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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정부는‘에너지 기본계획(2007년 3월 각의 결정)’
에 입각하여, 범정
부 차원의‘자원확보지침(2008년 3월 28일 각의)’
을 마련하였다. 즉, 자원
확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개발 원조, 정책
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 광물자원의 안정확보 전략과 대응책으로 탐광개발의 추진, 리사이클의
추진, 대체재료의 개발, 희귀금속의 비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① 일본 JOGMEC의 자금 지원 확대, ② JBIC(국제
협력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책 강구, ③ 일본무역보험(NEXI)의 지원 강
화, ④ 자원개발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힘입어, 일본기업도 종합상사를 필두로
하여 아프리카 등을 자원확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강화
하고 있다.
전술한 일본의 자원확보 및 대응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①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외교와 희귀금속 확보에 더욱
노력, ② 자원외교를 경제협력과의 연관하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③ 자원개발의 첨병으로서 종합상사의 활
성화를 통한 역할 강화, ④ 3국 등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자원협력을
강화, ⑤ 일본정부가 자원 확보와 동시에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에도 힘써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8」
처럼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최근 자원·에너지 가격의 앙등과
48

KIET 산업경제

자원 내셔널리즘의 고조로 인해 자원
산출(보유)국에서 자원의 국가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산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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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원의 탐사나 개발권을 해당 국
가나 국가기관(국영기업)이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신흥개도국
등 대형 에너지 수요국가의 등장과
함께 특히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움
직임은 해외자원 확보 경쟁을 촉발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은 에너지·자원의 확보 경쟁에 돌
입하고 있으며, 자원 외교 강화 등 에
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최
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자원확보를 국가적 최우선 과
제 중의 하나로 위치시키면서 자원외
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 11∼20일 간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아제르
바이잔을 순방하면서 자원외교를 펼
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자
원빈국인 일본의 자원확보 및 대응전
략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주

요 해외자원 확보 움직임과 정책적
지원실태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일본정부의 자원획득 관련
지원정책
(1) 일본의 자원확보 지원체제 개관
일본정부는‘에너지 기본계획(2007
1)
에 입각하여 범
년 3월 각의 결정)’
정부 차원의‘자원확보지침(2008년 3
월 28일 각의)’
을 마련하였다. 본 지
침에서 일본정부는 중요한 자원획득
안건2)의 지원책으로 적극적인 자원외
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개발 원
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
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포괄적·호혜적 2
국 간 관계 구축 및 다국 간 외교의
추진 등 활발한 자원외교를 통해 자
원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산출국의 형편에 따른 유연한 대
응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잠재적 자원
산출국에 대해서는 탐광이나 개발안
건 조성을 지원하고, 이미 일본기업의

1) 즉, 에너지기본계획 중에는“일본의 에너지 자원의 안정공급 확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개발권취득 안건, 자원조달 안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포함하는 정부 차원의 지침
으로서 자원확보 지침을 책정하고, ODA,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의 경제협력 수단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고 명기되어 있다.
2) 중요한 자원획득 안건이란 일본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희귀금속
및 기타 광물자원을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탐광 또는 개발에 관계
되는 권익을 취득하는 것, 일본 수요자에 대한 공급에 기여하는 장기공급계약에 관련된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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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자원개발체제의 종합적 강화 프레임워크

자료 :

産業 ,「新

家エネルギ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에는 당해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을
지원하는 등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립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에

<표 1>

略」
, 2006. 5.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한다.
또 일본은 광물자원의 안정확보 전
략과 대응책으로 탐광개발의 추진, 리
사이클의 추진, 대체재료의 개발, 희

일본의 광물자원 안정확보 전략과 대응
주요 내용

탐광개발의 추진
리사이클 추진
대체재료 등의 개발
희귀금속 비축
기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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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 ,“

KIET 산업경제

- 자원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실시
- 기술개발을 통해 일본 내에서 회수되는 사용 후 제품 등에서 얻는
비철금속 회수율 향상 추진
- 희소금속의 사용량 삭감 기술 개발, 희소금속을 대체하는 신재료
개발 추진
- 민관협조에 의한 비축물자의 신속한 보유·매각 실시
- 60일분 비축
- (독)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사업 추진,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통계 확충, 탐광 개발 관련 인력 육성
物資源の安定供給確保施策の槪要について”
,「年次報告書」
, 2007,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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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의 비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경제동우회는 자원에너
지 개발을 위하여 일본도 국부펀드
(SWF)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운영
등 투자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2008년 2
월 말 현재 1조 달러를 넘고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하여 해외의 자원개발
관련 권리를 가진 기업에 대한 자본
참가·매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3)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지원시책 개관
1) 일본 JOGMEC의 자금(리스크 머니)
지원 확대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은 석유공단과 금속광업사
원단을 통합하여 2004년 2월 29일 발
족하였으며,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개발에 대한 출자·융자·채무보증,
기술개발, 정보제공, 자원비축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기관은 자원
개발에 대한 리스크 머니 공급 기능
을 강화하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방
침에 따라 탐광의 경우 출자 한도를
종래의 50%에서 75%로 상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토추상사의 아프

리카 나미비아 남서쪽의 쿠두(Kudu)
해상유전에 대한 탐사비용의 75%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쓰이물산의
미국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를 75%까지 늘리기로 결정하였
다. 동 프로젝트는 미 멕시코만에 위
치한 6개의 심해 탐사광구를 포괄하
며, JOGMEC은 2010년까지 총 7,000
만 달러의 자금을 미쓰이물산의 탐사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을 강구하는
JBIC
일본정부는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
하여 특히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
(NOC : National Oil Company)4)와
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은
일본기업이 관련된 자원개발 프로젝
트에 대하여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
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아람코와
스미토모(住友)화학의 합작사업인 페
트로라비그 프로젝트는 일본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와의 경제관계를 다각화하
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JBIC가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제공을 통
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페

3) ??同友?,「日本の活性化と競?力化に向けて」
, 2008. 3
4)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취급하는 유전가스전의 셰어는 전체 매장량의 10∼15%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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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브라스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이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를 비롯한 설비
리스 등을 통하여 유전개발에 장기간
협력함으로써 브라질이 에너지 수출
국이 되는 데 일본정부가 크게 기여
하였다. 특히 2006년 일본기업이 페트
라브라스와 공동지분을 보유한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JBIC가 융자
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이나 신에너지 분야의 협력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JBIC는 일본기업의 막대한 해외유
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저브드
파이낸스 등 권익담보형의 스트럭처
드 파이낸스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의 자산활용형 파이낸스 기법 등 다
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5)
3) 일본무역보험의 지원 강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무
역보험(NEXI)은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투융자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
방침을 완화하고 있다. 즉, 2006년부
터 리비아, 앙골라 등 38개국의 무역

보험인수를 개시하였고, 볼리비아, 가
나 등 6개국에 대한 인수조건을 완화
하였다.
둘째, 해외투자보험을 대폭 개정하
였다. 2006년 11월부터 투자보험료율
을 30% 인하하고, ‘송금리스크 불보
전형 상품’
을 신설하였다. 자원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등 단기간의 원본매
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송금리스
크 불보전형 상품’
의 경우에는 다시
25%의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전
보다 보험료율을 50% 인하하였다.6)
셋째, 2007년 4월에는 해외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인수나 귄리 취득에
대한‘자원에너지종합보험’
을 개설하
였다(<표 2> 참조). 이는 종전보다 훨
씬 낮은 보험료율로 폭넓은 리스크의
보전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 인수한도를 3,000억 엔에서 1조
엔으로 확대하였다.7)
넷째,‘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
의 경
8)
우 2007년 4월 보험료 인하 를 결정
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동
보험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과 연계
되어 있는 외국 정부나 기업에 대하
여 장기사업자금을 융자한 경우 비상
위험 및 신용위험을 커버하는 목적으
로 제공된다. 이 보험은 자원에너지

5) 前田匡史,“エネルギ-安定供給に向けたJBICの取り組み＂
，「日本貿易月報」
, 2007. 5, pp. 14∼16.
6) 村崎勉, “資源エネルギ-安定供給確保に向けた日本貿易保險の取り組み＂
，「日本貿易月報」
, 2007.
5, pp. 17∼19.
7) NEXI 사이트 http://www.nexi.go.jp/topics-s/ts_080125_frame.html 참조.
8) 예컨대, 비상위험보험료의 경우 A~F의 범위 중의 국가는 기존의 보험료 대비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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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자원에너지종합보험’
의 상품 내용 개요
출자·후순위 론 특약
(해외투자보험·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 특약)

시니어 론 특약
(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 특약)

대상

원칙적으로 선진국 일류은행 내에 에
스클로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안건
(일본금융기관이 일본 사업자에게 제
공하는 시니어론)

본 사업자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생
산 프로젝트의 권리 취득이나 제품거
래를 위한 출자 및 후순위 론

요율

비상요율 : 연 0.25%
신용요율 : 최저 0.05%, 0.15%
→ 종합요율은 종래에 비해 최대
60∼75% 인하

출자분·후순위 론 모두 투자보험료율
을 적용
→ 후순위 론 부분의 보험료는, 종래
의 대체로 50~70% 인하

비상위험부보율 100%(종래 97.5%)
신용위험부보율 100%(종래 최고 95%)

비상위험부보율 100%(종래는 해외투
자보험이 최고 95%, 해외사업자금 대
부보험이 최고 97.5%)

부보율

자료 : NEXI(일본무역보험),「資源エネルギ一合保險の創設について」
, 2007. 2.
http://www.nexi.go.jp/topics-s/ts_080125_frame.html에 의거 작성.
주 : 비상위험은 외환거래 제한·금지, 전쟁, 혁명 내란 등을 의미하고, 신용위험은 대부처의 파산,
3개월 이상의 채무 이행 지체 등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대부금의 회수가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함.

안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자원국
과의 중층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자원보유국의 산업개발
이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보험의 인수중점분야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자원에너
지의 안정적 공급, 관련국의 인프라
정비사업 지원 등9)이다.
4) 자원개발 인력 육성
일본정부(문부성과 경제산업성)

도 자원개발 인력 육성을 위해서
2007년 5월부터 “국제자원개발인력
육성검토회”를 설치하여 인력 육성
의 실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계
가 요구하는 인재상, 자원에 관한
학과·전공 코스를 가진 대학(대학
원)의 교육 방향성, 실행 방안에 대
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8년 3월에는 최종보고서를 발간
하면서 일본정부에 유능한 자원개
발인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 村崎勉,“資源エネルギ-安定供給確保に向けた日本貿易保險の取り組み”
, 「日本貿易 月報」
, 2007.
5,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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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자원확보 실태와
자원외교
(1) 최근 일본의 자원개발에 대한
동향
일본정부는 2006년에 발표한「신국
가에너지전략」10)에서 원유의 자주개
발률을 현재 15%에서 2030년에는
40%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
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서 자원에너지 개발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를 강화하고, 민관이
일체가 된 자원확보체제 구축에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스로 환산할
경우 종합상사가 2위 및 3위의 에너
지 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
본 종합상사는 막강한 정보력과 해
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밸류 체인
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는 것이 자원개발에서 큰 장점이 되
고 있다.11)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사할
린 2 프로젝트, 이란의 아자데간유
전, 카자흐스탄의 카샤간유전, 아제
르바이잔의 ACG유전, 카스피해유전

개발, BTC 파이프라인 등이 있다.
이들도 자원내셔널리즘 등의 대두로
인해 지분이 축소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의 사할린 2 프로젝트는 로얄
더치셸(55%), 미쓰이물산(25%), 미쓰
비시상사(20%)가 출자하여‘사할린에
너지인스트루먼트사’
를 설립하였으나,
2006년에 러시아정부가 환경문제를 이
유로 공사인가를 취소하였다. 협의결과
2006년 12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가즈프롬사가 동사 주식의 50%+1주
를, 로얄더치셸사가 27.5%-1주, 미쓰
이물산이 12.5%, 미쓰비시상사가 10%
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란의 아자데간유전(매장량 260억
배럴)에 대해 일본의 국제석유개발회
사(INPEX)가 2004년 2월에 이란의
국영석유공사(NIOC)와 공동개발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2006년 10월 INPEX
사는 65%의 지분을 NICO의 자회사
에 양도하고 10%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광업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해
외현지 법인 수(2006년, 동양경제신
보사)를 살펴보면12) 오세아니아가 37
개사로 가장 많고, 북미 24개사, 아시
아 20개사, 중남미 16개사, 유럽 15개
사의 순이며, 아프리카는 3개사에 불

10) 신국가에너지전략의 목표는 국민에 신뢰받는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
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 세계의 에너지 문제 극복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1) 前田匡史,“エネルギ-安定供給に向けたJBICの取り組み＂，「日本貿易?月報」
, 2007. 3, p. 16
12) 日本貿易振興機構,「アフリカの ?資源開??況と日本企業の動向」,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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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사례
주요 개발 상황

나이지리아

- 出光興産이 원유조달을 2년 만에 개시(2002년)
- LNG재팬이 LNG 프로젝트 참여 교섭 중

리비아

- 신일본석유개발, 석유자원개발(JAPEX), 제국석유, 국제석유개발(INPEX), 미쓰비
시상사가 6광구의 개발권을 낙찰받음(2005. 10)
- 미쓰이석유개발, 국제석유개발(INPEX)이 석유·천연가스의 개발권 낙찰(2006. 12)
- 제국석유, 석유자원개발(JAPEX), 신일본석유개발社가 사무소 개설(2005년)

앙골라

- 미쓰비시상사는 석유 탐사·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가 취급하는
원유의 절반은 앙골라산(하루 2만 배럴)
- INPEX와 미쓰이석유개발 등이 유전권익 보유

알제리

- 이토추상사, 제국석유가 천연가스전 권익(생산 중) 보유

이집트

- 제국석유가 이집트의 South East July 광구에서 채굴작업 개시(2004. 7)
- 소지쓰( 日)가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위치한 Alamein유전, Yidma유전의 권리
35%를 취득(2006. 8)
- 아라비아석유가 해상광구에서 하루 생산량 4,900배럴의 원유를 발견(2006. 9)
- 미쓰이석유개발사가 원유를 탐사·채굴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누계로 175만 배럴
의 원유를 생산

나미비아

- 미쓰이물산은 석유·천연가스 탐광구 권익을 호주회사로부터 취득(2006. 11)

가봉

- 미쓰비시상사, 유전 권익(생산 중) 보유

콩고

- 제국석유, 유전 권익(생산 중) 보유

적도기니

- 미쓰이물산, 마루베니상사가 LNG프로젝트에 참여, 증설계획 있음(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 미쓰비시상사가 크롬광 채굴을 위해 Hernic Ferrchrome Ltd.에 51% 출자
- 스미토모상사가 철광, 망간 등을 채굴하기 위해 Oresteel Investments Ltd에 29%
지분 투자

마다가스카르

- 스미토모상사가 니켈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에 27.5% 지
분 투자(총 37억 달러, 캐나다 2사 45%, 한국자원개발공사 27.5% 투자)

자료 : みずほ 合硏究所,“原油獲得に向けた日本の アフリカ政策の再考”
,「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
,
2008. 1. 28, 前田匡史, “アフリカにおける資源開 に向けた 略的な取り組みへの指針”
, 「日
本貿易 月報」
, 日本貿易 , 2008. 4, 日本貿易振興機構,「アフリカの
資源開
況と日
本企業の動向」
, 2008 참조.

과13)하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가 자원의 보
고로서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들도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표 3> 참조).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

13) 일본의 해외 광산투자의 선봉에 서 있던 종합상사가 1990년대 후반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프
리카 비즈니스를 축소한 것이 2003∼2004년의 자원개발 확대 붐에 일본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아프리카의 자원광물 수입도 대부분 남아프리카와 남부아
프리카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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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보면 백금은 88%, 망간
82%, 코발트 41%, 금 40%, 바나지
움 32%, 세시움 29%, 알루미늄 26%
등이다.

(2) 최근 일본의 주요 자원외교 추진
실태와 자원협력
1) 일본의 자원외교,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정부도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하
여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2007년
4~5월에 아베 총리가 중동제국을 방
문한 바 있으며, 당시 일본 경단련(게
이단렌)의 대규모 사절단 180명이 수
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특히 석유수입
량의 89%(2006년)를 중동지역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대규
모의 자원외교 사절단의 파견은 자원
확보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어느 정
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하겠다. 또한 아마리(甘利) 경제산업
상은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인 카자
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의 아프리카
진출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
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아프리카

산 자원 획득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새로운 원유공
급원으로서 리비아, 나이지리아를 중
점국가로 지정(경제산업성, 2006년)하
였다. 또 차드, 모리타니에 종합상사
와 석유개발회사 등 7개 기업으로 구
성된 조사단을 파견(2006년 1월)하였
다. 국제협력은행은 리비아,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원개발에 대
한 투자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는 2001년 모
리 총리의 아프리카(남아공, 케냐, 나
이지리아) 순방 이후 계속되었으며,
2003년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집트
를, 2006년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에티
오피아와 가나를, 2007년에는 아베 총
리가 이집트를 방문하였다. 그 밖에
외무대신이나 경제산업대신의 순방이
다수 있었다.14)
일본정부는 해외경제협력회의
(2007. 4)에서 아프리카를 자원의 보
고로서 인식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의 對아프리카 ODA는 1995년에 약
13억 3,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으나 이후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약 6억 6,0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증대로
2005년에는 11억 4,000만 달러로 증대

14) みずほ 合硏究所, “原油現有獲得に向けた日本の アフリカ政策の再考”
, 「みずほ政策インサイ
ト」
, 2008. 1. 28, pp.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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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년 EU의 170
억 달러, 미국의 46억 달러에 비해 크
게 작은 규모이다.15)

<표 4>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주요 자원외교 사례

상대국
GCC

일본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아프리
카 개 발 회 의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

양국 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전문가 공동 태스크포스’설립
에너지에 관한 2국 간 협력 촉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클린 개발 메커니즘(CDM)' 사업촉진
오키나와의 일본정부 원유비축탱크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에 무료 제공하는‘공동
비축 구상’제안

UAE

-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각료급 합동경제 위원회’설치
투자·비즈니스 환경 정비 및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촉진 방안 등
협의

카타르

- 양국 정부간 투자협정 교섭 개시를 위한 비공식 협의 개시

쿠웨이트

- 쿠웨이트만의 정화 프로젝트 등 환경보전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카자흐스탄

- 일본은 우라늄 가공기술 제공,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안전공급
일본무역보험과 카자흐스탄의 원자력공사인 카자톰프롬사가 포괄적 제휴 체결
우라늄광산개발, 우라늄 정광 매매, 일본의 원자로메이커와의 핵연료 공급 계약
체결, 핵연료 가공 분야의 협력
일본 우라늄 총수요량의 30~40%를 획득(종래는 1%에 불과)
- 원자력협정 교섭 개시
카자흐스탄의 경수로 도입 및 첨단 원자력 분야의 협력 추진

우즈베키스탄

- 우라늄이나 희소금속의 자원개발에 양국이 협력
투자협정 체결 등을 위한 환경 정비
-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와 우즈베키스탄의 지질광물
국가자원위원회 간에 우라늄 등 광물 자원협력에 관한 각서 체결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공동탐사, 탐광개발에 일본기업 참여 검토, 광물자원
및 탐사기술 정보교환,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
- JOGMEG과 우즈벡네프치가스사와 석유·천연가스에 관한 분야의 기술협력에 관
한 각서 체결
탐광 및 채굴, 해당 산업의 기술협력, JOGMEC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연수생의
일본내 교육에 합의

자료 : 中島厚志,“活潑化する日本のエネルギ一資源外交",「みずほリサ一チ」
, June 2007과,
,“安部總理大臣·甘利
産業大臣による資源外交について”
, 2007. 5를 참조 작성.

産業

15) 또한 2005년까지 부진하던 일본의 對아프리카 직접투자액(플로우)은 2006년에 9억 달러로 크
게 증가하였으나 동년의 미국의 22억 달러, EU의 317억 달러와 비교하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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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pment)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3
년에는 아프리카 23개국을 포함한 89
개국과 국제기관으로부터 1,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아프리카 개발문제
에 대한 논의를 하여, 아프리카 문제
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6)
또한 금년(5. 28∼30)에는 요코하
마에서 아프리카 51개국을 포함하여
85개국, 74개 국제기관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하여 4차회의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2) 일본의 자원외교는 자원보유국의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 추구
일본의 자원에너지 외교(<표 4> 참
조)는 자원보유국에 어느 정도의 경
제적 이득을 제공할 것인가에 국한하
지 않고,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중시한다. 즉, ODA 등 경제원
조 제공 외에도 자원보유국의 경제발
전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키는 기술협
력이나 산업정책의 노하우 전수도 중
요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보유한
세계 최첨단 수준의 환경기술이나 에
너지 절약형 기술은 자원확보 협상에
서 교섭력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이 원자로 및 핵
연료 사이클 등 높은 수준의 원자력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자원획득 외교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17)

4. 시사점
전술한 일본의 자원확보 및 대응전
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자원
외교의 중시가 필요하며, 희귀금속 확
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
도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획득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 및 자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원유 외에도 비금속광물
의 보고라는 점에서 제조강국인 우리
로서는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희귀금속 등에
대한 안정적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자원외교를 경제협력과의 연
관하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일본은 ODA를 전략적으로

16) みずほ 合硏究所, “原油現有獲得に向けた日本の アフリカ政策の再考”
, 「みずほ政策インサイ
ト」
, 2008. 1. 28, pp. 27∼29.
17) 中島厚志,“活潑化する日本のエネルギ一資源外交",「みずほリサ一チ」
, June 200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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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보유국의 요
구에 맞추는 맞춤형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패키지형
자원협력과 일맥상통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원외교라는 요
란한 구호가 자칫 자원조달 단가를
인상시키는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민·관 관련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자원개발의 첨병으로서 종합
상사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자원확
보 경쟁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합상사가 해외자원개발
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아직 규모나
정보력, 자금력 등의 면에서 일본 종
합상사의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향후 자원 확보 및 개발에서 종합상
사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종합상사
의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넷째, 3국 등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자원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원개발공사는 아프리카의 마다
가스카르에서 추진 중인‘암바토비 니
켈코발트 프로젝트(총 37억 달러)’
에
스미토모상사와 각각 27.5%를 투자하
고 있으며, 캐나다 2개사(45%)가 공
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특징은 한국, 일본 등 희귀비철금속
18) 日本

産業

資源エネルギ一

수요국 간의 협력프로젝트라는 점, 생
산품을 27년 동안 장기간 세계에 공급
할 수 있다는 점, 비철분야의 최대의
투자(21억 달러를 각국 정부계 및 민
간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라는 점, 광
산에서 니켈괴(地 ) 생산까지 일관생
산 체제 구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한·일 자원협력 모델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본종합
상사를 자원개발의 협력파트너로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에너지·자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2006년 5월의 「신국가에
너지 전략」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0% 개선하는「에너지절
약 프론트 런너 계획」
을 제정한 바 있
다. 또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7」
과 이를 수정 보완한「에너지절
약기술전략 2008」
을 제정한 바 있다.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08」
에서는 ①
초연소시스템 기술, ② 시공(時空)을
초월한 에너지 이용기술, ③ 에너지절
약형 정보생활공간 창생(創生) 기술,
④ 선진교통사회 확립기술, ⑤ 차세대
에너지절약형 디바이스기술을 중점기
술로 들고 있으며, 각각의 기술전략맵
을 제시하고 있다.18)
즉, 일본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 エネルギ一技術

略2008について」
,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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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합리화 기술’
을 일본 산
업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산관학, 이종 사업분야, 메이커(제조
사)·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제
휴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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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기술개발단계를 관계자가 공유하도록
기술맵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에너지절약 대책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