로 담사하던 중， 이 지역에 

경제성이 확실한 대규모 유전이 존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됐다는 것이다 .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이 같은 당 

사를 토대로 작성된 중국 석유부 내부 보고 자료는 이 

유전의 규모와 경제성에 대해 .욱중 앙국이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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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북한 서한만의 원유매장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은 이를 선접하기 위해 지난 1 년간 

치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 12월 24 

일 북한의 로두절 부춤리와 중국 쩡퍼|이엔(曾培갓) 경 

제및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전격 처|결한 ‘해상에서의 

원유개알에 관한 공동협정‘은 이미 수면 하에서 마무 

리된 앙국간 합의의 일단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로-쩡‘ 앙인 명의로 발표된 이날의 험정은 국제 에너지 업계 뿐 아니라 동욱Of 정세에 미묘한 

파장를 일으켰다 그러나 당일 전세계에 타전한 묵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톰신〉 

이 험정 체결 사실 외에 더 이상의 내흔들 밝히지 않아. 다앙한 추론만 난무할 뿐이었다 최근 극 

소수의 소식통들어| 의해 그 L.H 막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서한만 유전 탐사. 소식통들의 얘기 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욱한 서한만 지역에 대한 탑사에 

본격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경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5년 10월 중국 해앙석유충공사 

(CNOOC)는 보하이(후h海)만 üH 역에서 약 660억 배럴 상당의 원유가 매장된 새로운 유전층을 발 

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표 내용만으로는 CNOOC가 이 유전층을 발견한 것이 언제 

인지가 문멍하지 않았다. 얼핏 보면 발표 시점인 2005년 10월로 이 üH 하기 십상이나， 정보 소신 

통에 따르면， 실제 발견 시기는 지난해 10월이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왜 1 년 동안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1 년이 지난 시점에 슬쩍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랬을 

까. 지난 1 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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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안 • 중국의 유전 공동 1뺨 
2005년 월 이후 종국측이 집중적으로 조시흰 것 

으로 앓려진 북한 서힌만 해저 유전 지역은 중국 
보하이만과 대륙웅으로 연결되어 있다. 

빼이정 
@ 

CNOOC가 찾아낸 보하이만 해저 유전 층은 지질학적으로는 중국 최대 유전인 대경유전 (大擾油 

田)과 맥을 같이 하는 곳이다. 혹룡갇성 하얼빈에 위치한 대경유전은 몽골고원과 중극의 동욱 대 

평원을 가르는 대흥안렁산맥 줄기에 위치해 있다. 이 대흥안령 줄기가 보하이만의 대륙웅으로 

연결되면서 그 일대에 해저유전들 길러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CNOOC가 찾아낸 이 

해저 유전 층은 바로 이 대륙붕의 중간 지점. 즉 중국 측 영해 지역에 위치한 것이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대륙웅은 육지에서 해망에 걸쳐 형성된다 당언이 육지 쪽이 높고 

바다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해저유전의 경우 대륙붕을 따라 헝성되기 때문에 중간 지 

대보다는 끝 지역으로 가야 경제성 있는 유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CNOOC 역시 당시 이런 문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극쪽 영해 지역인 대륙뭉 중간의 

해저에서 대규모 운지를 찾아냈으나 경제성이 희박했던 것 이다. 따라서 밀단 부위쪽으로 탐사가 

계속 친행됐고. 거기에서 악 50억 -60억 배럴 상당의 경제성이 높은 유전층을 드디어 찾아내게 

됐다 그런데 곧교롭게도 그 지역은 중국 쪽 영해가 아니라 묵한쪽 영해였던 것이다. 그곳이 바 

로 그동안 서방의 유전 탐사 업체들 01 대규모 üH 저 원유 매장지로 추정해왔던 묵한 서한만 지역， 

바로 남포 앞바다였던 것이다. 

욱한 원유 개말을 둘러싼 그동안의 쟁점들· 묵한 유 

전개발을 둘러싸고 그동안 저|기돼온 쟁점 사항은 몇 

가지로 나눠 몰 수 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가 매장돼 있는가 하는 점과 있다 하더라도 과연 

경제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점이다， 묵한은 지난 50 

년대 소련과 루마니아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유전 

개발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동한만과 서한만. 평앙 

인근 안주문지 등을 대상으로 일 련의 탐사 활동을 계 

속해왔다. 

이 세 지역 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한 퇴적층이 존재하 

는 서한만 지역이 가장 유망한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AP 연합 
2005년 10월 28일 평앙을 전격 방문한 후진 타 
오 즈션과 그를 환영하는 감 정일 위원장(왼 쪽) 

이린 이유로 스워|덴의 타우루스나 지난해 9월 묵한고} 계약을 처|결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아미 

빅스 등 서밤 탐사 업체들이 집중 공략해온 곳도 바로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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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해저유전의 매장량 추정은 일차적으로 그 일대의 지질 구조를 운석해 이루어진다. 즉 원유 

를 생성하는 기반암과 이 원유를 옆에서 막아주는 저류암， 우|에서 덮어주는 덮개암 등 세 가지 

암반층의 규모를 토대로 해저유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지난 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북 

한 유전설명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이때 북한 원유공업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에 의 

하면 서한만 일대의 üH 저 암반층 규모를 토대로 볼 때 최대 430억 배럴 상당의 해저유전이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으론 되어 있다 

430억 배럴이나 최근 중국이 밝힌 660억배럴은 웬만한 중동 산유극 수준에 맞먹는 것이다. 석유 

공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쿠웨이트나 UAE가 각각 990억 배럴과 970억 배럴인데 비해. 

카타르나 오만은 각각 150억 배럴과 50억 배럴에 지 u지 않아， 일부 중동 국가를 능가하기도 한 

다 (1 배럴은 0 ， 136톤) 

따라서 석유업계는 그동안 중국이나 룩한의 주장을 이론적 추정치에 울과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서빙측 업체들에 의해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언론에는 별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도요맨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일본 석유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일련의 분석 작업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회사는 지난 80년대에 서한만 일대 

를 탄성마 탐사 방식으로 조사했던 유럽의 지코라는 회사의 1 차 자료를 가져다 재문석하는 방법 

을 사용했다. 그 결과 서한만의 복.중 접경 지역에서 최소 30억 배럴의 경제성 있는 해저 유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해 9월 묵한 측과 20여 년간의 채 

굴개발권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아미빅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흘 

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2005년 1 월 17일 

자)에서， 약 40억 -50억 배럴의 채굴 가능한 

원유가 북한에 매장돼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 

다 

따라서 지난해 말 이후 중국 측이 북한 서한 

만 일대에 대한 정밀 탐사해 밝혀낸 내용들 

은 그동안 일부 서방 탐사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이 

제 단순한 추정이 Of 닌 현실의 문제로 격상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그툴안 서방 기업들은 기껏해야 해상에서 탄성파를 쏘아 해저 지형 파 

악하는 간접 방식에 의존했던 데 비 üH ‘ 중국은 동일 지층 지역에 대한 풍부한 탐사및 시추 경힘 

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는 접근할 길이 없는 풍부한 비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석유공사 앙슴모 팀장은 “묵한은 중극과 대룩웅으로 연결돼 있고 

기름이 나오는 운지가 비숫해 중국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 

국이아말로 묵한 서한만 유전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더군다나 2004년 말 이미 90%에 가까운 확증을 얻은 이래 2005년 1 년간에 걸쳐 다각적인 조사 

를 거듭해온 결과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신빙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 해도 여전히 추정 매장량에 불과하고.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 

다는 유전개발 분야의 물문율어| 따라 실제 매장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과대 포장하는 경항이 있는데 비해 그동안 서한만 일대는 과소포장하 

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일단 묵한이 50억 배럴 -60억 배럴 규모의 산유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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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접근할 일요가 있을 것 같다. 

긴박했던 지난 1 년의 묵중 교섭: 서한만 일대에 대규모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은 룩한 유전에 대 

한 중국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 그동안 중국은 서한만 유전 개발에 대해 거의 모르 

쇠로 일관했다.80년대 .90년대 이후 서방 담사업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중극 측이 

특별히 나선 흔적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무관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한만 일대는 중국과 대 

륙붕으로 이어져 있어 국경 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왔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석유메이 

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은 가졌으나 쉽게 다가가지 뭇했던 것도 미국의 대묵 경제제재 외에. 이런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다 . 

그러 u 지난해 말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현재 중국은 원유 공급에 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630만 배럴이나， 이중 

국내에서 샘산되는 앙은 3백만 배럴에 물과하다. 나 

머지 330만 배럴은 매일 같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 

다. 이미 국제석유시장에서 중국은 가격을 물문하고 

울랑 확보 전에 뛰어드는 것으로 악멍을 떨치고 있기 

도하다 

중국이 원유 확보 문제에 대해 더흑 초조해 하는 이 

유 중에는 최대 유전인 대경유전과 승리유전이 이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 

캉연합뉴스 
2005년 10헐 8일 평앙 순인공항에 도착한 중극 
의 우 0 ' 브충 2 1 가 묵한의 로드철 내각 브춘리 

(사진 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5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 10주년 되는 해(게 발견된 .크게 경사스럽다 ’ 

는 이름을 갖게 된 대경유전은 그동안 중국 산업의 젖줄이자 하얼빈을 중국 제일의 석유화학기 

지로 육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경유전의 가동 중단은 원유 수급 문제 뿐 아니라 하얼빈 

지역경제의 뭉고j 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12의 대경을 찾으라 .는 게 중국 석유개발업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굴 

한 해저 유전의 경제성은 형편없고， 대신 욱한 쪽 유전의 경제성이 뛰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무 

조건 확보.하는 쪽으로 방항을 잡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절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난 1 년간 묵.중관계를 밀착해 추적해웠던 

정보소식통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러가 있었다 .2004년 연말 중국 공산당 산하 연구소들 

을 주축으로 ·대조선반도 정잭.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자원 확보’라는 말이 늘 1 순위로 늘 떠올 

랐다. 그러나 그 실체가 모호했던 것이다. 

묵 중간 교섭 과정에서 ‘ 자원.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북한의 박몽 

주 충리가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총리를 만났을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자원개발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고만 알려졌지 그 내용이 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8일 

묵한을 방문한 우이 부총리가 중국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룩한의 자원과 인프라 개발에 중국 

정부가 잠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 ·자원 개발‘ 문제가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 

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이 방묵 이후 이어진 후진타오 주석 방묵에서도 자원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당 

시 후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무산칠광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힘으로써. 잠시 관심을 끌기는 

했다. 그러나 무산칠광 개일이 과연 그동안 지속적으로 떠돌던 그 ‘자원개발’ 얘기의 실처|였는지 

는 여전히 의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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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미국이 위펴| 문제를 앞세워 묵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면 유전 공동 

개발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원래 묵중 앙국 

은 6자회담이 타결된 이후어|나 이 사실을 밝힐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위펴|문제를 

앞세워 압박을 가해오자， 이어|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욱.중 앙국의 유전개발 합의 사실을 터뜨렸 

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30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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