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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일본 2015년 에너지 수급 실적 및 에너지 정책 당면 과제

  주요단신

중국 p.35 • 중국, 저품질 석탄 수입 제한을 위한 조치 마련

• 중국 윈난성, 최초 정제설비 정식 가동

• IEA, 중국 석유 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

일본 p.38 • 경제산업성,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대

• 폐로원전 입지 지자체, ‘핵연료세’ 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주요 전력회사, 연료 수입가격 하락 및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요금 인하 계획

러시아 
중앙아시아

p.42 • 러시아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 증가 추세

• 러 에너지부, ’20~22년경까지 LNG 기술･장비 자립화 예정

•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대륙붕 공동 개발 계획

북미 p.46 • 미,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 900개 초과

• 미 버지니아･뉴욕 州지사, 기후변화 대처에 독자적 행보

• 캐나다 연방정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세부 연방정책(안) 발표

중남미 p.51 • 아르헨티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계획 발표

• Petrobras, Amazon 가스전 매각 계획 발표

• ExxonMobil社, 멕시코 석유 하류부문 진출 계획

유럽 p.54 • 스위스, 新에너지정책 패키지법안 국민투표에서 가결

• 영국 총선, 주요 양당의 에너지부문 공약 비교

중동 
아프리카

p.57 • OPEC･非OPEC 산유국, 감산기간 9개월 연장 합의 도출

• 사우디･미국 정상외교, $3,500억 규모의 협약 체결

• 남아공, 고등법원의 위헌판결 수용 및 원자력협력협정 재추진 의지 표명

아시아 
호주

p.61 • 인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국가로 부상 중

• 인도, 자국 기술력으로 원자로 10기 건설 결정

• 스리랑카, 총 700MW 설비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계획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5/19 5/22 5/23 5/24 5/25

Brent

($/bbl)
53.61 53.87 54.15 53.96 51.46

WTI

($/bbl)
50.33 50.73 51.47 51.36 48.90

Dubai

($/bbl)
51.96 52.79 52.31 53.10 52.78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5/19 5/22 5/23 5/24 5/25

천연가스

($/MMBtu)
3.26 3.33 3.22 3.21 3.18

석탄

($/000Metric ton)
75.65 77.10 76.95 76.40 76.30

우라늄

($/lb)
21.75 21.75 20.25 20.00 20.0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7년 증  감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3 97.3 97.8 0.5 1.5

     OECD 46.9 46.7 46.3 -0.4 0.2

     비OECD 50.3 50.6 51.5 0.9 1.2

 세계 석유공급 98.2 97.7 98.3 0.6 1.7

     OPEC 39.0 38.4 38.4 0.0 -0.2

     비OPEC 59.2 59.4 59.9 0.5 1.9

 세계 재고증감 1.0 0.5 0.5 0.0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년 5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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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 △일본 아베 정부의 중국 

견제 및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對러 접근은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자원 공급 잠재력을 바탕으로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시장 개척을 위한 에너지 허브(Energy Hub)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발전시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전통적으로 석유･가스공급을 중동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對아･태평양지역 에너지공급 전략을 환영하고 있음.

▶ 중국은 석유･가스 자원의 공급선 다각화 및 공급량 안정 확보, 육로 에너지 수송루트 확보 차원에서 對러시아 

에너지협력 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상･하류부문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 영토주권 문제 해결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합의하고, 

사할린 등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

▣ 극동지역 경제개발 구상

¡ 러시아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㊀帶㊀路)전략, 일본 

아베 정부의 중국 견제 및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對러 접근은 러시아 극동지역 에

너지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에너지자원의 對유럽 수출을 중시하였으나, 2012년 5월 푸틴 

3기 정부 출범 직후 대외경제 노선을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신동

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2월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21세기 러시아의 진출방향

은 동방지역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로 설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음.1)

¡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자원 공급 잠재력을 바탕으로 극동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시장 개척을 위한 에너지 허브

1) 이의 일환으로 극동지역을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명명하면서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하였음.

“러시아는 2012년 
5월 푸틴 3기 
정부 출범 직후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동방정책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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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Hub)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발전시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기

술･자본력, 향후 석유･가스 수요 창출 잠재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위 동북아 3국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자본력과 석

유가스 생산･정제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더불어 이들 국가는 높은 에너지수입 의존도 및 지리적 근접성, 에너지수요 구조 

특성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전통적으로 석유･가스공급을 중동지역에 크게 의존

하고 있고,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對아･태평양지역 에너지공급 전략을 환영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 간 석유･가스 무역 및 상류부문 협력활동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여 왔음. 이는 러시아 동부지역의 낙후된 수송 인프라가 에너지협력 
애로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자원부존 특성(높은 
에탄･헬륨 함유율 등)으로 서부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비용이 요구되었기 때문임.

▣ 석유･가스 신시장 개발

¡ 러시아는 세계 석유･가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풍부

한 매장량과 탐사･개발･생산･공급 역량으로 세계 석유･가스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의존도 감축 기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석유･가스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 국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

고, 향후 러시아의 최대 석유･가스 신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030년대 초 미국의 소비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 한국, 인도와 함께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입국가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러시아는 對중국 석유･가스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에 새로운 파트너로서 

중국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타국가로부터의 석유･가스 수입을 러시아에

서 생산･공급(중국 지분)하는 석유･가스로 대체토록 유도하고자 함.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기술･자본력, 향후 
석유･가스 수요 
창출 잠재력 등을 
전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및 
러시아 
에너지의존도 
감축 기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석유･가스 
시장 창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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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아･태지역 국가에는 인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4

< 아･태지역 국가의 1차에너지 소비 전망(1990~2035년) >

(단위 : 십억toe, %)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

¡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국가와의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해 동방경제포럼(제1
회, 2015년)을 창설하는 한편,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과 블라디보

스토크 일원 15개 항구를 ‘자유港’으로 지정, 지역발전에 요구되는 외국자본 유

치를 추진하고 있음. 

･ ‘선도개발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특별 토지이용권, 임대료 할인, 
부가가치세･재산세 면제(10년간), 소득세 감면(연방세 면제, 지방세 5% 이하), 
보험료 감면, 외국인 직원채용 절차 간소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극동 ‘선도개발구역’은 제10회 연방의회(2013.12)에서 푸틴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되었고, 정부는 극동지역에 아･태지역 

주요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하고자 프리모리예 지역, 하바로프스크 지역, 사하 

공화국, 아무르州, 캄차카반도 등을 ‘선도개발구역’으로 결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5년 11월 17일 외국자본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도개

발구역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임을 밝힘.2)

‒ 특구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港은 푸틴 대통령이 자

유港 법안(Federal Law on Free Port of Vladivostok)에 서명하고(2015.7.13), 
공식 발효(2015.10.12)됨에 따라 향후 70년간 자유港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

･ 자유港은 블라디보스토크港을 중심으로 국경 간 무역촉진 및 교통인프라 개

2) 인사이트 제15-42호(2015.11.20일자) p.39 참조 

“정부는 
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일원 15개 항구를 
‘자유港’으로 
지정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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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블라디보스

토크港뿐 아니라 연해주 내 여타 15개 주요 도시에 걸쳐 폭넓게 지정되었음.

※ 자유항 특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8일 기한의 통과비자 발급), ▲5년간 

연방 소득세 면제 및 지방 소득세 감면(18%→5%이내), ▲사회보장세 감면

(28%→7.6%),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검역 절차 및 

기술표준 규정 간소화)등의 혜택이 부여됨.

¡ 특히 정부는 Rosneft社가 연해주에 추진 중인 ‘극동석유화학단지’ 일대를 ‘선도개

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Dmitry Medvedev 총리, 2017.2월).3)

‒ ‘극동석유화학단지’는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 15
종 이상)을 생산하여 아･태평양지역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단계 사업은 2020년에 개시할 계획이며, 완료 시 석유 정제설비 규모는 연간 

1,200만 톤에 이를 전망임.

･ 2단계 사업은 2022년, 3단계 사업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3단계까지 

총 정제용량은 연간 2,400만 톤, 석유화학제품 생산용량은 680만 톤으로 계획

되고 있음.

‒ 동부석유화학기업(VNHK; Rosneft社 자회사)이 추진주체로 역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3조 루블(약 2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Rosneft社)와 중국(ChemChina社)은 극동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합

작기업(Rosneft 60%, ChemChina 40%)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2016.9월).

･ Rosneft社의 Igor Sechin 회장은 ‘러･일 에너지협력 컨퍼런스(2015.11월)’에서 

일본 기업들에 극동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참여를 제안한 바 있음.

2. 중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활용 전략

▣ 중국의 對러시아 에너지협력 전략

¡ 중국은 석유･가스 자원의 공급선 다각화 및 공급량 안정 확보, 육로 에너지 수송

루트 확보 차원에서 對러시아 에너지협력 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석유･가스 상･하류부문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㊀帶㊀路)4) 구상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송

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간 에너지 인프라의 상호연계성 제고를 

위해 송유관･가스관 등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역내 전력망 확충

과 개량･개선 작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5)

3) 인사이트 제17-8호(3.13일자) pp.44~45 참조

4)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은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기간(2013.9~10월)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음. 

“정부는 
Rosneft가 추진 
중인‘극동석유화학
단지’ 일대를 
‘선도개발구역’으
로 추가 지정”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를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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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의미함.

‒ 중국은 석유･가스･광산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 자원은 주로 단

일한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다양한 수송라인을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코자 하고 있음.6)

※ 중국은 에너지 국제협력을 ‘일대일로’ 대상국(주로 파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

아, ASEAN 국가, 중동, 유럽 등)7)과의 양자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명시함.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고(2015년 상반기), 
국무원의 승인 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

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 및 행동’을 발표하였음(2015.3.28).

▣ 중국의 對러시아 에너지협력 활동

¡ (러시아産 석유도입) 중국의 러시아産 석유수입은 3,310만 톤(66만b/d, 2014년) 
규모로 지난 15년 동안 20배나 급성장한 데 이어, 2015년에 2014년보다 28.2%나 
대폭 증대되었고,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25% 증가한 5,250만 톤(105만b/d)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6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었던 사우디를 넘어 

처음으로 對중국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되었음.

･ 중국 內 사우디産 원유 비중은 2013년의 19%에서 2015년 15.3%로 하락한 

반면, 러시아産 원유 비중은 2013년 8.8%(4위)에서 2015년 11.9%(2위)로, 2016
년에는 13.8%(1위)까지 높아지는 등 시장 점유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장기 공급계약(2009년, 2013년)을 통해 석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3개 수송노선8)을 활용하고 있음.

‒ (2009년 공급계약 및 수송망):

･ ESPO 송유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500만 톤(30만b/d)의 러시아産 

석유 도입. 러시아에 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Rosneft에 150억 달러, Transneft
에 100억 달러) 제공

‒ (2013년 공급계약 및 수송망):

･ ESPO-1 송유관(중국 지선): 2013년 7월부터 2038년 6월까지(25년간; 5년 연

장할 수 있는 옵션 보유) 총 3억2,030만 톤(26억4,000만 배럴)의 원유 공급

5) 인사이트 제15-6호(2015.5.1일자) pp.3~11 참조 

6) 인사이트 제15-43호(2015.11.27일자) pp.27~36 참조  

7)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에는 러시아･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남아

시아 8개국, 중동 및 유럽 16개국,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5

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8) 러시아의 對중국 원유 공급은 ESPO-1 송유관의 중국 지선(Mohe-Daqing 구간)과 ESPO-2 송유관

의 Kozmino 항구, 카자흐스탄 경유(Atasu-Alashankou 송유관)를 통해 이루어짐.

“2016년 러시아는 
對중국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개 
수송노선을 
활용하여 석유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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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중국 송유관: 2014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5년 연장 

가능) 연간 700만 톤(14만b/d) 원유 공급(카자흐스탄을 통한 스왑방식)

･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 2020년 이후 연간 910만 톤(18만b/d) 원유를 중국

Tianjin 정제공장으로 공급 예정

자료:  Russian Petroleum Investor

< 러시아의 對중국 원유 공급 노선 >

¡ (석유 상류부문 협력)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내에서의 중국･러시아 간 상류부

문 협력은 아직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다양한 협력프로젝트가 추진

되고 있음.

‒ 사할린 3 프로젝트의 Veninsky 광구(Rosneft-Sinopec) 개발: 2005년 Rosneft 
(74.9%)와 Sinopec(25.1%)은 Rosneft의 사할린 3 프로젝트 Veninsky 광구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협력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음. 

‒ Vostok Energy(Rosneft-CNPC) 프로젝트: 2006년 Rosneft와 CNPC는 합작기

업 Vostok Energy(Rosneft 51%, CNPC 49%)를 설립했음. 2007년 Voskok 
Energy는 동시베리아 내 North Irkutsk-Verkhneichersky 광구와 Zapadno- 
Chonsky 광구의 석유･가스 탐사 라이선스를 받았음. 

※ Zapadno-Chonsky 광구는 탐사를 통해 2010년 석유･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였으나, 상업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음. 

‒ Russkoye 및 Yurubcheno-Tokhomskoye 프로젝트(Rosneft-Sinopec): 2015년 9
월 Russkoye(서시베리아) 및 Yurubcheno-Tokhomskoye(동시베리아) 매장지의 

합작개발에 대한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음.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내 
중국･러시아 간 
상류부문 협력은 
상업생산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다양한 
협력프로젝트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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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하류부문 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석유 하류부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Vostok Petrochemicals(Rosneft-CNPC) Tianjin 정제공장: Rosneft(49%)와 

CNPC(51%) 간 합작기업인 Vostok Petrochemicals는 러시아･중국 최초 합작 

정제공장인 Tianjin 정제공장9)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Sibur(Sibur-Sinopec) 프로젝트: 러시아 석유화학 및 가스처리기업인 Sibur는 

중국 Sinopec에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음. 이 중 10%는 13억 3,800만 
달러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10%의 가격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3년 

내 매각 예정임.

‒ VNHK(Rosneft-ChemChina) 프로젝트: 2015년 9월 ChemChina는 Rosneft와 

나호드카에 있는 Rosneft의 VNHK10) 프로젝트의 다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음. 또한, 양사는 Rosneft가 중국 기업의 지분 30%를 매입하기 

위한 heads of agreement도 체결했음.

¡ (가스 도입부문)11) 러시아 Gazprom과 중국 CNPC는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끌어왔던 對중국 PNG 계약(38Bcm/년, 30년간, 동부노선 Power of Siberia12) 
파이프라인 활용)을 체결(2014.5월)하였음.

‒ Gazprom은 동부노선을 통한 가스 공급계약 체결 후 서부노선을 통한 PNG 계
약(30Bcm/년, 30년간, Power of Siberia-2 알타이 가스관 활용)체결을 추진

(MOU, 2014.11월)한 바 있음.

･ 2015년 5월 ‘서부노선을 통한 對중국 가스공급 기본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본 계약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7년 5월 현재까지 

협상만 진행 중임.

‒ 동부노선, 서부노선에 이어 기존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수송

시스템13)을 사용하는 3번째 對중국 PNG 공급 사업이 새롭게 부상되었고, 
2015년 9월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현재까지 협상 중임.

9) 이 정제공장은 원유를 정제한 후 자체 소매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연구 협약은 2010년에 체결되었음. 정제용량은 연간 1,300만 톤(26만b/d)으로 예상되며, 

이중 연간 910만 톤(18만b/d)의 원유가 러시아에서 Kozmino 항구를 통해 Tianjin 항구로 공급될 

것임. Tianjin 정제공장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제

설비는 2020년 완공･가동될 예정임.

10) VNHK는 Rosneft의 자회사인 동부석유화학기업을 일컬음.

11) 러시아와 중국 간 가스부문 협력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 제16-36호(2016.10.7) 

pp.17~32 참조

12) Power of Siberia는 러시아어 원문으로 ‘Sila Sibiri’이며, 이에 혼용되어 불림. Power of 

Siberia 가스관 사업은 총길이 3,246.8km 가스관 건설과 8개의 압축기지(compressor station) 건

설을 포함하며, 총 사업비용이 7,999억 루블로 평가되었음.

13)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수송시스템은 2011년 9월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연간 최

대 30Bcm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음. 

“2014.5월, 러시아 
Gazprom과 중국 
CNPC는 
동부노선을 
활용한 對중국 
PNG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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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Gazprom은 2017년 말까지 CNPC와 위 3번째 對중국 PNG 공급 프로

젝트 기본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017.5.14).14)

‒ 중국 CNPC는 러시아産 LNG(야말-LNG) 구입을 위한 매매계약(향후 20년간 

연간 300만 톤의 LNG)을 2014년 5월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Novatek과 체결하

였음.

¡ (가스 상류부문) 중국 CNPC는 러시아 Novatek의 야말-LNG 지분 20%를 인수

하였으며(2014.1월), 야말 LNG 사업을 통해 연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임.

‒ 러시아 야말-LNG 사업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재원조달(지분투자), 건설장비 제공, 
LNG 운반선 건조, LNG 구매 등 러시아-중국 간 가스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참여(상류부문 포함)하는 협력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음.

‒ CNPC 외에 중국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은 2016년에 야말-LNG 지분 

9.9%를 인수하였음. 

‒ 2016년 4월 중국 China Development Bank는 야말-LNG 사업에 93억 유로를, 
China Eximbank는 98억 위안(13억 유로) 규모의 차관(15년 상환기간)을 제공

하였음.

‒ 중국 CNOOC는 야말-LNG의 액화공정 관련 장비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프로

젝트를 위해 China LNG Shipping과 캐나다 Teekay LNG Partners 간 합작기

업과 일본 MOL과 China Shipping (Group) Company의 합작기업은 6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임.

3.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활용 전략

¡ 일본의 對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평화협정 체결 및 쿠릴반도 4개 섬 반환 문제

와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음.

‒ 일본은 극동지역 사할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對러시아 에너지협력 활동을 

본격화하게 되었으며, 석유･가스 상류부문 진출과 러시아産 석유와 LNG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對러시아 외교･경제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음. 

¡ 양국 정상회담(2016.12월)에서 양국은 영토주권 문제 해결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합의하고, 사할린 등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일 양국은 과거 10여전부터 논의하여왔던 사할린 PNG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을 협의하기 이름.

14) 인사이트 제17-17호(5.22일자) pp.52~53 참조

“일본은 러시아 
영토주권 문제 
해결과 별개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합의하고,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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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의 對러시아 에너지부문 진출에는 영토주권 해결을 위한 외교･경제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PNG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러･일 쿠릴열도 영토분쟁 유래와 전개

¡ 러시아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남쿠릴열도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군도) 영토주권 분쟁으로 외교･경제활동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왔음. 

‒ 남쿠릴열도 4개 섬15)은 종전과 함께 소련에 귀속되었으며, 구소련 해체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음. 

¡ 남쿠릴열도 영토주권은 러시아･일본 통상우호조약(1855년)에 의하여 일본령으로 

배속된 바 있으며, 북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정한바 있음. 이후 양국은 사할린

-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여(1875년) 사할린을 러시아에 귀속하는 대신 일본이 

쿠릴열도 전체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러･일 전쟁 결과 승전국인 일본이 사할린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음(1905년).

‒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얄타회담(1945.2월)에서 일본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지역과 쿠릴열도 양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종전 후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었음. 

※ 쿠릴열도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르프섬과 이투루프섬을 경계로 북쿠릴열도와 남쿠릴열도로 구분됨. 

남쿠릴열도는 이투루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군도로 이루어지고, 

하보마이군도는 다시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자료 : doopedia

< 남쿠릴열도 분쟁 >

15) 일본은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북방영토’ 또는 ‘북방 4도’로 총칭함.

“러시아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남쿠릴열도 
4개 섬의 
영토주권 분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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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48개 연합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러시아는 쿠릴열도 귀속 관련 협정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음. 

‒ 이후 현재까지 러･일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쿠릴열도 영토주권 

문제가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舊소련은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를 일본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제의했었지만(1956년),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제의를 철회하였음(1960년).

▣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영토 분쟁에 대한 입장 및 논의

¡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16)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으며, 남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러시아에 영구 귀속된 

자국 영토로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북방 4도가 일본인이 개척하고 거주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인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이 불법으로 점거하였다는 입장임.

‒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1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2개 섬 ‘선행반환론’
을 제시하였으나, 러시아 측은 이를 거부하였음. 

･ 소･일 공동선언에서 명기한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섬 반환 협상을 하면서 

쿠나시르섬･이투루프섬에 대한 귀속을 병행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일본은 이투루프섬 남부에 국경선을 설정하는 ‘면적등분론’ 등을 제기한 바 있

으나, 러시아 측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왔음.

¡ 러･일 정상회담(2016.12월, 일본 나가토)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쿠릴열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아베 총리도 동 제안을 지지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쿠릴열도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불화의 사과’가 아니며, 반
대로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아베 총리

는 “쿠릴열도를 ‘친선과 공동 거주의 섬’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음.

･ 러시아는 이전 쿠릴열도 거주자였던 일본 시민들이 자유롭게 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사할린과 홋카이도 거주자를 위

한 자유로운 국경 왕래를 제안하였음. 

‒ 양국은 남쿠릴열도에서 보건활동 증진, 인프라 현대화, 건설 부문, 항공편 개설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경제활동’의 프로젝트 연구17)를 위해 2017년 5월 

16)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2016.12월)하기에 앞서 일본 닛폰(Nippon) TV와의 회견

을 통해 ‘러시아는 일본과 어떠한 영토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17) ‘공동경제활동’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조사단을 북방영토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양 정부는 북방영토에 대해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 전제하에 ‘공동경

제활동’ 구상을 이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타진할 계획임.

“2016년 12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동경제활동’ 
구상을 
제안하였고, 
아베총리가 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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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본 연구그룹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양국 정상은 ‘공동경제활동’ 구상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초단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의의를 부여하였으나 영토주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차별적인 입장을 표명

하였음.

･ 러시아 측은 ‘공동경제활동’ 구상이 영토주권에 대한 기존 입장의 재검토를 

의미하지 않으며, 남쿠릴열도 4개 섬 반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판단임. 특
히,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의 ‘공동경제활동’ 구상은 러시아 법에 엄격히 적

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러･일 정상회담(2016.12월) 이후, 일본에서는 ‘공동경제활동’ 구상이 러시아에

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봉착하게 되었음.

･ 일본이 러시아 법 하에서 ‘공동경제활동’ 협력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남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 영토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임. 

･ 또한, ‘공동경제활동’ 구상 하에서 러시아 법에 따라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일본 자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러･일 정상회담(모스크바, 2017.4.27)에서는 양국이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협정 

체결이나 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공동경제활동’ 이익의 비대칭, 
불균형 문제로 큰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본은 여전히 남쿠릴열도 문제를 영토 귀속에 관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반

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토주권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변화 없이 공동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일본이 남쿠릴열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만 논

의하길 원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의 극동지역 경제활동 및 프로젝트(사할린 LNG 프
로젝트 등) 참여를 러시아에 대한 원조나 정치적 동기 및 행보로서가 아닌 순수 

상업적 유인에 의한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결과로서 판단하고 있음.18)

▣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및 도입

¡ (석유 도입) 일본은 2006년 사할린 1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원유를 도입하기 시작하

였으며, 2008년 사할린 2 프로젝트, 2009년 말부터 ESPO를 통한 러시아 석유를 수

입함으로써 일본의 러시아産 석유 의존도는 2001년 1%에서 2014년 약 9%에 도달

하게 되었음. 

‒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를 이어 일본의 4대 공급국이 

18)일본경제 및 정치전문가 Vitaly Shvydko(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MEMO)가 Gazeta지 인터뷰에서 언급함. 

“러･일 정상은 
‘공동경제활동’과 
영토주권 문제 
각각에 대해 
명확히 차별적인 
입장을 표명”

“2017년 4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큰 성과는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러시아는 일본의 
4대 원유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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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러시아 원유 수입은 일본에서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석유 상류부문 참여) 일본은 對러시아 석유 상류부문 협력활동에 일찍부터 참여

하여 왔으며,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에서는 일련의 실적을 거두었음. 

‒ 사할린 1 프로젝트(Rosneft-SODECO): 사할린 1은 1996년 체결된 생산물분배

협정(PSA)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러시아 내 최대 규모의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임. 
상업적 석유 생산은 Chayvo 매장지에서 2005년 10월에 개시되었고, Odoptu 
매장지에서는 2010년 9월에, Arkutun-Dagi 매장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개시

되었음. 

･ 사할린 1 프로젝트의 지분구조는 Exxonmobil 30%, 일본 컨소시엄 SODECO 
30%(일본 경제산업성: 50%; JAPEX, Itochu, Marubeni 등), Rosneft 20%, 인도 

ONGC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할린 2 프로젝트(Gazprom, Mitsui, Mitsubishi): 1994년에 체결된 PSA 하에 

개발되었으며, 석유 생산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1999년에 시작되었음. 
사할린 2는 2013년 이전까지 Vityaz 브랜드 원유를 수출하였고, 2014년부터는 

Sakhalin blend19)로 수출되었음. 

･ 사할린-2 프로젝트의 지분구조는 Gazprom(50%+1), Shell(22.5%-1), 
Mitsui(12.5%), Mitsubishi(10%)로 이루어져 있음. 

‒ INK-JOGMEC 프로젝트: Irkutsk Oil Company(INK)와 JOGMEC은 

INK-Sever(Severo- Mogdinsky 광구) 및 INK-Zapad(Zapadno-Yaraktinsky 및 

Bolshetirsky 광구) 등 2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였음(양사 모두 INK 51%, 
JOGMEC 49% 지분 보유).20)

‒ Magadan 프로젝트(Rosneft-INPEX): 2013년 5월 Rosneft와 INPEX는 오호츠

크해 Magadan 2와 Magadan 3 광구를 탐사하기 위한 합작기업 설립에 대한 협

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당초 최종 합의가 2013년 말까지 서명될 것

으로 예상되었지만, 이후 진전되지 못하였음.

･ Magadan 2-3 광구는 마가단 남부에서 50~150km 떨어진 대륙붕이며, 극동 북

극 지역에 100~200m 수심에 위치해 있음. 2개 광구의 추정 가채자원량이 

113억boe(15억4,000만 톤)에 달하였음. 

‒ 일본 Mitsui는 Rosneft와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설계부

문 협력을 위한 MOU를 2013년에 체결한 바 있음.

19) Sakhalin blend는 사할린 2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와 Gazprom의 사할린 3 프로젝트 Kirinskoye 

콘덴세이트의 혼합유임.

20) INK-Zapad는 2013년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Itochu와 INPEX가 JOGMEC 지분을 각각 

12.6%, 12.4%씩 인수했음. Zapadno-Yaraktinsky 광구 내 Ichyodinskoye 매장지에서의 시범 생

산은 2015년 말에 시작되었음.

“일본은 對러시아 
석유 상류부문 
협력활동에 
일찍이 참여하여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일련의 성과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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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도입) 일본은 현재 러시아에서 상업 생산 중인 유일한 LNG 프로젝트인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량의 80%를 구매하고 있음.

‒ 일본은 2014년 러시아의 전체 LNG 수출량 14.6Bcm 중 12.3Bcm를 수입하였

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장기계약 방식으로 도입하였음. 2014년에 러시아 産 

LNG는 일본 전체 가스 수입량 중 중 9.5%를 차지하였음.

¡ (가스 상류부문 참여) 일본은 러시아 천연가스 상류부문 참여의 일환으로 사할

린-2 LNG 프로젝트에 자본조달과 엔지니어링 부문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 Mitsui와 Mitsubishi는 사할린 2 프로젝트에 지분 12.5%와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Chiyoda Corporation 및 Toyo Engineering Corporation은 
러시아 기업들과 2003년부터 LNG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설비건설에 참여하여 

왔음.

･ JBIC 은행은 LNG 플랜트 건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해상 플랫폼을 위

해 2008년에 상업은행의 신디케이트와 공동 파이낸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37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였음.

･ Nippon Yusen Kaisha(NYK), MOL, Kawasaki Kisen Kaisha(K Line) 등은 각각

의 러시아 파트너들과 사할린-2 프로젝트를 위해 3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

하였음. 

‒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Novatek은 지난 2016년 2월 일본 기업들에 자사의 2번째 

LNG 사업인 ‘북극 LNG’ 사업에 대한 참여(지분 인수, 자금 투자, 기술 제공 등)
를 제안하였음.

･ 이에 2016년 10월 일본 정부가 Novatek의 ‘북극 LNG’ 사업과 Gydan 반도 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자국기업의 참여(지분 인수) 가능성과 북극 LNG 사업에 

대한 JBIC(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자금지원 방안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이미 Tokyo-Mitsubishi, Sumitomo Mitsui, Mizuho 등의 일본 은행들이 

북극 LNG 플랜트 프로젝트 재원조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PNG 사업 구상) 일본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도쿄로 연결되는 PNG 사업 추진

에 최근 다시 주목하고 있음.21)

‒ Japan Pipeline Development and Operation(JPDO)과 Japan Russian Natural 
Gas(JRNG)는 ‘사할린-도쿄 PNG’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라 러시아 

PNG의 對일본 공급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되었음

(Kommersant, 2017.3.22).

21) 인사이트 제17-11호(4.3일자) pp.45~46 참조

“일본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업 
생산 중인 LNG 
프로젝트인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량의 80%를 
구입 중”

“또한, 일본은 
사할린-2 LNG 
프로젝트에서 
자본조달과 
엔지니어링 
부문에 참여”

“최근 일본은 
사할린에서 
도쿄로 연결되는 
PNG 사업 추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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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도쿄 PNG’ 사업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본 Wakkanai항(홋카이도)를 

경유하여, Mutsu-Ogawara市(혼슈 Aomori縣)으로 연결되며, 추후 도쿄灣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 ‘사할린-도쿄 PNG’: 총 길이 1,500km, 수송용량 20Bcm/년(최대 25Bcm/년), 사
업비용 60억 달러, 완료시점 2022년 예정

‒ 러시아-일본 PNG 사업은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정상회

담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일본 PNG 구상은 2016년 10월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일부 의원들

이 일본 정부에 PNG프로젝트(사할린→훗카이도→도쿄만) 검토를 요청한 것에 

기초하고 있음. 

･ 일본은 상기 PNG 프로젝트가 LNG보다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의 LNG 설비 및 장비 구입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일본 측 제안에 기초하여 사할린-홋
카이도 PNG 사업 타당성을 재차 검토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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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5년 에너지 수급 실적 및 에너지 정책 

당면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jyyim@keei.re.kr)

▶ 일본의 2015년 1차에너지 공급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이 중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가 재가동되어 2014년 1차에너지 공급이 0이였던 원자력발전이 

증가하였음. 최종에너지 소비는 활발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하였음.

▶ 에너지 자급률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발전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화석에너지의존도는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수준임. 

▶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절약 촉진 등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어 감소하였음.

▶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기저 전원이었던 원전이 전면 가동 중지 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수립을 위해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2014년 4월 각의결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30년 

에너지 수급 전망과 이에 근거한 에너지 전원 구성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일본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원전을 포함하여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가동된 원전은 3기에 그치는 등 부진함. 이처럼 국내 원전 신･증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원전 수출에 주력해왔으나 해외 원전 사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대두된 불안정한 전력 수급, 전기요금 인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력시스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FIT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태양광발전 편중 도입 및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일본 정부는 FIT제도 

개정을 추진하였음.

1. 2015년 일본 에너지 수급 실적

▣ 1차에너지 공급

¡ 2015년 1차에너지 공급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 등으로 전

년 대비 1.4% 감소한 19,810PJ을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음.

‒ (석유)　2015년 석유(원유･석유제품)의 국내 공급은 전년대비 2.7% 감소하여 

8,113PJ이었음. 국내 수요는 발전용 수요 감소, 가스･전기의 석유 대체, 자동차 

연비 개선, 화물수송 수요 저하 및 효율개선 등에 따른 연료용 수요 감소의 영

향으로 감소하였음.

‒ (석탄) 2015년 석탄(석탄･석탄제품)의 국내 공급은 산업 부문 수요(재고)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5,133PJ을 기록하였음.

‒ (천연가스)　2015년 천연가스의 국내 공급은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4,806PJ을 

“일본의 2015년 
1차에너지 공급은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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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음. 도시가스용이 전년대비 0.7%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증가한 한편,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LNG화력발전소 가동률 하락으로 발전

용이 전년대비 7.6%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 (원자력)　원자력 발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기 점검에 들어가 2013년 10월 

이후는 가동이 전면 중지되었으나 2015년에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가 

재가동되어 79PJ가 되었음.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변화(2005~2015년) >

‒ (수력) 2015년 수력 공급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10PJ을 기록하여 3년 연속 

증가하였음. 발전설비용량이 전년대비 0.9% 증가(5,003만kW)하였으며 발전량

은 전년대비 4.2% 증가(852억kWh)하였음.

‒ (재생에너지) 2015년 재생에너지의 국내 공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970PJ
로 3년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이 중 태양광발전은 전년대비 78.1% 증가하였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석유
8,820

(39.8)

9,082

(42.8)

9,178

(44.1)

8,981

(42.7)

8,335

(41.5)

8,113

(41.0)

석탄
4,982

(22.5)

4,654

(21.9)

4,862

(23.3)

5,278

(25.1)

5,072

(25.2)

5,133

(25.9)

천연가스
4,244

(19.2)

4,937

(23.3)

5,108

(24.5)

5,086

(24.2)

5,063

(25.2)

4,806

(24.3)

원자력
2,465

(11.1)

875

(4.1)

137

(0.7)

80

(0.4)

0

(0.0)

79

(0.4)

수력
703

(3.2)

715

(3.4)

649

(3.1)

671

(3.2)

687

(3.4)

710

(3.6)

재생에너지
944

(4.3)

960

(4.5)

891

(4.3)

916

(4.4)

944

(4.7)

970

(4.9)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일본의 1차에너지 공급 변화(2010~20015년) >

(단위: 10^15J[PJ], %)

“2015년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가 
재가동되어 
원자력 발전에 
따른 
1차에너지공급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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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조 변화 추이(1955~2015년) >

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1955~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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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원자력 LPG 석유 LNG 석탄 수력 합계

발전설비용량

(만kW)

1,550

(6.0)

4,205

(16.2)

252

(1.0)

3,789

(14.6)

7,311

(28.2)

4,006

(15.4)

4,837

(18.6)

25,951

(100.0)

발전량

(억kWh)

414

(4.7)

94

(1.1)

114

(1.3)

685

(7.7)

3,893

(44.0)

2,797

(31.6)

853

(9.6)

8,850

(100.0)

참고 : ()은 발전설비 및 발전량 비중, 단위 %

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2015년) >

▣ 최종에너지 소비

¡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활발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5년 연속으로 감소한 13,548PJ을 기록하였음.

‒ 부문별로는 산업부문 8,598PJ(전년대비 0.9% 감소), 가정부문 1,873PJ(3.3% 감소), 
수송부문 3,077PJ(1.6% 감소)를 기록하였음.

산업 가정 수송 합계

8,598

(63.5)

1,873

(13.8)

3,077

(22.7)

13,548

(100.0)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일본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2015년) > 

(단위: 10^15J[PJ], %)

‒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 1,572PJ(전년대비 2.7% 감소), 전력 3,340(2.3% 감소), 
도시가스 1,059PJ(1.2% 감소), 석유 6,577PJ(0.7% 감소)를 기록하였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재생에너지 합계

1,572

(11.6)

6,577

(48.5)

62

(0.5)

1,059

(7.8)

3,340

(24.7)

939

(6.9)

13,548

(100.0)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일본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2015년) >

(단위: 10^15J[PJ], %)

▣ 에너지 자급률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 (에너지 자급률) 원자력을 국산 에너지로 간주한 경우와 수입으로 간주한 경우 

모두 상승하였음.

‒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가 재가동되어 원자력을 국산으로 간주한 경우 

9.5%(전년대비 0.8%p 증가)임. 원자력을 수입으로 본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증가 등으로 9.1%(0.4%p 증가)임.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활발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기온의 영향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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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4 12.9 8.9 8.7 8.8 9.5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에너지 자급률 추이(2010~2015년) >

(단위: %)

¡ (석유의존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2012년까지 증가해왔으나 그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5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4.7%를 기록하였음.

¡ (화석에너지의존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12년 이후 90% 
이상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 2015년에도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으나 91.6%
로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수준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석유 43.5 45.9 47.2 45.7 44.7 44.7

화석에너지 82.3 88.4 92.3 92.4 92.3 91.6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석유･화석에너지 의존도 추이(2010~2015년) >

(단위: %)

▣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에너지사용에 따른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11억 

4,900만 톤을 기록하였음.

‒ 에너지 절약 촉진 등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어 감소한 것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전환부문 8,000만 톤(전년 대비 6.4% 감소), 가
정부문 1억 7,900만 톤(5.1% 감소), 산업부문 6억 7,700만 톤(3.1% 감소), 수
송부문 2억 1,300만 톤(1.7% 감소)으로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였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39 1,188 1,221 1,235 1,189 1,149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2010~2015년) >

(단위: Mt)

2.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

▣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

¡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기저 전원이었던 원전

이 전면 가동 중지 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수립을 위해 ‘제4차 에너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종에너지 소비 
감소에 더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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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2014년 4월 각의결정하였음.

‒ 원전 전면 가동 중지로 이를 화력발전이 대체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

료가 크게 증가하였음. 제4차 에기본은 이에 따른 에너지 자급률 하락, 전력요

금 상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임.

･ 원전 가동 전면 중단으로 2010년에 62%(LNG 29.3%, 석탄 25%, 석유 6.6%)
였던 화석 연료 비중은 2014년에 88%(LNG 46.2%, 석탄 31.0%, 석유 10.6%)
까지 증가하였음.

･ 전력요금은 2010년과 비교하여 가정용은 약 25%, 산업용은 약 39% 상승하였음.

･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8,300만 톤(일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 증가하였음.

에너지 

자급률

화석연료

비중

전력요금(엔/kWh)
온실가스배출량(Mt)

가정용 산업용

2010 19.9% 62% 20.4 13.6 1,304

2014 6.0% 88% 24.2 17.6 1,364

자료 : 자원에너지청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환경 변화 >

‒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작성된 제4차 에기본에서 제시한 일본 에너지 정

책 기조는 안전성(Safety)을 전제로 한 안정적 에너지공급(Energy Security), 경
제적 효율 향상(Economic Efficiency)을 통한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공급 실현, 
친환경(Environment) 고려(3E+S)로 전환되었음.

‒ 또한 에너지 수급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

하도록 다층적･다각화된 수급구조를 실현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개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 

‒ 일본 정부는 제4차 에기본에 기초하여 ‘에너지자원 안정 확보를 위한 종합정책 

추진’, ‘에너지절약 사회 추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전력시스템 개혁’,  
‘원자력정책 방향 재설정’ 등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세부 정책방향 설정을 논의

하여 왔음.

▣ 장기 전원 개편 계획

¡ 일본 정부는 제4차 에기본에 기초하여 2030년 에너지 수급전망과 이에 근거한 

전원 구성 목표를 제시하였음.

‒ 에너지절약 강화로 경제성장 및 전력화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2013년
(9,666억kWh)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자 함.

･ 연간 1.7%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2030년 전력수요는 11,769억kWh가 전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수립을 
위해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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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됨. 이를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통해 1,961억kWh 낮춘 9,808억kWh
를 목표로 제시하였음.

‒ 2030년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 절약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의 고효율

화 등을 통해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 특징임.

･ 에너지믹스(1차에너지 기준) 석유 30%, 석탄 25%, LNG 18%, LPG 3%, 재생

에너지 13~14%, 원자력 10~11%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원은 

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
로 제시하였음.

･ 기저부하 의존도는 56%, 에너지 자급률은 2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13년 대비 21.9% 감축될 전망임.

3. 에너지정책 당면 과제

▣ 원전 재가동 및 수출 정책

¡ 일본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 목표인 20~22%(2,168억~2,317억kWh)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을 통과한 원전을 중심으로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원전을 포함하여 약 30기 

원전이 가동될 필요가 있음.

‒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7월에 개정된 ‘원자로규제법’에서 원칙

적으로 가동기간 40년이 넘는 노후 원전은 폐로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2030년 가동되는 원전은 약 20기에 불과함. 

‒ 이에 일본 정부는 가동기간 40년이 넘기 전에 규제위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경

우에 한해 최대 60년까지 가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원전 재가동

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내 가동 중이었던 총 42기 원전 가운데 26기(건설 중인 오마원전 포함)가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음.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가동된 원전은 3기
에 불과함(2017.5.9 기준).1)

‒ 新규제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재가동한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는 2015년 
8~10월에 재가동 되었으며,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에 

재가동되었음.

‒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2016년 1~2월에 재가동하였으나 오쓰 

지방법원이 2016년 3월 가동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법판단에 의해 다시 

가동이 중지되었음. 이후 오사카 고등법원이 2017년 3월 가처분 결정을 기각하

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6호, 2017.5.15, pp.41~43

“일본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원전을 
포함하여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8호 2017.5.29

여 다시 가동될 전망임.

‒ 또한, 노후원전인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가 안

전심사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가동기간이 연장되었음. 재가동 시기는 안전대책

공사가 완료되는 2019~2020년이 될 전망임.

¡ 지금까지 재가동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모두 서(西)일본지역의 가압수형

(PWR)원전으로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원전이 많은 동(東)일본지

역에서는 재가동이 전망되는 원전이 여전히 없는 상태로 지역 간 차이가 보임. 

‒ 동일본지역에 입지한 BWR유형의 원전 가운데 안전심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니가타縣)의 경우, 내진성 문제 등으

로 규제위는 자료의 재점검을 명령하여 심사가 늦어지고 있음. 또한, 원전입지

지역 지자체 동의 절차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재가동 상황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개시 센다이원전 1,2호기(PWR), 이카타원전 3호기(PWR) 

재가동 예정 다카하마원전 3,4호기(PWR), 겐카이원전 3,4호기(PWR)

안전 심사 통과 미하마원전 3호기(PWR), 다카하마원전 1,2호기(PWR)

안전 심사(안) 

승인
오이원전 3,4호기(PWR) 

안전성 심사 중 

도카이 제2원전(BWR), 쓰루가원전 2호기(PWR), 도마리원전 

1,2,3호기(PWR), 오나가와원전 2호기(BWR), 히가시도오리원

전 1호기(BWR),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ABWR), 하

마오카원전 3,4호기(BWR), 시카원전 2호기(ABWR), 시마네

원전 2호기(BWR), 오마원전(ABWR, 건설 중)

자료 : JAIF

<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

¡ 한편, 일본 정부는 국내 원전 신･증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전 수출에 주력해왔

으나 해외 원전 사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2)

‒ 베트남은 일본(제2원전)과 러시아(제1원전)가 건설 예정이었던 남동부 Ninh 
Thuan성의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함(2016.11.22). 안전성 등을 재

검토한 결과 건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로 증가하여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해외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원자력회사 Westinghouse社를 인수한 Toshiba
社는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규제로 Vogtle 원전3,4호기

(Georgia州)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와 기자재 비용이 증가하여 Toshiba
의 경영을 압박하게 되어, 결국 Toshiba는 미국 원전사업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

고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함(2017.3.29).

‒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 원전사업은 Hitachi社의 영국 원전 사업

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3호, 2017.4.17, p.32

“일본 정부는 
국내 원전 
신･증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전 수출에 
주력해왔으나 
해외 원전 사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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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일본 정부는 同 프로젝트가 원전 수출 및 원전 관련 기술 유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전력･가스시스템 개혁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졌으며, 전
기요금이 인상되어 발전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기존 전력시스템의 한계

가 대두되었음. 

‒ 이에 재해발생 시 등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수급 조정, 다양한 전원 

활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시스템 관련 개혁 방침(2013.4월)’을 발

표하고 3단계에 걸친 전력시스템개혁 시행계획을 제시하였음. 

･ 제1단계인 광역 계통망 운용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 2015년 

4월 설립되었음.

･ 경쟁 촉진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2단계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는 2016년 4월 실시되었음. 

･ 기존 전력회사의 송･배전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제3단계인 ‘송･배전부문

의 법적 분리’는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임. 

¡ 전력시스템개혁의 제2단계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 지 약 1년이 

경과되었음.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 2017년 3월 31일까지의 지역별 전력계약 

변경 추이를 발표하였음(2017.4.7).

‒ 전력소매시장자유화 대상이 된 총 계약 건수는 6,250만 건으로 이 중 계약 변경 

건수는 총 약343만 건임(약 5.4%). 총 계약 변경의 약 70%를 차지하는 간토･간
사이지역 등 도심부와 영업거점이 적은 기타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 도쿄전력의 주요 공급지역인 간토지역에서의 계약 변경 건수는 약 181만 건

으로 계약 변경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간사이지역이 약 72만 건

으로 그 뒤를 이었음.

홋카이도 간사이 도호쿠 주고쿠 도쿄 시코쿠 주부 규슈 호쿠리쿠 오키나와

164.6

(5)

721.5

(21)

121.8

(4)

40.3
(1)

1,813.8

(52)

32.9

(1)

295.1

(9)

217.3

(6)

20.6

(1)

0.0

(0)

참고 : ()은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각 지역별 비중

자료: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 지역별 전력 계약 변경 추이(~2017.3.31)

(단위 :　천 건, %)

‒ 392개 사의 소매전기사업자들(2017.4.20 기준) 가운데 견조한 추세로 수요가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대두된 
불안정한 전력 
수급, 전기요금 
인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스템개혁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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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은 주요 도시가스회사 등 대도시권에 강한 판매망을 보유한 에너지 대

기업들임.

･ 도쿄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을 내세운 도쿄가스는 약 70만 건의 전력 계약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은 100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오사카가스도 약 30만 건의 계약을 확보하여 2016년 목표인 20만 건을 상회

하였음.

･ JX Nippon Oil & Energy는 약 18만 건, Tonen Generl Sekiyu는 약 5만 건의 

계약을 확보하였음. 양 사는 지난 4월 사업을 통합하고 JXTG Nippon Oil & 
Energy가 되었음.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신전력 사업자 비중 추이(2000~2016년) >

‒ 신전력 사업자들의 전기요금단가(총 전력판매량을 총 판매금액으로 나눈 값)는 

주요 전력회사의 자유요금제와 비교하여 약 5% 저렴함.

･ 주요 전력회사의 자유요금은 약 21.4엔/kWh인 것에 비해 신전력 사업자들의 

자유요금은 20.5엔/kWh임.

‒ 전력도매거래량도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판매전력량

의 약 3%에 불과한 수준임.

¡ 경제산업성은 전력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전력시스템개혁관철을 위한 

정책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해왔으며 신전력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저전원시장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음(2016.12.16).

‒ 현재는 발전 비용이 저렴한 수력,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등 기저전원으로 발전

된 전력 대부분은 수요가에게 판매되고 전력거래시장에 거의 제공되지 않음. 이
에 자사 발전소가 없는 신전력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높은 LNG 및 

석유화력발전 등으로 발전된 전력을 구입하고 있음. 즉, 자유화된 전력소매시장

에서 여전히 주요 전력회사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

“경제산업성은 
전력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기저전원시장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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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10개 주요 전력회사와 J-POWER가 보유하고 있는 수력,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 전력가운데 일정량을 기저전원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전력 사업

자가 저렴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제산업성이 상정하는 의무 

공급량은 신전력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수요의 30%임.

･ 2015년 신전력 사업자의 최대 수요는 약 2,100만kW로 이 중 30%는 630만
kW임.

¡ 한편, 2017년 4월 가스소매시장도 전면 자유화되었으나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

화에 비해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3)

‒ 가스소매시장은 참가 장벽이 높아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 

도시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한 신규 사업자는 12개 사에 그침(2017.5.5 기준). 

･ 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도매거래소가 없으며 LNG기지가 없는 신규 참가자는 

주요 전력회사 등과 계약하여 구입해야 함. 또한, 가정 등에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전용설비로 열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LNG 
조달 비용 및 가스회사에 위탁하는 가스기기 보안 업무 등을 고려하면 도시

가스소매시장 참가 이점이 적을 수 있음.

･ 일본의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은 대도시권 간에도 단절되어 있음. 도시가스 보

급은 가스 배관망이 구축된 지역에 한정되어 보급률이 60%에 그친 상황임.  

‒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가스 공급 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19만 1,923건으

로 총 계약 건수의 0.8%에 불과한 수준임. 

･ 계약 변경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지역은 긴키지역으로 13만 5,651건(총 계약

의 약 70%)임. 주부･호쿠리쿠지역은 2만 8,935건, 홋카이도･도호쿠･주고쿠･
시코쿠지역은 참가 기업이 없어 변경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도쿄전력이 아직 참가하지 않은 간토지역은 1만 9,882건으로 아직 계약 변경

이 활발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발전 도입 확대(FIT제도 개정)

¡ FIT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설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태양광발전 편

중 도입 및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증

가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일본 정부는 FIT제도 개정을 추진하였음. 

‒ FIT도입 이후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의 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29%
에 달하였음.

‒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FIT인가를 받은 설비는 315.2만 건(106.49GW)이며, 

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2호, 2017.4.10, p.36

“가스소매시장도 
전면 
자유화되었으나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비해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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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태양광 발전 설비는 314.9만 건(84.86GW)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동 중인 설비는 254.7만 건(46.7GW)이며, 이 중 태

양광 발전설비는 254.5만 건(34.10GW)에 불과함.

¡ 일본 정부는 FIT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 4월 개정된 FIT제도를 도

입하였음.

‒ 기존 FIT제도에 따르면 우선 인가를 취득한 이후 전력회사에 접속계약(인가 설

비와 전력회사의 송전시설 등과 접속하는 계약)을 신청하는 시스템이었으나, 개
정 FIT제도에서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와의 접속계약 체결이 선행되

어야함.

･ 원칙적으로 2017년 3월 31일까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 인가 권리는 개정된 FIT제도 시행(2017.4.1)에 따라 무효화되었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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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저품질 석탄 수입 제한을 위한 조치 마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해관총서 등 관련 부처는 석탄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석
탄수입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저품질 석탄수입 제한조치(關於嚴格控制劣質煤炭進口有關措

施)’를 마련하고 있음.

‒ 2017년 4월 석탄 및 갈탄의 수입량은 2,479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69만 톤 증가하면서 증

가폭이 31.8%에 달했으며, 2017년 1~4월 누적 수입량은 8,949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3.2% 증가함. 

･ 2016년 무연탄의 누적 수입량 9,765만 톤으로 동기대비 1,444만 톤(17.35%) 증가하였으며, 
갈탄의 누적 수입량은 7,218만 톤으로 동기대비 2,392만 톤(49.56%)증가하였음. 

‒ NDRC는 ‘저품질 석탄수입 제한조치’를 통해 석탄 수입을 동기대비 5~10%(매월 수입량 약 

1,500만 톤) 감소할 것을 요구하고, 석탄 시장가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서 톤당 570위안까

지 하락시킬 계획임.

※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저품질 석탄 수입제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

며(2017.5.10), NDRC도 ‘2017년 석탄과잉 생산 해소 실시방안(2017年煤炭去产能实施方案)’

을 통해 저품질 석탄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5.12).

‒ 해관총서는 화넝그룹(華能集團), 다탕그룹(大唐集團) 등 전력 기업들을 소집하여 석탄 수입 

제한 및 관리감독 강화, 수입량 감축 등을 요구하였으며, 수입량을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

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생산능력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석탄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석탄 수입 제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양회(兩會, 2017.3.2~3.15)기간에 산시성 대표단은 석탄 수입 규모를 축소하는 건의안을 제출

하였으며, 건의안을 통해 대외관계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저품질의 석탄 수입을 감소

시키고 자국 청정석탄의 사용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음.

･ 중국의 갈탄 수입량은 전체 석탄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탄 등 저품질 석탄의 수

입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석탄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

고 있음.

‒ 석탄 기업들도 석탄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석탄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석탄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석탄 수입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中国太原煤炭交易中心, 2017.5.11; 證券日報, 2017.5.18)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8호 2017.5.29

▣ 중국 윈난성, 최초 정제설비 정식 가동

¡ 중국 국영 석유기업 CNPC는 윈난성(雲南省) 정제설비 확충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 단계에 들

어갔다고 밝힘(2017.5.6). 

‒ 동 프로젝트는 중국 남방지역의 중점 정유설비 건설 프로젝트로서 중-미얀마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게 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1,300만 톤에 달함. 

※ 중국･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2017년 4월 10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으며, 동 송유관은 

미얀마 서해 지역에 위치한 마데섬(Maday Island)에서 시작하여 중국 윈난성으로 연결됨(인

사이트 제 17-14호(2017.4.24일자) p.20 참조).

･ CNPC는 윈난성의 석유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및 중·미얀마 송유관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유 

소비를 위해,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 윈난성 화학공업 기업 

윈텐화그룹(云天化集团)과 공동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1,000만 톤에 달하는 정제설비를 건

설할 계획임을 밝혔음.

･ 2013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승인을 받아 윈난성 쿤밍시(昆明市)에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당초 생산능력은 연간 1,000만 톤이었으나 2015년 4월 국가환경보호부의 승

인을 거쳐 같은 해 6월, 1,300만 톤까지 확대하였음. 

‒ 윈난성은 지리적 조건 및 석유･가스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북방 지역의 석유를 공급 받아서 

省내의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하여 왔음.

･ 중국의 원유 생산지는 주로 동북, 서북, 화북 지역에, 대규모 정유기업은 동북, 서북,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동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면서 윈난성 內 석유제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촨(四川),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광시(廣西) 등 서남지역 전체까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중위쯔쉰(中宇資訊)의 석유분석가 장용하오(張永浩)는 동 프로젝트가 서남 지역 전체에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서남 지역에는 동 프로젝트 가동으로 총 3개의 대규모 정제설비를 갖추게 되며(쓰촨성 

펑저우시(彭州市), 광시성 친저우시(欽州市)에 위치해 있음), 생산능력은 3,900만 톤에 달함.

‒ 한편 윈난성 정제설비 가동으로 대량의 석유제품이 공급됨에 따라 서남 지역의 석유제품 유통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界面新聞, 2017.5.15)

▣ IEA, 중국 석유 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

¡ IEA는 ‘2017년 석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중국 석유 시장의 수급현황에 대해 분석･
예측함(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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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는 중국의 2011~2015년 석유수급 변화를 분석하였음. 

･ 휘발유 : 자동차 구매세 50% 감면 혜택 종료, 신에너지 자동차 확대 등으로 휘발유 자동차

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휘발유 수요 감소가 유발됨.

･ 등유 : 2011~2015년 등유 수요량의 연간 증가폭은 11%이었으며, 2015년에는 19%로 최고치

에 도달하면서 석유 소비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고속철도 등 전기 에

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에는 증가폭이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 항공 산업 발전 등으로 석유수요 변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도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항공 교통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원유 수입량은 3,895만 톤으로 동기대

비 19.44% 증가하였으며, 대외의존도는 69%로 2016년 대비 3%p 증가하였음.

¡ 향후 5년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는 원유순수입량이 950만b/d
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원유 생산량은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이며, 2022년에는 석유 

생산량이 380만b/d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2016년 대비 20만b/d 감소).

･ CNPC과 Sinopec은 2017년 국내 원유 생산량을 각각 200만b/d(2016년 209만b/d), 6만b/d까지 

각각 축소할 계획이며, CNOOC는 원유 생산량 목표를 5%까지 감소시킬 계획임을 밝혔음.

‒ 석유 수요량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연간 2.4%의 속도로 증가하여 180만b/d가 증가할 것

이며, 2022년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석유 소비국이자 최대 순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

망함.

(界面新聞,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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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경제산업성,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대

¡ 도쿄전력은 자사의 화력･원자력･송･배전부문 재편･통합 내용을 수록한 경영계획(~2026년)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 ‘新新종합특별사업계획’으로 명명된 경영계획은 도쿄전력과 도쿄전력의 대주주인 ‘원자력 손

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가 수립하여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였음(2017.5.11). 

‒ 경제산업성은 원자력 및 송･배전부문의 개편내용에 기초하여 同 계획을 허가하였음(2017.5.18).

･ 경영계획은 2020년대에 원자력 및 송･배전부문에서 타사와의 재편 및 통합을 주요 내용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중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 도쿄전력은 건설 중단된 히가시도오리원전(아오모리縣)의 지속 추진 여부를 타사와 제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가장 유력한 제휴대상 발전사는 도호쿠전력임. 

･ 송･배전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기타 전력회사와 공동사업체를 구축하여 일괄 운영을 통해 비

용을 감축하고 해외 진출도 진행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존 전력공급시스템 개혁요구에 직면한 바 있으며, 대규모 

재해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 인구감소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것

이 필요하다 판단함. 

･ 경제산업성은 원전설비 개･보수, 폐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부문을 1~2개 회사로 재편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송･배전부문 또한 인구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낙후된 설비의 보수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임. 

¡ 다만 도쿄전력 이외의 기타 전력회사는 전력산업 재편에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산업성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전력회사는 원자력 및 송･배전부문은 지역독점을 통한 안정된 수익이 창출 가능한 주요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음. 

(毎日新聞,2017.5.11; 日本経済新聞,2017.5.11,19)

▣ 폐로원전 입지 지자체, ‘핵연료세’ 연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폐로 원전을 보유한 4개縣(후쿠이縣, 시마네縣, 사가縣, 아이치縣)들은 조례를 개정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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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소요되는 폐로작업 기간 중에도 과세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여 총무성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음.

‒ ‘핵연료세’는 원전 입지 지자체가 독자적인 조례에 의거하여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세로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원자로에 삽입된 연료봉 금액, 원자로 열출력 규모 등에 과세함.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로 지자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동이 중지된 원전에도 원자로 열출력 규모에 대해 과세해 왔음.

･ 한편, 규제위가 원전 폐로를 인가하면 더 이상 과세가 불가하여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폐로 원전 보유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임. 

‒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폐로조치계획’을 인가한 원자로는 JAPC의 쓰루가원전 1호
기(후쿠이縣), 간사이전력의 미하마원전 1,2호기(후쿠이縣), 주고쿠전력의 시마네원전 1호기

(시마네縣),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1호기(사가縣)임. 또한, 시코쿠전력은 이카타원전 1호기

(아이치縣)에 대한 폐로계획을 규제위에 신청한 상태임(2016.12.26).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노후화로 폐로가 결정된 JAPC의 도카이원전 및 주부전력의 하마

오카 1,2호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후쿠이縣은 “가동과 폐로는 동일하다”며 약 30년이 소요되는 폐로 작업 중에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縣 내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담은 조례를 가결하였으며(2016.6.24), 총무성은 이에 동의하였음(2016.10.28).

‒ 사가縣은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에 대해 규슈전력이 지불하고 있는 핵연료세를 규정한 조례

를 개정하였음(2017.3.22). 이에 同 원전 폐로 작업 중에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후에는 약 1억5천만 엔 세수를 전망하고 있음. 

‒ 시마네縣은 주고쿠전력의 시마네원전 1호기에 대해 폐로 작업 중에도 핵연료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2017.3.15). 

‒ 아이치縣은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 1호기에 대해 폐로 작업 중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례를 연내 개정하여 총무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임. 

･ 아이치縣의 2016년 핵연료세 수입은 14억 6,300만 엔으로 이 중 가동 중지 중인 이카타원

전 1호기의 핵연료세 수입은 2억 6,400만 엔임. 아이치縣은 폐로 원전에 대한 과세에 대해 

가동 원전에 부과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로 과세할 것을 검토 중으로 세수입은 연간 1억~2
억이 될 전망임. 

¡ 한편, 폐로원전에 대한 과세는 원전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호재이나 전력회사의 비용 

증가를 유발, 전기요금 인상이 초래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음. 

‒ 규제위는 원전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연간 1~2기 원전이 폐로 

될 것으로 전망됨. 

‒ 폐로작업 기간 중 부담되는 세금은 가동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나 폐로작업 기간이 길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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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전력회사는 증가된 폐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것으

로 전망됨. 

(총무성 홈페이지; 産経新聞,2017.3.23; 日本経済新聞,2016.6.25,2017.3.15,5.23)

▣ 주요 전력회사, 연료 수입가격 하락 및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요금 인하 계획

¡ 일본의 6개 주요 전력회사는 석유･석탄 등 연료 수입가격 하락 및 원전 재가동으로 2017년 7
월부터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인하됨으

로 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 발전사들(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은 

2017년 2~4월 석유･석탄 등 연료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7월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하였음. 

･ 전기요금은 총 원가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연료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됨(연료비조

정제도).

‒ 일반 가정(260kWh/월)을 기준으로 6월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5~25엔/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 오키나와전력은 인하폭이 가장 큰 전력회사로 6월 전기요금에서 약 23엔/월 인하될 것이며, 
이어 홋카이도전력 약 19엔/월, 호쿠리쿠전력 약 16엔/월, 시코쿠전력 약 15엔/월, 주고쿠전

력 약 13엔/월, 간사이전력 약 6엔/월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임. 

       

< 전력회사별 6월 전기요금 >

(단위:엔/월)

홋카이도 호쿠리쿠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오키나와

7,266 6,428 6,896 6,684 6,751 7,225

참고 : 홋카이도전력 기준은 230kWh/월이며, 나머지 전력회사 기준은 260kWh/월임.

자료 : 각 전력회사 홈페이지

‒ 반면, 2017년 2~4월 LNG 수입 가격은 상승하였음. 이에 가스화력 발전비중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도쿄전력(2015년 발전량 기준 LNG 비중 64.3%)은 6월 전기요금인 6,656엔/월보다 약 5엔/월, 
주부전력(同 60.8%)은 6월(6,377엔/월)보다 약 13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260kWh/월 기준). 

‒ 한편, 간사이전력의 경우, 다카하마원전 4호기가 약 1년 3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으

며, 6월에 상업 가동할 것임. 또한, 同 원전 3호기는 6월에 재가동될 계획임.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으로 연간 약 840억 엔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약 3% 전력요금 인하를 검토 중임.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 원전 비중이 높았던 간사이전력은(2010년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 

51%) 사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이것이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이후 기

존 소비자들이 오사카가스를 중심으로 한 신전력 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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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전력의 요금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오사카가스도 요금 인하 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된 도시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등으로 소비자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됨. 

¡ 한편,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 지구온난

화대책세 도입 등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하였음.

‒ 전기요금을 인상한 7개 주요 전력회사의 평균 전기요금은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1
년 3월과 2016년 3월을 비교하면 약 12~24% 증가하였음. 

･ 요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홋카이도전력으로 일반 가정(260kWh/월)을 기준으로 2011
년 3월 6,203엔/월이었던 요금이 2016년 3월에는 7,713엔/월이 되었음(약 24.3% 상승). 

･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은 사용량 300kWh/월인 가정을 기준으로 2011년 3월에는 6,400엔/월
이었으나 2016년 3월에는 7,812엔/월로 인상되었음(약 22.1% 상승). 

･ 이외에 도쿄전력 17.0%, 도호쿠전력 15.3%, 규슈전력 12.9%, 주부전력 12.7%, 시코쿠전력 

12.4% 순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 

･ 전기요금을 인상한 7개사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배상비용에 충당하는 일반부담금도 전기요금

에 가산하고 있음. 

(각 전력회사 홈페이지;山陽新聞,2017.5.22;時事通信,2017.3.18;日本経済新聞,2017.5.17,5.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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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 증가 추세

¡ 러시아가 2016년에 중국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5,250만 톤(105만b/d)의 원유를 수출하면

서 처음으로 사우디를 넘어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된 것에 이어, 2017년 1분기에도 러시

아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12%나 증대되었음(Rosneft社 발표, 2017.5.16).

‒ 러시아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은 2015년에도 2014년보다 28.2%나 대폭 증대된 바 있으며, 앞
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중국의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13.6%(4,552만 톤) 증가한 3억8,100만 톤을 기록하였

는데, 이중 러시아産 원유의 비중은 거의 14%를 차지하였음.

･ 전통적으로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었던 사우디는 2016년에 5,100만 톤(102만b/d)의 원유

를 수출하면서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는 4,370만 톤(87.5만b/d)을 수출한 앙골라가 차지하였음.

･ 중국 內 사우디産 원유 비중은 2013년의 19%에서 2015년 15.3%로 하락한 반면, 러시아産 

원유 비중은 2013년 8.8%(4위)에서 2015년 11.9%(2위)로, 2016년에는 13.8%(1위)까지 높아지

는 등 시장 점유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자료: Wall Street Journal; 중국 해관총서

< 중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량 추이(2010~2014년) >

(단위 : 백만 톤)

¡ 또한, 러시아 정부의 對서방 에너지 수출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신
동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2016년 러시아 원유수출 중 중국 비중은 20.6%를 달성

했으며, 이는 2015년의 17.5%에서 3.1%p나 증가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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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러시아 원유의 對중국 수출량인 5,250만 톤 중, Rosneft의 공급량은 3,450만 톤

(65.7%)을 기록하였고, 이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대된 물량임. 

･ Rosneft의 對중국 공급량 중 80%가 중국 CNPC에 공급되었으며, 양사 간 원유 거래는 주로 

2009년과 2013년에 체결된 장기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러시아의 對중국 원유 공급은 ESPO-1 송유관의 중국 지선(Mohe-Daqing 구간)과 ESPO-2 송
유관의 Kozmino 항구, 카자흐스탄 경유(Atasu-Alashankou 송유관)를 통해 이루어짐.

※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對중국 수출을 위해 ESPO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2004년에 결정하고, 이르쿠츠크州 Taishet에서 아무르州 Skovorodino(ESPO-1) 구간과 Skovorodino에

서 극동 태평양 연안의 Kozmino 항구(ESPO-2) 구간을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완공하였음.

‒ Skovorodino-Mohe-Daqing 송유관(2011.1.1일 개통)의 초기 수송용량은 연간 1,500만 톤이었

지만, 2013년 Rosneft와 CNPC가 수송용량을 최대 3,000만 톤까지 증대시키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NPC는 현재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 Petrochina(CNPC의 자회사)는 2017년에 해당 송유관 확충 사업을 포함한 러시아-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222억 위안(32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 가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7.3.30).

‒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 20일 기준 ESPO 송유관의 중국 지선

인 Skovorodino-Mohe-Daqing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 원유의 對중국 누적 공급물량이 1억 톤

을 달성했음.

(Kommersant; Neftegaz, 2017.5.17; Energyland, 2017.5.18; RIA, 2017.5.20)

▣ 러 에너지부, ’20~22년경까지 LNG 기술･장비 자립화 예정

¡ 러시아 에너지부는 2014년 서방의 對러 제재 이후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
입대체 프로그램’ 일환으로, 향후 2020~2022년경 LNG 생산 관련 기술･장비의 자립화를 이룩

할 것이라고 에너지부 Kirill Molotsov 차관이 밝힘(2017.5.16).

※ 수입대체 프로그램은 러시아 석유･가스부문에서의 외국산 기술･장비 의존도를 감축시켜 기술자

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핵심 정책과제임.

‒ 이전에 에너지부 Kirill Molotsov 차관은 세계 LNG 시장 내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대하길 

원하며, 2015년 LNG 수출량이 연간 1,080만 톤이었지만 2035년경 7,000만 톤을 수출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음(2016.7월).

･ LNG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관련 주요 기술･장비(극저온 열교환기

(cryogenic heat exchangers), 대용량 압축기･펌프･LNG 수송 탱크 등)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라

고 주장한 바 있음.

‒ 앞으로 2020년경에는 특정 LNG 생산부문 장비 교체를 서둘러 외국산 극저온 장비 비중을 

50%에서 40%까지, 승압 압축기 설비 비중을 60%에서 45%까지, LNG 생산설비 비중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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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5%까지 낮출 계획임.

‒ 2018~2020년 사이에는 주요 열교환기와 LNG 저장 및 수송장비(튜브형 극저온 열교환기, 극
저온 수송탱크, 극저온 펌핑 장비, LNG 수송을 위한 극저온 가요성 파이프, LNG 수송을 위한 

진공단열 극저온 파이프라인 등) 생산에 대한 러시아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임. 

‒ 또한,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2035년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mixed refrigerant와 함께 자국산 기술에 기반을 둔 첫 번째 LNG 
생산설비의 상업 운영이 시작될 예정임.

‒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LNG 기술･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하기 위해 Shell 및 독일 Linde
社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민간가스기업 Novatek 역시 LNG 부문에서 외국 선진기술 및 장비

의 러시아 현지 생산을 위한 협력을 증대시키는 등 수입대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국 및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기술･장비 부문에서는 심해시추, 북극 에너지개발, 셰일자

원 탐사에 필요한 장비･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기업 협력 상대 기업 협력 분야 및 내용

민간가스기업

Novatek

Saipem(이탈리아) (장비생산 현지화) 장비생산 현지화에 대한 전략적 협정 체결

General Electric(미국)

(야말 LNG 사업) 향후 25년간 기상조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서의 선진공학 기술과 자료 모니터링 및 처리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장비의 안전 운전 서비스 제공 합의 

Linde AG(독일) (LNG 사업) 기술･장비 생산의 현지화 협력

주 : 2016년 6월 16~18일 개최된 ‘2016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경제포럼’에서 추진된 협력사업임.

자료 : 기사 토대로 저자 작성

< 러시아 Novatek社와 외국기업 간 LNG 기술･장비부문 협력사업 추진 내역 >

  

¡ 또한, 에너지부 Kirill Molotsov 차관은 현재 석유정제부문에서도 수입대체 프로그램이 효과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 석유정제부문 수입산 촉매제 비중이 2년 전에 62.5%에 달하였으나, 금년에는 37%까지 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영석유기업 Rosneft는 촉매재생(catalyst regeneration) 설비가동을 개시하였고, 2018년에는 

신규 개질･이성질화용 촉매생산 설비를 석유화학기업 Angarskaya(Rosneft의 자회사)에 건설

할 계획임.

(Neftegaz; Kommersant; Teknoblog, 2017.5.16; Sever-press, 2017.5.21)

▣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대륙붕 공동 개발 계획

¡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Uzbekneftegaz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기업 Turkmenneft는 카스피해 투

르크메니스탄 영해 대륙붕 공동 탐사･개발부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2017.5.20)하였으

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처음으로 해외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진출한 사례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Gurbanguly Berdymukhammedov 대통령 취임 이후 카스피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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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상광구개발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2017.5.19~20)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부문 협력 증대와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일환으로 위 양해각서도 서명된 것임. 

‒ 양사는 생산물분배협정(PSA) 방식으로 카스피해 대륙붕에서 탄화수소 자원을 생산할 계획이

며, 생산된 원유를 양국의 정제설비로 공급할 계획임.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는 자국 정유설비의 원유 확보를 위한 

것임.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內 매장지 고갈 및 석유 및 가스콘덴세이트의 생산량의 급격

한 감소로 인해 정유공장 가동률이 60% 정도에 그치는 상황임.

･ 우즈베키스탄에는 Ferghana, Alty-Arik, Bukhara 등 3개의 정유공장(총 정제용량 연간 1,120
만 톤)이 운영 중임.

･ 특히 고급 연료유(high-octane fuel)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Gasoline AI-80만 판

매되고 있음.

‒ 상기 카스피해 대륙붕 공동 개발 외에도, Uzbekneftegaz社의 Alisher Sultanov 회장은 자국 내 

Bukhara 정제공장으로의 원유 공급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연안 키얀리((Kiyanly) 매장지 

및 투르크메니스탄 內 CNPC에 의해 개발되고 다른 매장지 등에서부터 경질유 수입에 대한 합

의를 도출하였다고 밝힘.

¡ 우즈베키스탄은 탄화수소 생산량 증대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가속화하고,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카스피해는 중동, 시베리아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석유･가스 매장지역으로 꼽히는 세계 최대의 

내해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5개국에 둘러싸여 있음.

‒ 지난 5월 18일 Uzbekneftegaz社는 아제르바이잔 국영기업 SOCAR와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

키스탄, 제3국 등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2020년까지 총 206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38개의 석유･가스부문 

프로젝트를 실현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2017~2021년 사이 가스 생산량은 53.5Bcm, 원유 생산량은 190만 톤, 가스콘

덴세이트 생산량은 110만 톤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Prime, 2017.5.20; Regnum, 2017.5.21; Neftegaz; Eurasia,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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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 900개 초과

¡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리그(rig) 수가 2017년 5월 셋째 주(5월 19일 기준)에 16개 추가되면

서 총 901개로 집계되고 있음(18주 연속 증가세 기록). 

‒ 석유 서비스기업인 Baker Hughes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월 미국 시추 리그 수가 최저치

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까지 단 5주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는 2014년 9월에 1,930개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유가 

하락과 함께 시추 리그 수도 급감해 2016년 5월 말에는 404개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자료 : WTRG Economics

< 미국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 및 유가 변동 추이(2014~2017.5월) >

‒ 同 기간 동안에는 주로 석유 시추 리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5월 셋째 주에는 석유･가
스 리그 수가 각각 720개와 180개로 각 8개씩 증가했으며, 기타는 1개로 집계되었음.

‒ 지난 주에 시추리그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텍사스州로, 8개가 추가되어 총 459개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5월 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총 286개가 추가되었음.

･ Permian basin 내 시추 리그 수는 지난주 4개가 추가되어 361개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5월 

13일 기록한 최저치(137개) 대비 227개가 증가하였음.

･ Eagle Ford 내 시추 리그 수는 지난 주 2개가 추가되어 85개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5월 말 

기록한 최저치 대비 56개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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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9 2017.5.12 2016.5.20

  석유 720 712 318

  가스 180 145 85

  기타 1 1 1

                소계 901 885 404

  Cana Woodford 53 53 29

  DJ Niobrara 23 25 13

  Eagle Ford 85 83 31

  Haynesville 40 39 14

  Marcellus 45 43 26

  Permian 361 357 137

  Utica 25 24 10

  Williston(Bakken) 44 44 23

자료 : Baker Hughes

<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 및 주요 지역 시추 리그 수 >

¡ 한편,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월간 시추생산성 보고서(Monthly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2017.5.15)’에서 미국 본토 48개 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6월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특히, Permian basin에서 생산량은 전월 대비 7.1만b/d 증가된 249.2만b/d, Eagle Ford의 생산

량은 3.6만b/d 증가한 128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Baker Hughes 홈페이지, WTRG Economics; Oil & Gas Journal, 2017.5.19)

▣ 미 버지니아･뉴욕 州지사, 기후변화 대처에 독자적 행보

¡ 미국 버지니아의 Terry Acauliffe 州지사가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고 태

양광과 같은 청정에너지원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州정부 차원의 독자적 규제도입을 지시하는 

내용의 州지사령에 서명하였음(2017.5.16).

‒ 이에 따라 버지니아州 환경품질부(Virgini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규제(안)를 도출･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후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임.

‒ Acauliffe 州지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버지니아州 해안의 일부 지역이 위

험에 처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버지니아州 내

륙지역은 앞으로 30년 안에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밝힘.

‒ Acauliffe 州지사는 2018년 1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규제를 확정하고자 하

며, 同규제의 내용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뉴욕의 Andrew Cuomo 州지사는 쓰레기 매립지, 석유･가스 인프라, 농업부문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메탄가스감축계획(Methane Reduction Plan)’을 발표하였음(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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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계획은 25개 행동계획(action)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되지 않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감축

･ 신규 또는 기존 석유･가스 인프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규제

･ 농장과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포집이나 연소

･ 주거지에서 누출되는 메탄가스 감지를 강화하기 위해 메탄가스 감지 시스템 보급

･ 전력시스템이나 소비자 소유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메탄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

브 프로그램 이용

‒ 뉴욕州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농업시장관리

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에너

지 연구개발청(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등이 토양 및 수자원 

보존위원회(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와 함께 상기 행동계획을 이행할 예정임. 

‒ Cuomo 州지사는 2030년과 2050년까지 뉴욕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각각 

40%와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상기 행동계획을 2020년까지 이행하도록 지시

하였음.

･ Cuomo 州지사는 “이처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서 뉴욕 州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버지니아와 뉴욕州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기존 석유･가스 인프라에서 배출되

는 메탄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제도 마련을 중단하였음(2017.3.2).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자립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2017.3.28),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및 기후 관련 행정명령과 규제 철회 및 관련 보고서 폐기를 지시하였

음(인사이트 제17-12호(4.10일자) pp.41~42 참조).

(뉴욕 주지사 홈페이지, Washington Post, 2017.5.16; Natural Gas Intelligence, 2017.5.18)

▣ 캐나다 연방정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세부 연방정책(안) 발표

¡ 캐나다 연방정부는 ‘범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 2016.12월)’를 통해 州정부와 합의한 대로 자국의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30%까지 감축

하려는 연방정부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2018년까지 도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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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모든 

주에서 동일해야 함.

･ 각 州는 배출규제 방식(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을 선택해야함. 

･ 책정된 탄소 가격은 점차 인상되어야 하며, 가격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는 2018년 탄

소 1톤당 C$10(US$7.39)으로 시작해 매년 C$10씩 인상해야 하고, 2022년에는 C$50로 책정

해야함.

･ 탄소가격 도입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함.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州에는 연방정부가 결정한 탄소가격을 의무

적으로 적용해야 함. 

･ 연방정부의 제도는 화석연료에 대한 추가 부담금과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을 기준(2019년)으로 州차원의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연간 50킬로톤 또는 그 이상을 배

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9년 1월 2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임.

･ 시행초년인 2018년 적용되는 이산화탄소 최저 가격은 C$10/톤이기 때문에, 휘발유에는 리

터당 2.33센트, 거래 천연가스(marketable natural gas)에는 m3당 1.96센트, 저열량 석탄(low 
heat value coal)에는 톤당 17.72달러의 추가 부담금(levy)이 부과될 것임.

단위
2018년

(C$10/톤)

2019년

(C$20/톤)

2020년

(C$30/톤)

2021년

(C$40/톤)

2022년

(C$50/톤)

 휘발유 ¢/L 2.33 4.65 6.98 9.30 11.63

 경유･경질 연료 ¢/L 2.74 5.48 8.21 10.95 13.69

 중유 ¢/L 3.19 6.37 9.56 12.75 15.93

 항공유 ¢/L 2.49 4.98 7.47 9.95 12.44

 거래 천연가스 ¢/㎥ 1.96 3.91 5.87 7.83 9.79

 비 거래 천연가스 ¢/㎥ 2.59 5.17 7.76 10.34 12.93

 프로판 ¢/L 1.55 3.10 4.64 6.19 7.74

 부탄 ¢/L 1.78 3.56 5.34 7.12 8.90

 저열량 석탄 C$/톤 17.72 35.45 53.17 70.90 88.62

 고열량 석탄 C$/톤 22.52 45.03 67.55 90.07 112.58

 점결탄 C$/톤 31.80 63.59 95.39 127.19 158.99

자료 : Environment Canada

< 주요 연료별 추가 탄소부담금(2018~2022년) >

‒ 캐나다 연방정부는 상기 계획 시행으로 거둔 모든 수익을 해당 주에 되돌려 줄 계획이나, 세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업, 국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상기 계획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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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브리티시콜롬비아와 앨버타 등 일부 주는 이미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퀘
벡, 노바스코샤州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예정임.

‒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州 등은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약속하였으며,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

‒ 그러나 Brad Wall 서스캐처원 州수상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농업 및 석유･가스 산업에 

막강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캐나다 환경부 홈페이지; Globe and Mail; Canadian Press; CBC, 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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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아르헨티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계획 발표

¡ 아르헨티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회원국(G20 국가 중 16번 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음(2017.5.17).

‒ 아르헨티나는 Susana Malcorra 외교부 장관과 중국 Wang Yi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담

결과로 동 가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AIIB 가
입의향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함.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중국 주도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

라(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6일 공식출범한 금융기구로써 본

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함. 

¡ 한편, 아르헨티나 Mauricio Macri 대통령은 5월 14~18일 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 간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양국 정상은 에너지, 인프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우호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음.

･ 양국은 투자협정을 통해 총150억 달러의 투자를 성사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내에 건설 예정

인 원자력 발전소 2기와 3개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5월17일 총 건설비 125억 달러에 달하는 Atucha III 원전 2기를 아르헨

티나 Buenos Aires 州에 건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인사이트 제17-17호(2017.5.22일

자) p.61 참고).

‒ 또한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양국 간에 10년 간 유효한 복수출입비자와 관광 비자에 관한 합의

를 체결하였음.

(China daily, 2017.5.19)

▣ Petrobras, Amazon 가스전 매각 계획 발표

¡ 브라질의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브라질 북서부 Amazon Basin에 위치한 Azulao가스전 지

분의 10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Petrobras에 따르면, 同 가스전은 탄화수소만이 매장되어 있으며 인근에 이미 개발 기반이 갖

추어져 있어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함.

･ 同 가스전이 위치한 지역은 브라질의 Silves 변전소와 Tucurui-Manaus의 송전선에 인접해 있음.



5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8호 2017.5.29

‒ 1999년 처음으로 同 지역에서 가스가 발견되었으며, 시추된 3개의 유정 중 2개가 생산유정으

로 2004년부터 상업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생산 라이선스는 2031년 까지 유효함. 

‒ 한편, Petrobras는 同 가스전 지분의 100%를 매각하는 만큼 경매 입찰자에 대해 두 가지의 자

격 조건을 제시하며, 입찰자는 이 중 적어도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함. 

･ △브라질 내에 Amazon Basin 또는 Solimoes Basin 지역에서 탐사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

는 허가를 이미 받은 기업, △200MW에 달하는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한 기업 

‒ 또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이외에 입찰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경매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조건과 함께 추가적으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 

¡ Petrobras는 당사의 자산매각의 일환으로 Azulao가스전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말

까지 21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임. 

‒ Petrobras은 자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35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 중에 있으며, 2015년 1
월 이후 당사의 자산매각 프로그램의 통해 136억 달러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2년간 210억 달

러까지 추가 충당할 계획임. 

※ Petrobras의 2016년 말 기준 순 부채규모는 964억 달러에 달하며, 부채감축을 위해 대규모 

자산매각을 진행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7-15호(5.1일자) p.53 참고).

 (BNamericas, 2017.5.16; Oil daily, 2017.5.17; O&Glinks, 2017.5.17)

▣ ExxonMobil社, 멕시코 석유 하류부문 진출 계획

¡ ExxonMobil社는 멕시코 연료소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건 주유소 망을 구

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ExxonMobil社는 멕시코 내에 자사의 연료소매 판매망 구축을 목표로 향후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첫 번째 주유소를 개점을 계획임. 

‒ ExxonMobil社는 멕시코 내에서 주유소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소매업자 또는 

지역 시장의 도매업자에게 연료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연료소매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Exxon은 이미 멕시코에서 자사 브랜드의 윤활유를 판매하고 있음. 

¡ 한편, 멕시코 정부가 2017년부터 자국 내의 하류부문(주유소 및 석유제품 소매업)활동을 외국

계 석유기업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소매연료가격 자유화, △석유제품 수입허가를 통해 외국

계 석유기업의 투자유치를 장려해 나가고 있음. 

※ 멕시코는 1938년 석유부문을 국유화하였으며, 2013년 후반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 법안이 통

과되기 전까지,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 Pemex가 석유･가스 하류부문을 독점하였음.

‒ 멕시코 정부는 금년 3월 말부터 Baja California 와 Sonora 지역을 시작으로 소매시장의 연료

가격자유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또한 멕시코 에너지부는 국내･외에 석유기업에게 휘발유 및 경유를 수입하여 멕시코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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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5월 8일 기준, 멕시코 에너지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석유회사는 휘발유 수입회사 205개
와 경유 수입회사 281개로 총 486개 회사에 달함. 

‒ 수입허가를 받은 석유회사 중 미국의 Tesoro社는 멕시코 내에 연료소매점을 개점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지역 판매자에게 연료를 공급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Tesoro는 금년 5월 초 오픈시즌입찰(open season tender)에서 Pemex로부터 석유･저장 및 파

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권한을 낙찰 받았음.

(Oil daily, 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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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스위스, 新에너지정책 패키지법안 국민투표에서 가결

¡ 스위스 연방정부의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은 국민투표 결과, 26개 주

(canton) 가운데 찬성 58.2%(3개 주 반대)로 가결되었음(2017.5.21).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점진적인 脫원전을 택하는 ‘에너지전략 2050’을 수립하

여, 에너지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 ‘에너지전략 2050’은 의회 승인을 득하여(2016.9월), 금번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기에 2018
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스위스는 직접 민주제를 채택한 국가로, 1년에 4번 실시되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국민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함. 

‒ 스위스 녹색당은 당초 2029년까지 원자로 5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脫원전’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국민투표 결과 반대 54.2%로 부결(2016.11월)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6-44호(2016.12.5일자) pp.51~53 참조).

¡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은 스위스 에너지정책 목표를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원자력 퇴출로 설정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2000년 대비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
까지 16%, 2035년까지 43% 감축하고,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2020년까지 3%, 2025년까

지 13% 감축을 추진함.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7년 2,832GWh에서 2020년까지 

4,400GWh, 2035년까지 11,400GWh로 확대(수력 제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는 2.3센트/kWh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원자력 퇴출) 가동 중인 원자로 5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 폐쇄하며, 신규 원전 증설로 대체하

지 않음.

¡ 스위스 국민당(UDC)를 비롯한 몇몇 정당은 이번 법안 가결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3,200프랑(약 2,900유로)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 반대하였음. 

‒ 정부는 추가비용 규모가 40프랑(약 36유로)에 불과하며 한시적으로 전력요금을 추가 징수하여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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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명 종류 순용량(MWe)* 가동시작연도 가동중단 예정연도

Beznau 1 PWR 365 1969 2019 혹은 2030

Beznau 2 PWR 365 1971 2021 혹은 2031

Mühleberg BWR 373 1971 2019.12월

Gösgen PWR 1,010 1979 2029

Leibstadt BWR 1,220 1984 2034

주 : * 2015.1월 기준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스위스 원자로의 설계수명 > 

 

대분류 소분류 세부 설명

에너지 

절약･에너지 

효율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화

Ÿ 탄소배출량 현재 130g/km에서 2021년부터 4인승    

이상 승용차는 95g/km, 트럭 147g/km 미만으로 축소

(건물)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지원

Ÿ 탄소세 인상(연간 최대 4억유로)을 통한 기금확장   

및 기간연장(당초 2019년까지 예정)

(건물) 

에너지효율개선세제

감면

Ÿ 공사기간 및 종료 후에도 회계기간 2회 연속으로 비용  

세금공제

(가정)

스마트 미터 설치

Ÿ 기존 기계식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

지 절약 장려 

재생에너지

(소수력)

전력 FIT지원 제한

Ÿ 소형수력발전소(1MW 이하)는 FIT 지원대상에서 제

외

(수력)

대형수력발전소(기존) 

지원

Ÿ 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된 기존 대형수력발전 

(10MW 이상) 전력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market premium(0.2센트/kWh) 지급 

전력 투자분담금 

지원

Ÿ 수력 및 바이오매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시설

에 투자분담금(investment contribution) 제공

한시적 FIT 지원 
Ÿ 신규 FIT는 2022년 말까지 제한되며, 2031년부터    

투자분담금 제공하지 않음

전력요금 추가징수

Ÿ kWh당 1.5센트에서 2.3센트*로 재생에너지 전력요금  

추가징수(surcharge)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

허가절차 신속화

Ÿ 각 주마다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절차 신속화, 연방  

법원은 원칙적인 법률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력시설 

계획 승인

탈원전 신규 원전 건설 금지 
Ÿ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에 한해서 가동  

되며, 설계수명 만료 시 신규 원전으로 대체 불가능

주 : * 수력발전요금에 대한 market premium(0.2센트/kWh) 포함

자료 : 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DETEC

<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주요 내용 >

(DETEC 보고서; Le Monde, Reuter, 20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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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총선, 주요 양당의 에너지부문 공약 비교

¡ 영국 Theresa May 총리는 현재의 보수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정부 의지대로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브렉시트 공식협상이 개시(2017.6.19)되기 이전에 

조기총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2017.4.18).

‒ 총선에서는 하원의원 650명이 선출될 예정이며, 브렉시트 이후의 주요 환경･에너지 쟁점에 

대해 양당이 상이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정당 지지도는 보수당 45.8%, 노동당 33.6%로 집계됨(Telegraph, 2017.5.21).

주요 사안 보수당 노동당

브렉시트 이후 

에너지 정책

Ÿ 발전원의 종류보다 안정적이고저

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 중시 

Ÿ EU 내 에너지시장 및 유럽원자력공

동체(EURATOM)에의 접근성 유지

에너지원 개발
Ÿ 대형 육상풍력발전소는 반대, 해

상풍력발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Ÿ 해저 가스･석유산업 보호

Ÿ 원자력 발전 지원 유지

셰일가스 개발 

Ÿ 셰일은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청정한 에너지원임

Ÿ 미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

소및 경제성장을 도모

Ÿ 셰일 환경 규제국 설치하여 공정

성과전문성 확보

Ÿ 셰일가스 개발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만 촉진

Ÿ 수압파쇄공법 금지

전력요금 정책 

Ÿ 2020년까지 각 가정과 기업에 

스마트 미터를 제공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조절 가능케 함

Ÿ Safeguard tariff cap 도입하여전

력업체의 요금과잉 징수로부터소

비자 보호 

Ÿ 에너지요금 상한제(Energy Price Cap) 

도입. 각 가정당 연간 평균 에너지요

금 1000파운드(약 1,158유로) 이하로 

유지

Ÿ 전력망 국유화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대응
Ÿ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달성

Ÿ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파

리기후협약 목표 달성

탄소배출 저감

Ÿ 2050년 자동차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6억 파

운드(약 7억유로) 투자

Ÿ 탄소포집 저장기술 등의 신기술 이용

하여 저탄소경제 활성화 

Ÿ New Clean Air Act 도입으로 대기질

향상

주 :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계획

자료 : Conservative Manifesto 2017, Labour Manifesto 2017

< 주요 양당의 환경·에너지 정책 공약 비교 >

(보수당 선거공약집; 노동당 선거공약집; Carbon Brief,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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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OPEC･非OPEC 산유국, 감산기간 9개월 연장 합의 도출

¡ OPEC과 10개 非OPEC 산유국들은 5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하고, 당초 6월에 만료

될 예정이었던 감산조치를 2018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 2016년 말, OPEC과 10개(당시 11개) 非OPEC 산유국들은 국제석유시장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6년 

1~6월의 석유 생산량을 총 180만b/d 가량 축소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이행해왔음(인사이트 제16-46호

(2016.12.26일자) pp.3~9 참조). 

‒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감산기간 6개월 연장(안)부터 12개월 연장

(안) 및 감산량 확대(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이행해온 감산조치(총 

180만b/d 가량)를 향후 9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밝힘.

･ 2016년 말 감산합의 도출 당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감산조치에서 제외되었었으며, 이번 

회동에서도 감산조치 면제대상국으로 유지됨.

･ 非OPEC 산유국으로 감산에 참여해온 적도기니가 이번 회의에서 OPEC 회원국으로 전환되면

서 구체적인 감산 할당량에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Reuters는 보도하였음.

‒ OPEC 감산 모니터링 위원회는 계속해서 매월 감산 현황 및 국제 석유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산기간 연장이나 다른 조치들을 권고할 수 있음.

※ OPEC 감산 모니터링 위원회는 2016년 말 감산합의 도출 당시 형성되었으며, 쿠웨이트, 러시아, 베네수엘라, 알

제리, 오만으로 구성됨. 각 국의 매월 감산현황과 국제석유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Falih 장관은 금년 9월 30일에 열릴 OPEC 정기총회(biannual meeting)에서 2018년 1분기 및 그 

이후의 감산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Platts는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고려

하였을 때 감산기간이 실질적으로 6개월만 연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함(2017.5.25).

･ 9월 30일에 열릴 OPEC의 회의에는 감산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非OPEC도 참여할 예정임.

¡ 감산조치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브렌트유, WTI유)는 하락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감산참여국들이 감산조치 종결 방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러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됨.

‒ 이번 감산기간 연장 합의 발표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51.44달러(2017.5.25)로 전일 대비 4.7% 
하락하였으며, WTI유는 48.90달러 수준(4.8%↓)으로 마감하였음. 

･ 이 같은 유가하락은 감산 연장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며 감산량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실망

감이 투영된 결과로 설명됨.

‒ Falih 장관은 감산기간 연장 결정 당일의 유가하락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며, OPEC은 국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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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장의 균형회복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국제석유재고량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도 감산참여국들은 감산조치 종결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국제석

유시장 주체들은 감산조치 종결 이후 국제석유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갑작스럽게 다시 촉발되

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냄.

‒ Falih 장관은 이번 합의안에 감산조치 마무리 단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이를 위한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Reuters; Platts, 2017.5.25; FT; CNBC, 2017.5.26)

▣ 사우디･미국 정상외교, $3,500억 규모의 협약 체결

¡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일정 중에 미국･사우디 양국은 군수물자, 에너지사업, 보건 등의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2017.5.21).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① 사우디-미국 간 협력 및 교역을 증진하고 ② 양국의 국내 일자리 창출

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였음(2017.5.19). 

‒ 대표적인 경제협력 협약은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 PIF)’이 
미국의 신규 인프라 기금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거래

(1,090억 달러)도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GE는 다양한 사우디 주체(에너지부, 채굴기업 Ma’aden, 산업투자기업 Dussur 등)와 석유･
가스, 발전, 보험 등의 분야에서 양해각서 다수(총 150억 달러)를 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 

70억 상당의 GE 제품과 서비스를 사우디에 공급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

･ 사우디 국영에너지기업 Aramco는 GE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총 500억 달러에 이르는 규

모의 협약들을 체결하였음.

※ 당초 Aramco와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으로는 Schlumberger, Halliburton, 

Baker Hughes, Weatherford, National Oilwell Varco(NOV), Rowan Companies, GE, KBR, Jacobs 

Engineering, Nabors Industries, McDermott가 있음(CNBC, 2017.5.20).

¡ 양국 간 에너지부문 협력사업도 논의되었으며, Aramco의 Amin Nasser CEO는 미국 내 석유

산업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음(2017.5.20).

‒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가스･광물 자원 등을 활용한 자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과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국 에너지 산업 및 기술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Saudi-US CEO Forum; 2017.5.20).

･ Falih 장관은 자국의 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 비중 확대의 원칙을 토대로 외국기업들과 협

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우디는 석유･가스 사업에서 현지 조달 비중을 30%에서 

50%로, 궁극적으로는 7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힘.

※ 2015년 Aramco는 자국 내 투자 증대, 경제 다변화,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자국산 에너지 

제품과 서비스 구매비율을 높이고자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프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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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21년까지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조달 비중을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Nasser 대표는 자사가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

며, 미국에 위치한 자사의 Motiva 정제소 개발(develope) 의사를 밝히기도 함(2017.5.20).

※ Motiva는 Aramco와 Shell의 합작기업이나 2017년 2분기에 분할될 예정 

･ Nasser 대표는 미국 정제 부문과 석유화학 부문 모두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체결 주체
내 용 비 고

미국 사우디

GE Aramco
Ÿ Aramco의 운영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Ÿ 연간 40억 달러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 기대

GE

사우디 

에너지부

&NICDP

Ÿ 발전 및 석유･가스부문, 디지털 및 항공 

산업 분야 등에서의 투자･합작투자에 관한 

파트너십 체결

Ÿ 파트너십 총 추산가치는 120억 달러 

상회

Ÿ 사우디 발전용량을 최대 12GW 확대

하는 사업 등 포함 

Exxon 

Mobil
SABIC

Ÿ 미국 텍사스 San Patricio 카운티 내 석유화

학 사업의 잠재력 평가를 위한 협약 체결

Ÿ 에탄올 분해시설(연간 에틸렌 180만 

톤 처리) 등 포함

Ÿ 2018년에 최종 사업 결정 예정

Dow 

Chemical
-

Ÿ 폴리머(polymer) 생산시설 건설 협약 

체결

Ÿ Dow Performance Silicones 투자 방안

의 사업성(feasibility) 평가를 위한 양해

각서 체결

Rowan 

Companies
-

Ÿ 시추리그 확보･운영을 위한 해상 시추

리그 설계 및 선정 절차 착수

Ÿ 사업기간: 10년

Ÿ 투자규모: 70억

NOV Aramco
Ÿ 사우디 내 高사양 시추리그 및 장비 

생산을 목적으로 한 합작기업 설립

Ÿ 사업기간: 10년

Ÿ 투자규모: 60억

Jacobs 

Engineering
-

Ÿ 석유･가스 부문 설계･엔지니어링･조달･
건설･사업운영 서비스의 지역화를 위해 2

억5,000만 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

Weatherford -
Ÿ 유전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를 위

한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양해각서 체결

McDermott Aramco Ÿ Aramco 공급망을 통해 수송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지역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Ÿ 28억 달러

Honeywell Aramco Ÿ 36억 달러

주 : NICDP는 National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Program

자료 : MEED(2017.5.20); Reuters(2017.5.20) 바탕으로 재구성

< 사우디-미국 에너지 부문 주요 협약 >

(Financial Time; Reuters, 2017.5.18,20; MEED, 2017.5.20,21; 백악관 홈페이지, 2017.5.21)

▣ 남아공, 고등법원의 위헌판결 수용 및 원자력협력협정 재추진 의지 표명

¡ 남아공 에너지부는 ‘남아공-러시아 원자력협력협정’이 위헌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나, 기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들과 협력협정을 다시 체결하여 원전 사업을 계속 추

진해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20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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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은 2011년 ‘통합전원계획 2010~2030(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 2010 

~2030)’을 통해 원자력 발전용량 9.6GW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당초 남아공 

원자력공사 NECSA(South African Nuclear Energy Corporation)는 9.6GW(최대 8개의 원전) 

규모의 원전 사업(사업비: 약 300~700억 달러로 규모)을 2018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었음.

‒ 남아공은 위헌판결이 내려진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을 존속시키는 대신, 기존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들과 새로운 내용의 협력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

･ 남아공은 러시아 이외에 한국, 프랑스, 중국, 미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5개국 모두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 남아공 에너지부는 원전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거

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힘.

‒ 남아공 국영에너지기업 Eskom은 자국의 석탄의존도 감축을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남아공 Mmamoloko Kubayi 에너지부 장관 역시 자국의 에너지 믹스에

서 원자력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2016.5.13).

¡ 지난 4월 26일, Western Cape 고등법원이 ‘남아공-러시아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남아공의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16호(5.15
일자) pp.63~64 참조).

‒ 환경단체 Earthlife Africa의 제소(2016.12월)로 진행된 재판에서 Western Cape 고등법원은 

‘남아공-러시아 원자력협력협정’이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투명성 결여 및 러시아에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Western Cape 고등법원은 ‘남아공-미국 원자력협력협정’과 ‘남아공-한국 원자력협력협정’ 역
시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 이밖에도 남아공 정부는 9.6GW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받아왔으며(인사

이트 제16-35호(2016.9.30일자) p.54 참조), 해당 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부 장관을 부

당하게 해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Bloomberg, 2017.5.13; Reuters, 2017.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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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국가로 부상 중

¡ 인도는 2022년까지 총 175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중인데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

자들에게 매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충계획은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에너지 

10GW, 소수력 5GW로 구성하여 총 175GW를 증설하는 것임.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3월 말 기준 총 57,260MW이며, 태양광 

12,288MW, 풍력 32,279MW, 소수력 4,379MW, 바이오매스 8,181MW, 폐기물 130MW로 구

성되어 있음.

‒ 2014년 취임한 Narendra Modi 총리는 태양광에너지를 두고 인도의 에너지 부족문제의 ‘궁극

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2015년 국내외 민간 기업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부문에 

약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펼쳐왔음.

･ 인도는 2011~2012 회계연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조달의무제도(RPO)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
년 7월 RPO 기준을 강화하였음. 특히 태양광 RPO의 경우 2021~2022회계연도에 8%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인도는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
산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2월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의 목표설비용량을 당초 20GW에서 40GW
로 증대하였음. 

‒ 인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16~2017 회계연도 

동안 유례없이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16~2017 회계연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6.8GW 증설되었음.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은 2014년 2.6GW였으나, 2016년 말 기준 10GW를 초과하였음. 

･ 한편, 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 풍력발전설비 증설 목표치를 4,000MW로 설정한 바 있으

나, 총 5,400MW를 증설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인도는 영국 컨설팅기업 EY가 발표하는 투자매력도 순위(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RECAI)에서 2013년 9위, 2014년 7위, 2016년 3위, 2017년 2위를 기록

하며 지속적으로 순위가 향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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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社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투자하기 좋은 국가 상위 40위까지의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현재 투자매력도 1위는 중국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중국 11 캐나다 21 요르단 31 태국

2 인도 12 아르헨티나 22 포르투갈 32 그리스

3 미국 13 덴마크 23 필리핀 33 한국

4 독일 14 모로코 24 벨기에 34 폴란드

5 호주 15 브라질 25 이스라엘 35 케냐

6 칠레 16 네덜란드 26 파키스탄 36 우루과이

7 일본 17 터키 27 이집트 37 카자흐스탄

8 프랑스 18 이탈리아 28 페루 38 파나마

9 멕시코 19 남아공 29 스페인 39 도미니카 공화국

10 영국 20 스웨덴 30 핀란드 40 아일랜드

자료 : EY, 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17.5월

< 2017년 신재생에너지부문 투자매력도 순위 >

¡ 한편, EY는 RECAI 보고서를 통해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음. 

‒ (태양광) 인도의 태양광발전 입찰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kWh당 2.44루피(약 

3.79센트)로 최저가를 경신하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및 송전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태양광발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풍력)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연계하는 송전망이 불비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음.

(EY, 2017.5.16; Quarts, 2017.5.17)

▣ 인도, 자국 기술력으로 원자로 10기 건설 결정

¡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 이니셔티브인 ‘Make in Indi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국에 PHWR 방
식의 원자로 10기(각 설비용량 700MW)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음(2017.5.17).

‒ 신규 건설예정인 원자로 10기는 국영기업 NPCIL社가 주관하며, Mahi Banswara市(Rajasthan
州), Chutka市(Madhya Pradesh州), Kaiga市(Karnataka州), Gorakhpur市(Haryana州)에 위

치할 예정임. 건설비용은 총 108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인도가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에 가입하는 것이 불발되면서 원자력 발전

연료 및 기술 수입에 불확실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원전 건설을 결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인도 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원자력 전문가 Rajeswari Pillai Rajagopalan은 비록 인도

가 최첨단 원전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으나 자국에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하고 있고, 러시아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맺은 바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

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 인도는 1974년, 1998년 핵실험을 실행한 바 있어, 원자력 관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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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지난 40여 년간 인도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원

전 운영기술과 관련한 원전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받아 왔음.

‒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강

하기 위한 기저부하로 원전을 도입하고자 함.

‒ 인도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인가한 10개의 원자로를 자국 기술력으로 건설하여 자국의 

원자력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하며, 이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음.

※ Make in India : 인도는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업 허브국가로 만들고자 동 이니셔티브를 도

입했으며(2014.10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환

경 조성 및 친기업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 결정은 인도 Manmohan Singh 前총리가 발표한 원자력보상책임법(Nuclear Liability 
Law)으로 인해 인도의 원자로 부품 생산기업이 상당 수 폐업하는 등 자국 원전산업이 큰 타격

을 받아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인도의 원전산업을 재건할 기회로 평가받고 있음.

･ 인도의 원자력보상책임법은 원전 운영사와 원전설비 공급업체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지

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원전관련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부진하였음. 이에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원자로 수입을 통해 설비용량 1,000MW 이상의 대규모 원자로 제조기술을 습

득하려던 인도정부의 당초 계획이 무산되다시피 하였음.

･ 인도의 원자로 생산기술은 아직 1,000MW 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 원전업계는 

이번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투입되는 거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원자로설계 및 건설기술

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도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6,780MW(원자로 총 22기)이며, 총 발전설비 규모 327,000MW 중 

3.5%를 차지하고 있음. 

※ 인도는 2032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63GW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유형 규모(MW) 상업가동 개시

Tarapur
BWR 160*2 1969

PHWR 540*2 2005, 2006

Rawatbhata PHWR

100 1973

200 1981

220*4 2000, 2010

Kudankulam VVER-1000 1,000*2 2014

Kaiga PHWR 220*4 2000, 2007, 2011

Madras PHWR 220*2 1984, 1986

Kakrapar PHWR 220*2 1993, 1995

Narora PHWR 220*2 1991, 1992

주 : 주관사는 모두 인도 국영기업 NPCIL社임.

자료 : NPCIL 홈페이지

< 인도 원전설비 보유 현황 >

(Economic Times, 2017.5.18; Hindustan Times, 2017.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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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총 700MW 설비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계획

¡ 스리랑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및 자국산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스리랑카는 수상 태양광발전(100MW), 풍력발전(100MW), 분산형 풍력발전(1MW씩 60MW) 
등 총 7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건설할 계획임.

･ 수상 태양광발전단지는 Maduru Oya 저수지에 건설될 예정임. 동 발전단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여 입찰에 부칠 예정임. 총 건설비용은 약 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풍력발전단지(100MW)는 스리랑카 북서부 Mannar市에 위치할 예정으로, 스리랑카 국영전력

기관 Ceylon Electricity Board(CEB)이 주관하며,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 풍력･태양광 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단지(풍력 240MW, 태양광 800MW; Pooneryn 지역) 건
설이 승인됨(2017.5.23)에 따라 동 프로젝트를 개발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3단계에 걸쳐 건설하며, 2022년까지 1단계(풍력 150MW, 태양광 120MW), 
2025년까지 2단계(풍력 및 태양광 각 100MW),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 인도는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두고 스

리랑카 전력부장관은 인도로 자국의 풍력발전 전력을 수출하고 인도에서 전력을 수입하여 상

대적으로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보강하는 기저전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음.

･ 현재 스리랑카에는 인도 풍력발전 터빈 제조기업 ReGen社, Powertech社, Suzlon社, Gamesa 
Wind Turbine社(스페인 풍력발전 터빈 제조기업 Gamesa社가 설립한 인도 자회사)가 진출

해 있음.

¡ 스리랑카의 발전설비는 3,887MW(2015년 기준) 규모이며, 풍력 설비용량은 126.85MW, 태양

광은 1.36MW 수준에 있음(SLSEA 홈페이지).

‒ 스리랑카 정부는 ‘Battle for Solar Energy’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2020년까지 총 220MW를 

신규 증설하거나, 일일 전력수요의 10%를 청정에너지 발전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

정한 바 있음(2016.9월).

‒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10만대 이상의 옥외 태양광발전 시스템(1,000MW)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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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단지 소유기관/기업
발전설비용량(

MW)

Ÿ Hambantota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1.237

Ÿ Thirappane Ulagalla Walawwa Resort 0.123

Ÿ Anorchi Lanka* Anorchi Lanka 10.00

Ÿ Iris* Iris Eco Power Lanka 10.00

Ÿ Saga* Sagasolar Power 10.00

Ÿ Solar One Ceylon Power* Solar One Ceylon 10.00

주 : * 전력망 연계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자료 :　스리랑카 공익사업위원회 PUCSL

< 스리랑카 태양광 발전설비 인가 현황(2017.2.14) >

풍력 발전단지 소유기관/기업
발전설비용량

(MW)

Ÿ Hambantota CEB 3

Ÿ Ambewela Aitken Spence Aitken Spence
3

1.1

Ÿ Madurankuliya Daily Life Renewable Energy 10

Ÿ Mampuri-I Senok Wind Power 10

Ÿ Mampuri-II Senok Wind Energy 10

Ÿ Mampuri-III Senok Wind Resource 10

Ÿ Musalpetti Musalpetti Wind Power 10

Ÿ Kalpitiya Pawan Danavi 9.8

Ÿ Erumbukkudal Nala Danavi 4.8

Ÿ Nirmalapura Nirmalapura Wind Power 10

Ÿ Puloppalai Joule Power 10

Ÿ Seguwantivu

Windforce

10

Ÿ Uppudaluwa 10

Ÿ Vallimunal 10

Ÿ Vidatamunai 10

Ÿ Willwind Willwind 0.85

자료 :　스리랑카 공익사업위원회 PUCSL

< 스리랑카 풍력 발전설비 인가 현황(2017.2.14) >

(Business Standard, 2017.5.20; Energy World, 2017.5.21; Colombo Page, 2017.5.25)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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