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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6/6 6/7 6/10 6/11 6/12

Brent

($/bbl)
61.67 63.29 62.29 62.29 59.97

WTI

($/bbl)
52.59 53.99 53.27 53.27 51.14

Dubai

($/bbl)
59.37 61.20 61.92 61.28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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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6/6 6/7 6/10 6/11 6/12

천연가스

($/MMBtu)
2.32 2.34 2.36 2.40 2.39

석탄

($/000Metric ton)
53.50 54.60 55.30 53.40 52.25

우라늄

($/lb)
24.45 24.70 24.95 24.95 25.1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7월 선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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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증  감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7 98.4 99.7 1.3 1.3

     OECD 47.9 47.4 47.0 -0.4 0.2

     비OECD 52.6 50.8 52.5 1.7 1.0

 세계 석유공급 99.3 99.1 99.1 0.0 0.6

     OPEC 35.9 35.3 35.1 -0.2 -1.8

     비OPEC 63.4 63.8 64.0 0.2 2.4

 세계 재고증감 -1.4 0.7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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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9년 5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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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견줄 만큼 하락하여,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신규 전력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2018년 모든 대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이 감소하였고, 특히 

바이오, 수력, 육상 풍력, 태양광은 보조금 지급 없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경쟁이 가능해졌음.

▶ 2018년 육상 풍력발전은 건설비용 감소와 평균 설비 이용률 향상으로 세계 가중평균 LCOE가 전년대비 13% 

하락하였음. 터빈 설계와 제조 공정 개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터빈 디자인의 다양화 등으로 

육상 풍력발전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임.

▶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력 터빈 기술･설치･물류 혁신, O&M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 풍부한 풍력자원을 갖춘 

지역에서의 신규 발전소 건설 등으로 설비 이용률이 향상함에 따라 2018년 세계 가중평균 LCOE가 2010년 

대비 20%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국가별로 상이함.

▶ 대규모 태양광발전 비용의 하락세는 2018년에도 지속되어 가중평균 LCOE는 전년 완공된 프로젝트보다 13% 

감소한 $0.0085/kWh를 기록하였으며, 2010~2018년 동안 태양광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77%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추세는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 계통안정화 비용 절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지역별로 보았을 때, 2018년 대규모 태양광발전 LCOE의 경우, 독일과 영국에서는 다소 상승한 반면, 인도(21%), 

중국(20%) 등의 국가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이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1. 세계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

▣대부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저렴한 신규 전력 공급원이 되어가고 있음

¡ 태양광과 풍력 기술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국가에서 최저비용 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IRENA Renewable Cost Database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발전,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세계 가중평균 균등화발전비용

(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은 화석연료 발전비용 범위 내에 있음.

･ 2014년 이래로 태양광 발전(PV)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화석연료 발전비용 
범위 내에 속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지속적인 비용절감으로 2018년 태양광 

발전은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 시작함. 

1) 본 현안분석은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IRENA, 2019.5월)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들이 원문 내용에 기초하여 추가 분석을 담았음.  

“태양광과 풍력 
기술 비용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생에너지가 
여러 국가에서의 
최저비용 
전원으로 부상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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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대규모 태양광, 육상 및 해상 풍력 같은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발전 기술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모두 하락하였음. 

‒ 2010~2018년 기간 동안 수력발전은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비용이 

적게 든 것으로 파악됨. 

･ 뿐만 아니라, 2018년 전 세계에서 완공된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가중평균 

LCOE는 $0.056/kWh 수준으로 상당수의 프로젝트는 화석연료 발전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세계 가중평균 

LCOE($/KWH)
2017-2018년 LCOE 변화율

바이오에너지 0.062 -14%

지열 0.072 -1%

수력 0.047 -11%

태양광 0.085 -13%

태양열 0.185 -26%

해상풍력 0.127 -1%

육상풍력 0.056 -13%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2018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

¡ 모든 대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8년에 모두 

감소하였음. 

‒ 2018년 태양열 발전의 가중평균 LCOE는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바이오

에너지 14%, 태양광 13%, 육상 풍력 13%, 수력 11%, 지열 및 해상풍력은 각각 
1%씩 감소하였음.

‒ 바이오에너지, 수력발전, 육상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보조금 지급 없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경쟁이 가능해졌음. 

¡ 태양 및 풍력 기술에 대한 비용 절감은 2020년까지 계속되어, 육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은 화석연료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20년에 시공 예정인 육상 풍력 설비의 77%,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의 83%는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전력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비용은 기존 석탄 발전소의 한계 

운영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태양광 발전의 가중평균 PPA나 경매 가격은 $0.048/kWh 수준으로 

700GW 규모의 석탄화력 설비의 한계 운영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육상 풍력의 2020년 가중평균 PPA나 경매가격은 $0.045/kWh으로 900GW 

“2018년 모든 
대규모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LCOE가 
감소”

“바이오, 수력, 
육상 풍력, 
태양광은 보조금 
지급 없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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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석탄화력 설비의 한계 운용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미래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초 IRENA의 경매 및 PPA 데이터 분석은 2020년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가중평균 발전비용을 각각 $0.049/kWh와 $0.055/kWh 수준으로 추정하였지만, 
1년 후에는 육상 풍력의 경우 8% 하락한 $0.045kWh, 태양광 발전은 13% 
하락한 $0.048/kWh로 전망하였음.  

¡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으로 이들 재생에너지원이 세계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것임.

‒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뿐더러 산업, 수송, 건물 등 최종 소비 부문의 저비용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함.

‒ 비용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에서 2050년에는 1/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2022년까지 비용 감소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확대된다면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하여 전체 전력 시스템을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2018년 재생에너지원별 동향

▣육상 풍력발전

¡ 2018년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13%, 2010년 대비 
35% 하락한 $0.056/kWh로, 육상 풍력발전 비용은 화석연료 발전 비용 범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 2018년 육상 풍력발전 비용 절감의 원인으로는 전체 설비비용의 지속적 감소와 

평균 설비 이용률 향상이 있음. 

‒ 터빈 설계와 제조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 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여러 

조건에서 LCOE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화된 터빈 디자인 등이 비용절감 추세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됨. 

¡ 2018년 중국과 미국의 육상 풍력발전 증가량은 각각 18.5GW와 6.5GW 수준으로, 
세계 풍력발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2018년 육상 풍력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13% 감소하였고, 
중국과 미국에서 2018년에 완공된 육상 풍력발전 LCOE는 2017년 대비 4% 
하락하였음. 

“신규 태양광과 
육상 풍력발전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비용 
감소로 
재생에너지원이 
세계 에너지 전환 
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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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육상 풍력발전의 LCOE는 브라질 $0.061/kWh, 프랑스 $0.076/kWh, 
독일 $0.075/kWh, 인도 $0.062/kWh, 영국 $0.063/kWh 수준임.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육상 풍력발전 가중평균 건설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 중국에서 2018년 완공된 육상 풍력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은 미국보다 낮지만 

건설비용이 낮아 LCOE는 $0.048/kWh로 미국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인도와 브라질에서 2018년 완공된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가중평균 LCOE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두 나라 화폐가치 하락과 해당 프로젝트에 
낮은 설비 이용률 추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임.

¡ 풍력 터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2018년 육상 풍력발전 설비의 

세계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1,500/kW로 2017년($1,600/kW)보다 6% 감소하였음. 

‒ 2018년 개별 국가별 평균 설치비용은 중국 $1,170/kW, 인도 $1,200/kW, 미국 

$1,660/kW, 브라질 $1,820/kW, 독일 $1,830/kW, 프랑스 $1,870/kW, 영국 

$2,030/kW, 호주 $1,640/kW 수준으로 나타남.  

¡ 동일한 풍력 자원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상 풍력 

발전소의 세계 가중평균 이용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34%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완공된 육상풍력 발전소의 가중평균 이용률은 브라질 46%, 미국 44%, 
영국 40%, 호주 37%였고, 중국과 프랑스, 독일은 29% 수준으로 나타남.

･ 2018년 가중평균 이용률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인도와 브라질 이외의 

대부분의 주요 시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설비비용의 
감소와 평균 설비 
이용률 향상으로 
2018년 육상 
풍력발전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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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국가/지역별 육상 풍력발전 설치비용 범위 및 가중평균(2010~2018년) >

▣해상 풍력발전

¡ 2018년 완공된 세계 해상 풍력발전 설비 규모는 4.5GW이며, 세계 가중평균 

LCOE는 2010년($0.159/kWh) 대비 20% 하락한 $0.127/kWh를 기록함.  

‒ 2018년 추가된 해상풍력 발전설비 4.5GW 중 40%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국과 독일이 각각 29%, 22%를 차지하면서, 해상 풍력발전이 소수의 주요 

국가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임. 

･ 향후 몇 년 동안 개발될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 풍력발전이 북미 및 오세

아니아로 확대될 예정임. 

‒ 해상풍력 발전 비용 절감의 주요 원인은 ▲풍력 터빈 기술･설치･물류 혁신, 
▲O&M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 ▲더 풍부한 풍력자원을 갖춘 지역에 신규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이용률 향상이 있음. 

¡ 해상 풍력발전은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010년 이후 LCOE 하락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한 유럽에서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LCOE가 $0.156/kWh에서 $0.134/kWh로 14% 하락하였음.

･ 2010~2018년 기간 동안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유럽 국가는 벨기에(28%)이고, 

“이용률 향상으로 
2018년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세계 
가중평균 LCOE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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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가장 큰 풍력발전 시장인 독일과 영국은 동기간 각각 24%, 14%씩 

하락하였음. 

‒ 아시아 지역의 2010-2018년 사이의 LCOE는 아시아 해상풍력 설비의 95% 
이상을 보유한 중국의 영향으로 $0.178/kWh에서 $0.106/kWh로 떨어지면서 

40% 감소율을 보임. 

･ 일본의 LCOE는 중국보다 높은 $0.20/kWh 수준으로 추정됨.

¡ 해상 풍력발전소의 가중평균 건설비용은 2010-2018년 사이에 4,572/kW에서 

4,353/kW로 5% 감소하였음.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해상 풍력발전 가중평균 건설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태양광발전

¡ 대규모 태양광발전 비용의 하락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어 가중평균 LCOE는 

2017년에 완공된 프로젝트보다 13% 감소한 $0.085/kWh를 기록하였음.

‒ 2010~2018년 사이 태양광발전의 세계 가중평균 LCOE는 77%로 감소하였음. 

‒ 2018년 94GW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추가되어, 같은 기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분의 55%에 다다름. 

“2018년 신규 
태양광발전설비는 
94GW였으며, 
가중평균 LCOE는 
전년대비 13% 
감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1호 2019.6.17.  9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태양광발전 가중평균 건설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 2018년 국가별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규모는 중국(44GW), 인도(9GW), 미국

(9GW), 일본(8GW), 호주･영국(4GW), 한국･멕시코･터키(2GW)로 분석됨. 

¡ 태양광 모듈의 가격 하락과 계통안정화(balance of system) 비용의 지속적인 

절감이 태양광발전 비용 절감의 주요 원동력임. 

‒ 2018년 완공된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가중평균 설치비용은 2017년($1,389/kW) 
대비 13% 하락한 $1,210/kW 수준이었음. 

･ 태양광발전 건설비용은 중국과 독일과 같은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설비용의 편차는 여전히 광범위함. 

¡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한 국가별 LCOE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62%(일본)에서 80%(이탈리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태양광 발전 LCOE는 전년대비 최소 1%(일본)에서 최대 21%(인도) 
하락하였고, 독일과 영국에서는 비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고됨. 

･ 2018년 중국에서 완공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평균 LCOE는 2017년 

대비 20% 감소한 $0.067/kWh를 기록하였음. 

･ 독일은 총 설치비용이 소폭 상승하면서 2018년 태양광 발전 가중평균 LCOE가 
전년대비 2% 증가함.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계통안정화 비용 
절감이 
태양광발전 비용 
감소의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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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주요국들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가중평균 LCOE 변화 추이(2010~2018년) >

▣태양열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 2018년 약 0.5GW의 신규 태양열발전 설비가 도입되었고 가중 평균 LCOE는 

$0.185/kWh로 추정되었음.

‒ 2018년에는 주로 중국,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신규 설비 건설이 있었

는데, 전 세계 누적 건설 용량은 5.5GW로  2010년의 4.3배에 달함.

･ 태양열발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가운데 누적 

발전 용량이 가장 적은 기술임.

¡ 2018년 추가된 태양열발전 설비의 LCOE는 화석연료 화력발전의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태양열발전 설비의 시장과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임.

‒ 그럼에도 태양열발전의 LCOE는 2017년 대비 2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

이 태양열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설비 공급도 늘리고 있기 때문임.

¡ 2019년에도 태양열발전 LCOE는 더욱 하락할 전망으로 발전 단가가 kWh당 

$0.06~$0.1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앞으로 4년간 태양열발전의 경쟁력이 크게 향

상될 것으로 전망됨.

‒ 태양열발전은 축열 기능을 통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얼마간의 응동력을 갖

췄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이 보급된 지역에서 유용할 수 있음.

¡ 태양열발전의 낮아진 건설 단가와 높아진 이용률이 LCOE를 하락시킴.

‒ 2018년 가중 평균한 태양열발전 설비 건설 단가는 $5,204/kW로 2017년의 

$7,196/kW보다 28% 하락하였고, 태양열 발전 설비의 이용률은 2017년 39%에서 

2018년 45%로 6%p 상승함.

“태양열 발전 
설비 시장과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2018년 
신규 설비의 
LCOE는 화석연료 
화력발전 비용을 
초과”

“그러나 향후 
태양열발전 
LC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태양열발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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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발전은 에너지 저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LCOE를 낮출 수 있는데, 2018년 
완공된 설비들의 평균 저장 가능 시간은 8.3시간으로 2010년 설비의 평균 저장 

시간인 3.6의 2배가 넘었음.

･ 태양열발전 설비에 요구되는 최적 에너지 저장 시간은 일조시간, 저장 설비의 

비용 등에 따라 다른데 보통 7~10시간 정도임.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태양열발전 가중평균 건설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수력발전 

¡ 유연성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여전히 각광받는 수력발전의 2018년 가중평균 

LCOE는 $0.047/kWh로 전년대비 11% 하락함.

‒ 2018년 가중 평균한 수력발전의 건설 단가는 $1,492/kW로 2010년 이후 최고

였던 2017년의 $1,768/kW대비 16% 하락하였음.

･ 2018년도의 건설 단가 하락이 최고점 기록 후의 추세적인 하락인지, 일시적인 
변동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2018년 중국에서 완공된 수력발전 용량이 8.5GW로 전체 신규 용량(21GW)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이 건설 단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 중국의 수력발전 
건설 단가는 보통 세계 평균보다 10~20% 가량 낮음.

¡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가중평균 LCOE는 큰 변동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었으나 이후에 중국,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수력발전 프로

젝트가 진행되면서 건설 단가가 상승하고 결국 LCOE의 상승으로 이어짐.

“2018년 
수력발전의 
가중평균 LCOE는 
전년대비 1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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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건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건설 단가의 
상승 원인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최근에 진행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들이 초기의 프로젝트들과 비교하여 

기존 전력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건설된다는 점이 건설 단가 상승의 
원인으로 추정됨.

¡ 50M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은 평균적으로 건설 단가 $1,500/kW 수준에서 

전력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음. 

‒ 대규모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소규모 수력발전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건설 단가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 

･ IRENA의 재생에너지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비용 편차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큼.

¡ 700MW 규모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건설 단가가 그 

이하 규모의 프로젝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비 용량 250~700MW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 단가는 이보다 작거나 큰 규모의 

프로젝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수력 발전 가중평균 건설 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2010~2013년 
안정적이었던 
수력발전의 
가중평균 LCOE가 
이후 중국,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의 
신규 수력발전 
프로젝트 증가로 
인한 건설 단가 
상승으로 LCOE 
잇따라 상승”

“대규모 
수력발전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건설단가가 소규모 
수력발전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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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발전

¡ 2018년 전 세계에서 약 5.7GW의 바이오에너지발전 설비가 완공되었고, 신규 

설비의 가중평균 LCOE는 $0.062/kWh로 전년보다 14% 하락함.

※ 바이오에너지발전은 농림업의 저렴한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바이오 연료 종류와 기술에 따라 다양한 

바이오에너지발전 방식이 있는데 농림업 부산물을 태워서 발전하는 전통적인 

저비용 방식부터 농림업 부산물을 가스화하여 사용하는 고비용의 신기술 발전 

방식도 있음.

¡ 2018년 바이오에너지발전 설비의 가중평균 건설 단가는 $2,105/kW로 2017년의 
$2,847/kW에 비해 하락함.

‒ 국가와 지역별로 따져 보았을 때, 가중평균 건설 단가는 $950/kW에서 

$1,650/kW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유럽과 북미의 가격이 높음.

‒ 바이오에너지 설비 건설이 활발한 중국과 인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확인됨. 

자료 : IRENA(2019),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 바이오에너지 가중평균 건설비용, 이용률, LCOE 변화(2010~2018년) >

“2018년 전 
세계의 
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의 가중평균 
LCOE는 전년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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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지속적인 투자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음.

¡ 주요 재생에너지원들은 이제 화석연료 화력 발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LC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육상 및 풍력발전의 비용 하락으로 세계의 에너지 전환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는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 조건에 크게 좌우 됨. 똑같은 풍력 

발전 설비라고 하더라도, 건설 지역에 따라 건설비용, 이용률, LCOE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은 확고한 추세

이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조건에 따른 비용 

변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May 2019.

“주요 
재생에너지원 
LCOE의 지속적인 
하락이 세계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의 지역 간 
격차로, 지역 
조건에 따른 비용 
변동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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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6월 3~7일)>

¡ 국제유가(Brent유)는 6월 첫째 주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5일에는 $60.63/bbl로 하락해 

약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다음날 반등해 7일에는 $63.29/bbl로 마감하였음.

‒ WTI유 가격도 6월 첫째 주에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6월 5일에는 $51.68/bbl로 떨어져 지난 1월 

중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반등해 7일에는 $53.99/bbl로 마감하였음.

‒ Dubai유 가격은 6월 첫째 주에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6월 6일에는 $59.37/bbl로 떨어져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7일에는 $61.20/bbl로 반등하였음.

유종

월
Brent WTI Dubai

유종

일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5/20 71.97 63.10 -

          2월 65.73 62.18 62.72 5/21 72.18 62.99 71.64

          3월 66.72 62.77 62.74 5/22 70.99 61.42 71.23

          4월 71.76 66.33 68.27 5/23 67.76 57.91 69.22

          5월 77.01 69.98 74.41 5/24 68.69 58.63 66.73

          6월 75.94 67.32 73.61 5/27 70.11 - 66.88

          7월 74.95 70.58 73.12 5/28 70.11 59.14 67.31

          8월 73.84 67.85 72.49 5/29 69.45 58.81 67.13

          9월 79.11 70.08 77.23 5/30 66.87 56.59 67.12

         10월 80.63 70.76 79.39 5/31 64.49 53.50 63.83

         11월 65.95 56.69 65.56 6/3 61.28 53.25 60.17

         12월 57.67 48.98 57.32 6/4 61.97 53.48 60.03

 2019년  1월 60.24 51.55 59.09   **6/5 60.63 51.68 -

         2월 64.43 54.98 64.59 6/6 61.67 52.59 59.37

         3월 67.03 58.17 66.94 6/7 63.29 53.99 61.20

          4월 71.63 63.87 70.94

          5월 70.30 60.87 69.38
*6월 61.77 53.00 60.19

* 6월 7일까지의 평균; **5월 20일은 싱가포르 Vesak Day Holiday 휴일, 6월 5일은 싱가포르 

Hari Raya Puasa 휴일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6.10.)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6.7.) >

(단위 : 달러/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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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6월 첫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및 멕시코 간 무역마찰, 
▲미국 원유 재고 증가, ▲Rosneft社의 감산 연장 반대 발언 등이 있음.

‒ (미국과 중국 및 멕시코 간 무역마찰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마찰까지 빚어지면서 세계 원유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6월 첫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6월 10일부터 멕시코産 수입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음(2019.5.30.).2)

･ 만약 멕시코 정부가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 정부는 매달 
관세율을 5%p씩 상향조정해 오는 10월에는 최대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멕시코가 새로운 방위군을 조직해 6,000명의 군인을 과테말라와 접한 남부 국경 

지대에 배치하는 등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면서

(2019.6.7.),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되었음.3)

‒ (Rosneft社의 감산 연장 반대 발언) 러시아 국영 Rosneft社의 Igor Sechin 회장이, 러시아는 

자국의 의지에 따라 산유량을 조정해야 한다며, 감산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면 러시아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6월 4일 유가에 하방압력을 주었음.4)

‒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5월 31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677.1만 배럴 증가한 4억 8,326.4만 배럴에 달하면서 지난 6월 5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5)

･ 이는 대체로 5월 마지막 주 원유 수입이 증가한 데다, 산유량도 최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제설비의 투입량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5월 마지막 주 미국의 원유 순수입은 전주 대비 110만b/d 증가하였으며, 산유량은 1,240만
b/d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 대비 10만b/d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음.

･ 동기간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320.5만 배럴 증가한 2억 3,414.9만 배럴을, 정제유

(distillate) 재고는 전주 대비 457.2만 배럴 증가한 1억 2,937.2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1) Reuters, 2019.6.3.

2) Wall Street Journal, 2019.5.31.

3) Politico, 2019.6.7.

4) Reuters, 2019.6.4.

5) Reuters, 2019.6.5.; 미 EIA 홈페이지,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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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1/4 439,738  2/1 447,207 3/1 452,934 4/5 456,550 5/3 466,604

1/11 437,055  2/8 450,840 3/8 449,072 4/12 455,154 5/10 472,035

1/18 445,025  2/15 454,512 3/15 439,483 4/19 460,633 5/17 476,775

1/25 445,944  2/22 445,865 3/22 442,283 4/26 470,567 5/24 476,493

3/29 449,521 5/31 483,264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6.10.)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5.31.) >

(단위 : 1,000배럴)

¡ 2019년 6월 첫째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OPEC+ 감산 연장 가능성, ▲주식

시장 회복세 등이 있음.

‒ (OPEC+ 감산 연장 가능성) Khalid al-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에 참여하는 

OPEC+ 산유국들이 올 하반기에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우디 Arab News의 보도가 나와 6월 3일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6)

･ 또한, al-Falih 장관이, OPEC+의 감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임박하였으나 非OPEC 산유국과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고 6월 7일 발언하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7)

‒ (주식시장 회복세)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미국 주가는 약 2% 상승해 6월 4일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8)

･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Jerome Powell 의장이 세계 무역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도 높였음.9)

･ 이후, 미국 정부가 멕시코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는 Bloomberg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해 6월 6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10)

･ 지난달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가 급감함에 따라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 6월 7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11)

※ 2019년 5월 미국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는 7.5만 개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18.5만 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1~5월 월평균 일자리 증가는 16.4만 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의 월평균 22.3만 개보다 낮은 수준임.12)

6) Reuters, 2019.6.3.

7) Reuters, 2019.6.7.

8) Reuters, 2019.6.4.

9) Bloomberg, 2019.6.4.

10) Reuters, 2019.6.6.

11) Reuters, 2019.6.7.

12) Financial Times,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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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 시행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가 탄소세법이 최종 통과되어 법제화되었다고 발표하고(2019.5.2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하였음.13)

※ 남아프리가공화국에서 탄소세법은 2010년 처음 제안되었으나, 국영 전력기업 Eskom 및 철강 

기업 등의 수익감소 및 전기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최소 세 차례 연기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법은 2단계로 시행되는데, 1단계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2단계 시행 이전에 탄소세 부과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임.

‒ 1단계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USD8.3/tCO2eq(ZAR120/tCO2eq)이며, 시설용량이 10MW를 초과

하는 부문에 적용되나, 농림, 기타 용도의 토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탄소세 부과 대상의 60~95%에 대해 다양한 면세조치(tax-free allowance)를 시행할 

예정으로, 실제 부과되는 탄소세는 USD$0.41~3.3/tCO2eq(ZAR6~48/tCO2eq)에 그칠 것이나, 
2022년부터 면세조치는 없어질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에 대해 60%가 면세 배출이 허용되며, 공정 배출(process emissions)과 

탈루 배출(fugitive emissions)은 10%,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기업에 5%,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5%, 무역관련 부문에 최대 10%의 면세 배출을 허용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단계 기간에는 탄소세 시행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및 국외 환경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세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

하고 있음.14)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NDC를 통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조건 

398MtCO2eq에서 614MtCO2eq 사이에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음.15)

‒ 각국의 파리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Climate Action Tracker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였음.16)

13) Reuters, 2019.5.27.; Enerdata, 2019.5.28.

14) NPR, 2019.5.26.

15) Enerdata, 2019.5.28.

16) NPR, 20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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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미 뉴저지州,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33만 대 보급 목표 발표

¡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전기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무배출(zero-emission) 차량 33만 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발표하였음(2019.6.3.)17)

‒ ‘New Jersey Partnership to Plug-In’이라고 명명된 이번 이니셔티브는 뉴저지州 전기자동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일원화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뉴저지州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함.18)

※ NJDEP(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따르면, 수송 부문은 뉴저지州 

전체 질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71%와 42%를 각각 차지함.

‒ 이번 이니셔티브는 ‘뉴저지 공익사업규제위원회(New Jersey Board of Public Utilities, NJBPU)’
의 주도로 ‘뉴저지 환경보호부(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JDEP)’
와 ‘뉴저지 경제개발공사(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가 참여함.19)

‒ 각 부처가 맡은 주요 활동으로는 ▲기존 또는 건설이 계획된 충전소의 위치도 작성, ▲뉴저지州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州의회 의원들과 협력 등이 있음.

※ NJBPU는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

이거나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이니셔티브를 담은 ‘에너지기본계획(Energy Master 

Plan)’ 초안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예정임.

‒ 현재 뉴저지州는 모든 전기자동차 구매 시 판매세의 100%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州 내에서 

2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음. 또한, 310개의 공공충전소가 있으며 그중 68개소는 

고속충전소임.20)

¡ 또한, 뉴저지 州정부는 대형 폐기물처리 트럭과 통학 버스, 항만 관련 차량 등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음.21)

‒ 이를 위해 뉴저지州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폭스바겐이 각 州정부에 지불한 2차 

합의금의 일부를 이용할 예정인데, 2차 합의금 중 뉴저지州에 할당된 금액은 7,200만 달러임.

17) Platts, 2019.6.3.

18) Platts, 2019.6.3.; Electrek, 2019.6.5.

19) Platts, 2019.6.3.

20) NJ Spolight, 2019.6.4.

21) Electrek,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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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액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폭스바겐 환경오염 저감 신탁

(Volkswagen Environmental Mitigation Trustee)’의 승인이 필요함.22)

※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차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외에도 미 환경보호청

(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벌금을 납부하고,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44개 주정부와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23)

‒ 제시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Red Hook 터미널에 전기 야드 트랙터 10대, Newark 공항에 전기 

지상지원 장비 39대, Jersey City에 전기 폐기물처리 차량 5대 제공 외에도 다수가 있음.24)

▣미 EPA, 에탄올 15% 함유 휘발유(E15) 여름철 판매 금지 규정 철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이 15% 함유된 휘발유의 여름철 판매 금지 규정을 
철회하고 사계절 판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2019.5.31.).25)

‒ 바이오연료는 2007년 미 의회가 에탄올 혼합비율을 높여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개정한 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음.

※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는 정유회사가 휘발유, 디젤 등의 

수송용 연료에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부시 정부에서 도입함.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에서 생산한 에탄올이 혼합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목질계 에탄올(cellulosic ethanol)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연료도 포함됨.26)

‒ 과거 EPA는 휘발유로부터 발생되는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휘발유의 에탄올 혼합비율을 낮추어 휘발유의 리드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RVP)이 9.0psi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였음.

※ RVP는 연료의 증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연료의 RVP가 

높아짐에 따라 증발 속도가 빨라져 오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EPA는, 휘발유의 

RVP를 여름철에만 상압(14.7psi)보다 낮은 9.0psi 이하로 제한해 왔으며, 이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 때문에 휘발유가 증발해 스모그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 때문임.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E15 휘발유 연중 판매를 약속하였으며, 2018년 4월 정유기업 

등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27)

‒ 이번 EPA의 결정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상당한 지지를 보냈던 중서부의 주요 

농업 지대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미국産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게 된 미국 에탄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중국 정부가 에탄올이 10% 함유된 E10 휘발유 보급을 시도하면서 미국 에탄올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은 미국産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70%로 인상하였음.

22) NJ Spotlight, 2019.6.4.

23) Reuters, 2018.7.10.

24) Electrek, 2019.6.5.

25) Financial Times, 2019.6.1.

26) 인사이트, 제18-15호, 2018.8.23., pp.38~39.

27) Financial Times,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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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이오연료 로비 그룹 Growth Energy는, 다수의 소규모 정제설비가 에탄올 혼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좋다고 EPA가 예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E15 휘발유 연중 판매가 가져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게다가 현재 미국 전역에서 E15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요소는 2,00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에탄올 판매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 E15 판매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옥수수 
이용량이 20억 부셸(약 7,05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Growth Energy는 덧붙임.

※ 2019년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는 옥수수의 양은 55억 부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에너지 기업과 환경단체 등은 E15 휘발유 연중 판매로 여름철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고 

대기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며 E15 연중 판매를 반대하고 있음.28)

‒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생산기업 협회(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 
AFPM)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르면, EPA가 E15 연중 판매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 환경단체들은 에탄올 연소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음.

･ 그러나 Andrew Wheeler EPA 청장은 에탄올 함유량이 높은 휘발유가 연소할 때도 함유량이 

낮은 휘발유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EPA는 E15 연중 판매가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minimal)” 것으로 판단하였음.

‒ 미국 야생동식물연맹(National Wildlife Federation, NWF)의 David DeGennaro는, 옥수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옥수수 경작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 수질 악화, 야생동물 
서식지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MHPS社, 미 유타州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건설 계획

¡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MHPS)가 재생에너지 전력의 간헐성 관리를 위한 

1,000MW 규모의 저장설비를 미국 유타州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함(2019.5.30.).29)

‒ ‘Advanced Clean Energy Storage(ACES)’라고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수소나 압축공기를 

암염동굴에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할 계획으로, 둘 중 하나 또는 둘을 결합하여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임. 

･ 마치 양수발전의 기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력가격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암염동굴 속에 기체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발전

하는 방식임.

･ 수소를 이용할 경우, 전력망에서 무료로 공급받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한 이후 설비에 

수소를 주입하고, 후에 필요 시 수소를 방출해 가스터빈에서 연소함으로써 발전하게 될 것임.

28) Wall Street Journal, 2019.5.31.

29) Financial Times,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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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 사용 시에도 수소와 유사하게 무료 전력을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고, 이후 필요 시 
공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 MHPS는 일본 Mitsubishi社와 Hitachi社의 합작기업이며, 이번 컨소시엄에는 그간 액체연료 

저장을 위한 동굴 개발 경험이 있고 ACES가 들어설 암염동굴을 소유한 Magnum Development社도 

참여함.

‒ 암염동굴 준비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그동안 MHPS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발전기술을 
개발하여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저장시설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노력할 것임.

･ 리튬이온 배터리 이용 시 최대저장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는 반면, 수소나 

압축공기 이용 시에는 저장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

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단기 저장이나 급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경우를 위해 플로우 배터리(flow battery)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도 현장에 배치할 예정임.

‒ ACES는 캘리포니아州 및 서부에 위치한 다른 州의 전력시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독특한 지질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이 어려움.

‒ ACES의 투자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고, 초기 용량은 250MW이나, 이후 최대 1,000MW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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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핀란드,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설정

¡ 핀란드의 중도좌파 5당 연립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한 뒤 최종적

으로 2050년에는 탄소 순흡수(carbon negative)를 이루어낸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발표

하였음(2019.6.4.).30)

※ 탄소 순흡수(carbon negative)는 한 국가 내에서 전체 삼림자원이 흡수하는 CO2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순탄소배출량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핀란드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15)이 정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보다 10
년 앞당겨진 목표치이며, 유럽국가 내에서도 급진적인 목표에 속함.

･ 이번 목표는 핀란드 총선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안임.

‒ 203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풍력 및 태양광 확대, ▲난방 및 수

송 부문의 전력화, ▲바이오에너지 현행 대비 10% 확대 등이 제시되었음.

･ 특히 바이오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농림업 부산물을 중심으로 2035년까지 바이오에너지를 

현행보다 10% 추가 생산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2억 3,000만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석연료 세금 인상을 

통해 7억 3,000만 유로, 국유자산 처분을 통해 25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됨.

‒ 핀란드는 7월부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장국 지위를 맡게 될 예정이며, 
이러한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방향은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핀란드 외의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 또한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

나, 주된 수단이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배출상쇄에 치우쳐, 직접적인 탄소배출 감소

를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핀란드와는 차이가 있음.31)

¡ 핀란드가 탈석탄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삼림자원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32)

‒ 핀란드 정부는 2029년 5월 1일부로 핀란드 내 석탄발전을 완전히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30) The Guardian, 2019.6.4.

31) Euractive, 2019.6.4.

32) Reuters,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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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2019.2.28.),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원 중 바이오매스가 가장 유력함.33)

※ 석탄발전은 2018년 기준 핀란드 최종에너지소비의 약 40%를 공급함.

･ 이는 난방용 에너지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이용 확대 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태양광 및 지열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개발 완료되지 않은 데에 기인함.

‒ 한편 핀란드 에너지부에서는, 현재 벌목이 허가된 핀란드의 삼림자원은 대부분 펄프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적으므로, 바이오매스 수요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러시아 등지로부터 자원을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영국, 18일간 석탄발전 0% 기록 달성34)

¡ 영국의 송전망 운영자인 National Grid ESO(Electricity System Operator)는 2주간 석탄발전 

없이 국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인 ‘Coal-Free Fortnight’를 시행하여 5월 31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8일이 지난 6월 5일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음(2019.6.5.).

※ 영국은 2017년 4월 22일 24시간 석탄발전 제로(0) 기록을 시작으로 무(無)석탄발전 기록을 

측정하는 coal-free run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17일부터는 Coal-Free 

Fortnight(역자주: 2주)를 진행하였음.

‒ 영국은 2019년 5월 17일 15시 12분 이후 영국 내 모든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한 후 18일
(438시간)이 지난 2019년 6월 5일 21시 20분까지 석탄발전 없이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였음. 

･ 프로젝트 2주차에 해당하는 2019년 5월 31일 15시 12분까지 평균적인 전력믹스는 천연가스 

39%, 원자력 20%, 풍력 13.5%, 태양광 7.6%, 전력수입 11.8% 등으로 이루어졌음.

※ 영국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전체 전력소비의 약 10%를 수입함.35)

‒ National Grid는 석탄발전소의 재가동 발표와 더불어 2019년 6월 5일부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한 
것은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음. 

   

자료 : National Grid ESO

< 2019년 5월 석탄발전 제로(0) 기간 동안의 영국 전력믹스 >

33) Reuters, 2019.2.28.

34) National Grid Electricity System Operator Britain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ng_eso

35) The Times, 2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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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679시간(약 28일) 동안 석탄발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번 프로젝트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 시행했던 coal-free run의 기록을 합친 결과로, 
각각 193시간(2019.5.1.~5.9)과 133시간(2019.5.11.~5.15) 동안 석탄발전을 하지 않았음.

‒ 영국 정부는 프로젝트의 순항 요인이 2012년 40%에 달했던 석탄발전 의존도를 2018년 5%까지 
낮춘 데 있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영국은 2025년 탈석탄을 달성한 뒤 최종적으로 205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영국에는 현재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총 12GW 규모)가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2025년까지 순차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 영국은 탈석탄에 따른 발전용량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해상풍력자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인 Hornsea-1, 2프로젝트(총 2.61GW 규모)가 
2022년 완공될 예정임.

･ 이외에 태양광발전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2018년 6월 기준 12.9GW의 용량을 확보

하였으며, 2019년 5월 14일에는 총발전량 중 25%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공급하였음.

▣ EU, 청정연료로서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제시36)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3월 13일 팜유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정연료로서의 팜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2019년 6월 중순 이후 적용을 앞두고 있음.37)

※ EU는 2008년에 2020년까지 EU 역내의 수송연료 중 재생연료 비중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바이오디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팜유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바이오디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음.

‒ 새로운 EU 팜유 기준에 따르면 팜유를 이용하여 생산된 바이오디젤이 청정연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변화 없이 생산되거나 소규모 영농업자가 생산한 팜유를 이용해야 함.

･ 토지이용변화(Indirect Land Use Change, ILUC)는 팜유생산을 위하여 기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기름야자나무를 심는 등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기존 식용작물을 재배하던 토지에 기름야자가 재배되어 농지가 축소되고 있음. 

･ 또한, 열대우림을 불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팜유 생산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기여함.

‒ 이러한 팜유 규제에 대하여 세계 팜유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횡포’ 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음.

36) Bloomberg, 2019.5.22.

37) European Commission,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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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에너지기업 Total社는 프랑스 남부 La Mede 소재 자사의 바이오디젤 정제시설이 2주 

이내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EU의 새로운 바이오디젤 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2019.5.30.).38)

‒ Total社는 해당 정제시설에서 EU의 새로운 바이오디젤 기준에 맞춰 ILUC 없이 La Mede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유지 30만 톤과 다른 식물에서 생산된 식물성 유지 및 재활용 식용유와 
산업유, 동물유 등을 수입하여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에 가동 시작을 앞둔 정제시설은 2015년 Total社가 기존 La Mede 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원유정제시설에 2억 유로를 투자하여 바이오디젤 정제시설로 전환한 것으로서, 팜유를 이용해 

연간 50만 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39)

‒ 그러나 해당 시설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산 팜유를 원료로 이용할 경우, La Mede의 지역

산업인 식물성 유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전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 가동 시작은 몇 차례 연기되었음.

･ 이에 대하여 Total社는 La Mede 지역에서 기존 생산되고 있는 60만 톤의 식물성 유지 중 

30만 톤을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내의 우려를 종식시켰음.

▣네덜란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하한선 설정 법제화 움직임40)

¡ 네덜란드 재무부와 경제기후정책부는 2020년 1월부터 국내온실가스의 배출권 가격하한선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표결을 요구하였음(2019.6.5.).41)

‒ 이는 2018년 12월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기후계획의 초안에서 한 차례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해당 초안은 EU-ETS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음.

‒ 법안에 따르면 가격하한선은 EU-ETS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될 예정으로,  EU-ETS
가격이 네덜란드에서 정한 가격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시, 네덜란드에서는 국가 가격하한선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규제함.

･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 기준에 영향을 받는 업체로는 발전소, 화학공장, 식품생산공장 
및 제지공장 등 네덜란드 내의 135개 사업체가 있음.

‒ 배출권 가격하한선은 배출권의 톤당 현물가격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시 발동될 예정이며, 최저

가격은 2020년에 톤당 12.30유로로 설정된 뒤 점진적인 상승을 거쳐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톤당 31.90유로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짐.

※ 2019년 6월 4일 기준 EU-ETS 내 ETS 가격은 23.96유로임.

38) Reuters, 2019.5.30.

39) Energy Reporters, 2019.6.1.

40)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9.6.4.

41) Reuters,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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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네덜란드 정부에서 제시한 CO2 가격하한선은 2020년 톤당 18유로로 시작해 2030년 

43유로에 이르는 것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협의를 거친 후 12.30유로로 설정되었음.42)

‒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법안이 EU-ETS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년 내에 

EU-ETS 가격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CO2 가격하한선 도입이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발적으로 가격하한선을 도입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현재 EU-ETS 참여국 중 ETS 가격하한선을 설정한 국가로는 영국이 있으며, 지난 2013년에 

2021년까지 배출권 1톤당 18파운드로 가격하한선을 설정한 바 있음. 

･ 또한, 네덜란드와 영국을 포함한 9개국 대표는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진행된 

COP24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U-ETS 시스템 자체에 ETS 가격하한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네덜란드와 함께 EU-ETS 가격하한선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힌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있음.

42) Montel,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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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30년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목표 달성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설비 발전 포럼(2019.5.16.~18.)’에서 중국철강연구과학기술집단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중국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 발전 청서(2016)(이하 ‘청서’)’에서 제시한 

2030년 수소 수송망 구축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함43). 

※ ‘청서’에서는 2020년과 2030년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충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음.

< 중국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 발전 청서(로드맵)(2016년) >

2020년 2030년

산업 생산총액 3,000억 위안 1조 위안

연간 생산규모 720억m3 1,000억m3

충전소 100개 1,000개

연료전지 발전(發電) 20만kW 1억kW

연료전지 차량 1만 대 200만 대

수소 열차 50대 -

수소 파이프라인 - 3,000km

자료 : 字源与環境分院

‒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수소가스가 금속과의 반응으로 취성(脆性)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 파이프라인 재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의 높은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단가로 수소 공급비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해외 대형 가스기업의 평균 수소판매가격은 20위안(약 3,400원)/kg인 데 반해, 중국 일부 

지역의 최종 수소판매가격은 40위안/kg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수소 수송 파이프라인 구축 총연장은 400km에 불과하며, 주로 

환보하이만(環渤海灣), 장강삼각주(長三角) 지역에 건설되어 있음.

‒ 2019년 5월 말 기준, 중국 내에서 최대 수송능력을 갖춘 수소 파이프라인은 CNPC에서 2015년 

허난省 지위엔市 공업원區와 뤄양市 지리區 사이에 건설한 것으로, 총 투자 규모는 1억 

5,400만 위안(약 263억 원)이고, 연간 수송능력은 10.04만 톤, 직경은 508mm, 총 길이는 

25km임. 

43) 中國能源網,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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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중국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방문 기간(2019.6.5.~7.) 동안 양국은 석유･가스, 원전 등 에너지 
부문에서 다수의 협력문서를 체결함.44)

‒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기간(2019.6.6~8) 중 ‘제2차 

중-러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석유･가스, 원자력, 전력, 은행 등 부문에서 중-러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2019.6.7.). 

･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중･러 양국의 비즈니스 대표들은 3.1조 루블(약 57조 원) 규모의 

650여 개 계약을 체결함.

‒ (석유･가스 부문) 중국 국영석유가스기업 Sinopec은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Novatek社 및 러시아 
은행과 중국에 천연가스 무역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함(2019.6.5). 同 합자회사는 

Novatek社의 LNG를 구입해 중국시장에 판매할 예정임.

･ Sinopec 다이허우량(戴厚良) 회장은, 이번 계약은 중국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1분기 천연가스 생산량은 441억m3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수입량은 335억m3(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소비량은 770억m3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임.

‒ 중국 Sinopec은 러시아 석유화학기업 Sibur社와 아무르 가스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同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2019.6.5.).

‒ 지난 4월 25일 중국 CNPC와 CNOOC는 러시아 Novatek와 ‘Arctic LNG-2 프로젝트’의 지분을 
각각 10%, 총 20%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43일 만에 최종 계약(share and purchase deal)을 
체결함(2019.6.7.).

※ 러시아 북극권 기단(Gydan) 반도에 위치한 ‘Arctic LNG-2 프로젝트’는 Novatek社가 추진하는 

Yamal LNG 프로젝트에 이어 북극해 지역의 두 번째 LNG 프로젝트임. 2022~2023년 완공 

및 수출개시를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3×6.6MMtpa임.

･ 同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비용은 Yamal 프로젝트에 비해 30% 저렴하고, 생산량은 20%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중국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社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의 석유 탐사 및 서비스 설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중국 석유기업과 협력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원전 부문) 중국 국영원전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CNNC)과 러시아 국영원전기업 Rosatom은 

역대 중･러 원전협력부문에서 최대 투자규모인 4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쉬다바오(徐大堡) 
원전 3･4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함(2019.6.5.).45)

44) 第一財經, 2019.6.9.; 21世紀經濟報道, 2019.6.11.

45) 中核集團,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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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省에 위치한 쉬다바오(徐大堡) 원전 3･4호기는 각각 2021년 10월, 22년 8월에 착공 

예정이며, 단일 원자로 건설기간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同 2기의 원자로는 러시아의 ‘VVER’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설비용량은 3,212MW, 설계

수명은 60년, 연평균 설계가동률은 90% 이상임.

¡ 한편, 2018년 중･러 무역액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양국의 

수출입 규모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46)

‒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소장은 조만간 ‘Power of Siberia’ 가스관이 완공되면, 첫 번째 중･러 
고속도로 교각과 철도 교각이 연내에 개통되어 양국의 무역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 NEA, ’19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관련 통지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9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부속문서인 ‘2019년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업무방안’과 ‘2019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건설 업무방안’을 함께 공개해 관련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함(2019.5.30.).47)

‒ ‘통지’에서는 ▲그리드 패리티 확보 가능한 프로젝트 건설 적극 추진, ▲경쟁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규범화, ▲전력 송출 및 소비 조건 전면 실행, ▲건설 투자･운영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2019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음.48)

‒ 또한, 최근 기풍(棄風)･기광(棄光) 문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소비의 어려움이 에너지 구조개편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

하는 조치를 마련함.

※ 기풍(棄風)･기광(棄光)이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아 소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

･ NEA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기풍 전력량은 각각 497억kWh, 419억kWh 및 277억kWh, 
기풍률은 각각 17%, 12% 및 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공정원 원사(院士) 리우지전(刘吉臻)은 장기간 중국 신에너지 설비 분포가 전력부하와 
상반되는 불균형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기풍･기광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그중 삼북(三北) 지역을 예로 들어, 삼북 지역은 전력부하는 중국 전체의 36%에 

불과하지만 전국 75%의 신에너지 설비가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임.

‒ 각 省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조건 및 관련 세비 정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프로젝트의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젝트 추진 중 지방정부 부처에서 자원 

양도, 건설 원조, 기증 등의 명목으로 사업체로부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체가 
지분을 직접 매도할 시 지방정부가 관련 사무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6) 華尒街見聞網, 2019.6.6.

47) 每日經濟網, 2019.6.3.; 科技日報, 2019.6.3.

48) NEA,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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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업무방안)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송출 및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건설 규모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함. 

･ ① ‘재생에너지원발전 13.5계획’, ‘풍력발전 13.5계획’, ‘국가에너지국의 재생에너지원발전 

13.5계획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 등이 각 省급 지역에 제시한 2020년 풍력발전 누적 계통

연계 설비용량 목표치를 기준으로, 2018년 말까지의 누적 설비규모와 건설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프로젝트 규모를 뺀 규모이어야 함.

･ ② 소비능력이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의 두 번째 전제조건임. 소비능력이 없을 경우 2019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풍력발전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 건설에도 소비능력이 미흡하면 건설이 불가능함.

‒ 같은 조건에서는 우선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할 것을 장려함. 
2019년도 국가보조금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 풍력발전 전력 소비능력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권장함.49)

‒ (태양광발전 업무방안) 올해 배정된 30억 위안(약 5,100억 원)의 국가보조금은 올해 신규 태양광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입찰 참여 대상은 2019년 신규 건설 
프로젝트로 한정함.

‒ 최근 태양광발전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건설규모 이외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추가 추진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관련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건설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국가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 NEA 신재생에너지부 관계자는 이번 ‘통지’의 목적은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역대 가장 시장화 성향을 띤 정책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의 가격경쟁 시대 진입을 의미

한다고 덧붙임.

¡ 한편, 13.5계획(2016~2020) 이래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고, 
개발 단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2019년 1분기 말 기준, 전국 풍력발전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89억kW에 달해 이미 

‘풍력발전 13.5계획’ 목표치의 90%를 달성함.

‒ 2018년 말 기준, 중국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74억kW이고, 연간 발전량은 1,775억kWh로, 
설비용량과 발전량 기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보조금 부족 문제가 심화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광으로 인한 전력 제한공급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49) 經濟日報,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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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 PG社, 재생에너지 접속 가능량 확대 위해 일본식 C&M 시범 도입

‒ 도쿄전력 Power Grid社(이하 ‘도쿄전력 PG’)는 일본식 Connect and Manage(이하 ‘일본식 

C&M’)의 시범실시를 위해 지바현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력억제를 전제로 한 신규 계통접속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음(2019.5.17.).50) 

※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송전선(계통)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신규 송전선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 이에 경제산업성과 전력광역적운영추진

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은 

기존 송전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식 C&M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도쿄전력 PG에 따르면 지바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 1.4만 건, 10.3GW), 현행 계통접속방식 하에서는 효율적인 계통연계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신규 계통을 정비하기에는 800억~1,300억 엔 규모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최대 

1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면 계통 확충은 어려움. 

‒ 이에 도쿄전력 PG는 주로 태양광발전의 출력이 큰 오후 시간대에 출력억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신규 계통접속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잉여용량을 확보할 계획임. 

¡ 한편, 지바현 발전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51) 

‒ 지바현은 2019년 3월에 발표한 ‘환경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설비 도입량을 2028년
까지 4,000MW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였음(2017년 기준 2,267MW). 

‒ 그러나 평상시의 출력억제를 전제로 한 일본식 C&M을 시행한다면, 금전적 보상 없이 무기한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일본의 2016년도 1인당 CO2 배출량,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 기록

¡ 일본 정부는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발표하는 연차보고서인 ‘에너지백서 2019’를 

각의 결정하였음(2019.6.7.).52) 

‒ 에너지백서 2019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의 1인당 CO2 배출량은 9.0톤으로 OECD 35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35개국 평균(7.6톤)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이에 대해 최종소비 부문(가정･산업･수송)의 에너지효율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에서 

50) 日本経済新聞, 2019.5.17.; 東京電力, “千葉方面におけ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効率的な導入拡大に向けた「試行的な取
り組み」について”, 2019.5.17.

51) 日本経済新聞, 2019.5.17.

52) 日本経済新聞, 2019.6.7.; 経済産業省, “平成30年度エネルギーに関する年次報告(エネルギー白書2019)”,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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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한편, 가장 낮은 1인당 CO2 배출량을 기록한 국가는 라트비아(3.4톤)였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16.0톤)였음. 

¡ 이에 에너지백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 우선 비화석전원(재생에너지･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이중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 및 계통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비화석전원의 비중은 19%임(재생에너지 16%, 원전 3%).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비화석전원 비중을 44%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 

‒ 또한, 에너지전환과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탄소재활용(carbon recycle)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일본의 1차에너지공급 및 전원 구성 추이 >

(단위 : %)

1차에너지공급 전원 구성

2010 2017 2030 2010 2017 2030

LNG 18 23 18 29 40 27

석유 40 39 33 9 9 3

석탄 23 25 25 28 33 26

원자력 11 1 10~11 25 3 20~22

재생에너지 8 11 13~14 9 16 22~24

자료 : 경제산업성

▣일본 기업, 석탄발전의 탄소 재활용 실증시험 검토 착수

¡ J-Power社와 주고쿠전력은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Osaki Coolgen社가 실시

하고 있는 IGFC(integrated coal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실증사업에서 포집되는 

CO2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재활용(carbon recycle) 실증시험 검토에 착수하였음.53) 

‒ NEDO와 Osaki Coolgen은 석탄화력발전소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IGFC와 CO2 분리･
회수 기술을 결합한 저탄소석탄화력발전 실현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2월
부터 2020년까지 IGCC(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로부터 CO2를 회수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J-Power와 주고쿠전력은 실증시험 과정에서 포집된 CO2를 액화 및 수송하여 효율적인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재활용 실증시험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2018.7월)을 통해 2050년까지 에너지전환 및 탈탄소화에 

53) 日本経済新聞, 2019.6.5.; J-Power, “次世代石炭火力発電所から回収したCO2の有効利用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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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중 2020년에 CCUS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J-Power가 Kagome社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토마토 농원(토마토 광합성 촉진을 위해 연간 

수천 톤 규모의 CO2를 이용하고 있음),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연구, 주고쿠

전력 등이 개발한 친환경콘크리트(CO2와의 화학반응을 통해 강화한 재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등 현재 CO2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시험을 검토할 것임. 

¡ 한편,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탄소 재활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음(2019.6.7.).54) 

‒ CCUS 기술을 통해 회수된 CO2를 화학품(바이오매스 화학품, BTX 등), 연료(미세조류 바이오

연료 등), 광물(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산업성, 일본 에너지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조사비용 지원

¡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고품질 에너지 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실시 가능성 조사 

사업비 보조금(일본의 인프라 해외 진출 촉진 조사)’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음(2019.5.31.).55) 

‒ 일본 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일본 내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아시아 등 
신규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해외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일본 기업의 해외 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F/S)에 

예산(2019년 예산액 약 9억 엔)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기획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조사비용의 약 50%를 보조받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경협인프라전략회의(내각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에서 인프라 수주 

금액을 2020년에 약 30조 엔까지 확대시킬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2016년 실제 수주 규모는 

약 21조 엔이었으며, 이 중 에너지 관련 수주는 4.7조 엔이었음. 

¡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보조금 교부 사업 공모에서 1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교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많았음. 

‒ (태양광발전) TOYOTA TSUSHO社의 태양광발전 및 ESS를 이용한 전원개발 관련 사업(잠비아 
및 이라크), 도쿄전력과 TEPSCO社의 태양광 투자 사업 및 O&M 서비스 사업(대양주)이 선정되었음. 

‒ (화력발전) 간사이전력의 화력발전소 운영 효율화 사업(미얀마)과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社의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방글라데시)이 선정되었음. 

‒ (기술개발) TEPCO IEC社의 AI를 활용하여 전력 설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 도입 

사업(미국), 도쿄전력 PG의 전력 안정공급 사업 모델(Microgrid as a Service, MaaS) 사업(호주) 
및 필리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설비에 재생에너지 및 ESS를 조합한 발전사업(Hybrid IPP사업)이 

선정되었음.

54) 経済産業省, “カーボンリサイクル技術ロードマップ”, 2019.6.7.
55) 日本経済新聞, 2019.5.30.; 経済産業省,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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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 가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LNG 수입 예정

¡ 호주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임에도 향후 남동부 지역에서의 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 수입을 추진하고 있음.56)

‒ 호주 북서부 지역은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과 수출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 등으로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동부 지역은 생산량 감소와 장기계약 하의 LNG 
수출에 따른 내수용 가스 공급부족 등으로 내수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음.57)

‒ IHS Markit에 따르면, 호주는 국내 가스 공급부족으로 2021년부터 LNG 수입을 개시･확대해 

나갈 예정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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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HS Markit(2019.4.30.), “LNG Market Briefing: First quarter 2019 review and outlook”

< 호주 LNG 수입 전망 >

(단위 : 백만 톤)

･ 2019년 4월 New South Wales(NSW) 주정부는 호주 최초의 LNG 수입터미널 건설을 승인하여 
2020년 말 LNG 수입 개시를 목표로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가 진행 
중임. 또한, 현재 Victoria 주에 AGL Energy社와 ExxonMobil社, NSW 주에 한국 EPIK社, 
South Australia 주에 Venice Energy社의 LNG 터미널이 제안된 상태임.59)

‒ 호주는 수입 대상 물량으로 아시아 시장의 현물 혹은 단기계약 물량을 고려 중임.60)

･ 호주 동부 지역의 LNG 수출 프로젝트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과 JCC(Japan Crude Cocktail)에 

연동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아시아 현물 또는 단기계약 가격은 LNG 수급상황에 

맞춰 형성되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56) Reuters, 2019.5.30.

57) 인사이트, 제17-36호, 2017.10.23., p.4.

58) IHS Markit, “LNG Market Briefing: First quarter 2019 review and outlook”, 2019.4.30.
59) Reuters, 2019.3.4.; 인사이트, 제19-17호, 2019.5.13., pp.38~39.

60)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June 2018,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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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NSW 주정부는 호주 최초의 LNG 인수기지를 시드니 Kembla항에 건설

    (Australian Industrial Energy社 소유)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음(2019.4.29.).

자료 : Reuters(2019.3.4.), “Australia planning to import LNG: What’s next? 

      Coals to Newcastle?”

< 호주 LNG 터미널 및 가스 매장지 현황 >

¡ 호주 남동부 지역 LNG 수급불균형의 주요 요인으로는 ▲가스 배관 인프라 문제, ▲높은 가스

가격, ▲가스생산 감소, ▲가스생산 규제 등이 있음.61)

‒ (가스 배관 인프라 문제) 남동부 지역의 증가하는 가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호주 
북부지역 및 퀸즐랜드 주로부터 142PJ 상당의 가스 공급이 필요하지만, 가스 배관 인프라 

구축･연장을 위한 직･간접비용 문제에 직면함.

※ 1PJ ≒ 23,900toe

‒ (남동부 지역의 높은 가스가격) 호주 내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가스화력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동부 지역 천연가스 생산기업들이 LNG 생산에 주력하면서 내수시장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어, 내수용 가스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음.62)

※ 호주 남동부 지역의 주정부는 국내 가스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국내가스안보계획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ADGSM)’에 의거 LNG 생산업체의 수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내수용 천연가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퀸즐랜드 

주에서 3개 LNG 수출터미널 가동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남동부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이 감소하여 가스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63)

61) SmallCaps, 2019.3.6.

62) 인사이트, 제18-14호, 2018.4.16.,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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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지역의 2018년 4분기의 가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10.01/GJ이었음.64)

‒ (가스생산 감소) 호주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EnergyQuest社의 ‘East Coast Gas Outlook to 
2036 보고서’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의 가스 생산이 2025년부터 감소하여 남동부 지역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65)

※ 퀸즐랜드 주의 석탄가스 생산량은 연간 100PJ씩 감소하고 있음.

‒ (가스생산 규제) 빅토리아 주는 비전통가스의 생산을 영구적으로 금지하였으며, 2020년 중반

까지 육상의 전통가스 개발 중단을 선언하였음(2017.3월). 또한, NSW 주정부는 석탄가스

(coal-seam gas 또는 coal-bed methane) 프로젝트와 수압파쇄법을 포함한 비전통가스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66)

▣태국 전력공사, LNG 공급업체 선정 작업 마무리 단계

¡ 태국 전력공사 EGAT(Electricity Genereating Authority of Thailand)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가스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LNG 직수입이 가능해져 LNG 공급자를 물색 중임.

‒ 이전에는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PTT社(PTT Public Company Limited)가 LNG 수입을 독점

했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Policy Committee, NEPC)의 결정으로 2018년
부터는 PTT社 이외의 기업도 정부 허가로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2017.7.31.).67)

･ 태국은 국내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국내 생산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LNG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68)

※ 태국 에너지부 장관은 증가하는 가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7년까지 연간 2,300만 톤의 

LNG를 수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69)

‒ ‘태국 에너지산업법 2007 제81조’에 기초하여 EGAT社는 2018년부터 연간 150만 톤의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며(2017.8월), 이에 따라 EGAT는 PTT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로 
LNG를 수입하는 기업이 될 것임.

･ EGAT는 2019년부터 2056년까지 총 38년간 PTT가 소유한 태국 유일의 Map Ta Phut LNG 
수입터미널 이용권(총 1,150만 톤/년 중 150만 톤/년)을 확보하였음(2017.10월).70)

※ ‘태국 에너지산업법 2007 제81조’는 에너지 공급망을 소유한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업에게 

자사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도록 규정함.71)

63) 인사이트, 제19-17호, 2019.5.13., pp.38~39.

64) SmallCaps, 2019.3.6.

65) 전게서

66) SmallCaps, 2018.12.20.;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June 2018, 2018.6.

67) 인사이트, 제18-32호, 2018.9.10., p.35.

68) IHS Markit, “Thailand: LNG Market Profile”,
69) Bangkok Post, 2019.5.21.

70) 전게서

71) King & Spalding, Gas Market Reform: the Advent of Third Party Access in Asi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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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HS Markit(2019.3.8.), “Thailand: LNG Market Profile”

< 태국 천연가스 공급 추이 >

‒ EGAT社는 Petronas, Qatargas, Royal Dutch Shell, Chevron, Marubeni 등 12개 기업을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한 기업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동부 지역의 Map Ta Phut LNG 터미널을 

통해 향후 4~8년간 150만 톤/년의 LNG를 수입할 계획임.72)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NG 계약가격은 Brent유와 연동되고 기울기는 11%~1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올 6월까지 최종계약을 마무리 짓고 9월부터 LNG 수입을 개시할 예정임. 

※ EGAT社 외에도 Siamgas and Petrochemicals Plc, Gulf Energy Development, Electricity 

Generating Plc 등 다수의 태국 기업이 LNG 직수입을 추진 중임.73)

72) Reuters, 2019.6.6.

73) Bangkok Post, 2018.9.1.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MBtu: 1백만Btu

b/d: Barrel per day

MMb/d: 1백만b/d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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