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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중국의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

  주요단신

중국 p.31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 중국, 향후 10년 내 원자로 60기 이상 건설

일본 p.33 • 미국 본토産 LNG,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

• 오사카가스,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새로운 요금제 발표 

•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4호기, 안전심사 통과할 듯

러시아 
중앙아시아

p.37 • 러, 저유가에도 ’16년 원유 생산량 사상 최고치 기록 

•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출량, 유럽지역의 한파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우크라이나,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략안-2035 수립 

북미 p.42 • 미국産 LNG,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 급증

• 미 정부, 전략비축유 800만 배럴 판매를 위한 경매 실시

• 미 뉴욕州 내 Indian Point 원전, 2020~2021년부터 가동 중단 예정

중남미 p.46 • 아르헨티나, 2017년을 ‘재생에너지의 해’로 선포

• 멕시코, 연료 가격 자유화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 20% 폭등

• 칠레,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럽 p.49 • ’16년 영국의 석탄 발전량, 풍력 발전량보다 낮아져

• 프랑스 전력공사(EDF), Dunkerque LNG 터미널 상업운전 개시

• 영국의 북해 유전 폐쇄 비용,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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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 사우디, 감산합의 순조롭게 이행

• 이란, 석유･가스 상류부문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자격심사 결과 발표

•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 중단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 검토

아시아 
호주

p.58 • 싱가포르, ’18년 하반기부터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예정

• 호주, ’17년 자원 수출액 A$2,000억 돌파 전망

• 태국 PTT, BP와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1/6 1/9 1/10 1/11 1/12

Brent

($/bbl)
57.10 54.94 53.64 55.10 N.A

WTI

($/bbl)
53.99 51.96 50.82 52.25 53.01

Dubai

($/bbl)
54.25 54.35 53.14 52.22 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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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1/6 1/9 1/10 1/11 1/12

천연가스

($/MMBtu)
3.29 3.12 3.27 3.29 3.38

석탄

($/000Metric ton)
78.70 77.70 80.85 83.35 85.20

우라늄

($/lb)
21.90 22.00 24.25 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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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증  감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4 97.3 96.3 -1.0 1.5

     OECD 47.2 46.7 46.4 -0.3 0.7

     비OECD 50.2 50.6 49.9 -0.7 0.8

 세계 석유공급 97.6 98.8 99.8 1.0 1.7

     OPEC 40.5 40.7 41.1 0.4 1.3

     비OPEC 57.2 58.2 58.8 0.6 0.4

 세계 재고증감 0.2 1.5 3.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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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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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LPG 시장 동향과 시사점

가스정책연구실 서정규 선임연구위원(jkseo@keei.re.kr)

▶ 지난 5년 간 미국 내 천연가스와 NGLs 간의 가격 차이로 NGLs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 중류부문 사업자들은 

NGLs 생산 증가에 따른 LPG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PG 수출 터미널을 확충하고 미국산 LPG 

수출을 늘림. 

▶ 미국산 LPG 수출 증가로 지역별 LPG 교역가격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국제 LPG 

가격(열량기준)이 원유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LPG 수출 증가는 저렴한 LPG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수송선 시장의 여유,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 등은 미국산 LPG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미 우리나라 

LPG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LPG 비중이 50%에 근접함. 

▶ 국제 LPG 교역시장에서 미국 내 NGLs 수급이 가지는 영향력 증가를 감안할 때, 미국 NGLs 생산의 

동태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됨. 특히, 제품별, 지역별, 터미널별로 미국산 LPG 수출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간 교역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중단기적으로 미국산 LPG 생산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산 LPG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미국 내 NGLs 수요의 가변성, 중류부문 물류, 수송선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1. 머리말

¡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미국 내에 LPG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잉여 

LPG가 국제 교역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제 LPG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 2010년∼2015년 중 세계 LPG 생산량은 약 18%(연평균 3.3% 증가) 증가한 반

면, 국제 LPG 교역(수출)량은 약 30% 증가함.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급격히 증

가한 액상 천연가스(NGLs)1)에서 추출된 LPG의 잉여분을 해외에서 처분하기 

위해 수출량을 늘린데 따른 결과임.

※ 세계LPG협회(WLPGA)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LPG 수출량 증가에서 북

미 기여도는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출량 증가는 중동의 공급 증

가에 따른 것임.

‒ 미국산 LPG 수출물량의 절반 정도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화학이나 정유부문에서 LPG 특히, 프로판 

수요 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는 NGLs이 풍부한 가스전이 집중 개발되고, NGLs 분

1) 액상 천연가스(NGLs)는 기체 상태인 탄화수소 혼합물에서 추출된 에탄, 프로판, 부탄, 천연 휘발유

(펜탄+) 등의 액상 탄화수소분을 말함. 

“미국 내 잉여 
LPG가 국제 
교역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제 
LPG 수급 여건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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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설(gas processing plant with fractionation units)이 확충됨에 따라 LPG 공
급량이 급격히 증가함.

‒ 낮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연료용 LPG(주로 프로판)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잉여 LPG를 처분하기 위해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LPG 수출이 늘어남.

¡ 동북아지역으로의 미국산 LPG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LPG 교역가격의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 도매 현물가격은 향후 동북아 

지역의 LPG 교역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들어 동북아 현물 프로판 가격(CIF)과 미국 현물가격(FOB) 간의 차이

가 수출 터미널 처리비용과 수송비 등의 합에 근접함.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6% 정도였던 유럽과 아･태지

역으로 수출된 미국산 LPG의 비중이 2015년에는 약 48%로 늘어남.

※ 동북아지역의 프로판 현물가격(CIF)과 미국 프로판 현물가격(FOB) 간 가격 

차이 변화: 2013년 US$290/톤 → 2014년 US$140/톤 → 2015년 US$183/톤 

→ 2016년 US$60/톤 

‒ 향후 미국산 LPG 현물가격은 동북아의 LPG 수입 가격의 향배를 파악할 때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LPG 공급의 6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국산 

LPG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산 LPG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면

서 달라지고 있는 국제 LPG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화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0년 중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미

국산 LPG 수입 비중이 2015년에는 31%로 늘어남. 이에 따라 80%를 상회하던 

중동산 LPG 수입 비중은 60% 이하로 낮아짐.

‒ 특히, 프로판 수입량 중 미국산의 비중은 2016년 들어 50%(1월∼10월 수입량 

기준)를 상회하고 있음. 프로판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미주지역으로부터 수

입하는 부탄 비중도 2015년 21%에서 2016년에는 34%로 늘어남. 

¡ 이러한 국내외 LPG 교역 상황을 감안하여, 본 현안분석은 2010년 이후 본격화

된 미국산 LPG의 국제 시장 유입과 이후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함.

2. 국제 LPG 수급 동향

▣ LPG 생산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 LPG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

“미국산 LPG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국제 LPG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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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세계 LPG 생산량은 연평균 2.85%씩 증가함. LPG 생산 증가는 미

국과 중동지역이 주도하였으며, 2005년∼2010년 기간에 비해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1%p 높은 편임. 

‒ 2005년∼2010년 중 연평균 7.43%씩 증가하던 중동의 LPG 생산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3.37%로 낮아짐. 수출용 LPG의 90% 이상을 가스처리공정에

서 추출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2005년 이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생산량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낮아짐.

‒ UAE는 Das Island로부터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비수반가스를 기

반으로 하는 가스 처리 플랜트가 2011년부터 가동됨에 따라 2010년∼2015년 

중 LPG 생산량이 160% 증가함. 카타르는 2009년부터 생산 용량이 순차적으로 

늘어난 LNG 시설로부터의 생산이 증가함.

< 세계 LPG 생산 추이 >

자료: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

¡ 지난 5년간 가스처리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LPG의 비중이 15%p 이상(2010년 

58% → 2015년 75%, EIA 통계)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LPG 생산 

증가는 셰일가스전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09년 이후 셰일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천연가스 현물가격(Henry Hub spot price)은 

2012년 4월에 US$2.0/MMBtu 이하로 하락함. 2013년∼2014년 중에는 US$3.0
∼5.0/MMBtu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 NGLs의 가치2)는 US$10.0/MMBtu을 상회함.

‒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천연가스와 원유 혹은 NGLs 간의 가격 차이가 커짐.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상류부문 사업자들은 건성가스(dry gas)를 생산하는 셰일

층(shale play)보다는 NGLs이 풍부한 셰일층 개발에 집중함.

※ 습성가스가 매장된 셰일층 개발의 증가로 미국 평균 GPM3)은 2010년 1.2에서 

2) 일반적으로 NGLs의 가치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가중 평균 가격을 의미하

며, 천연가스 현물가격과의 차이가 커질수록 탄화수소 분류 사업이 경제성을 가지게 되어, NGLs 생산

량이 증가하게 됨. NGLs의 처리, 수송, 분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별로 차이가 있으며, US$2.0∼

US$4.0/MMBtu로 추정됨. RBN Energy, spotcheck: Gas Processing Frac Spread. 

“지난 10년간 
세계 LPG 
생산량은 연평균 
2.85%씩 증가”

“미국 LPG 생산 
증가는 
셰일가스전 
개발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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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6으로 높아짐.

< 미국 NGLs 및 천연가스 가격 추이 >

자료: EIA, RBN Energy

¡ NGLs 가치 증가에 따른 NGLs 분류시설 확충과 함께 NGLs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로 미국산 LPG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게 됨.

‒ EIA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6년(1월∼9월 평균) 중 미국 NGLs 생산량은 

연평균 8.7%씩 증가하여, 동기간 중 NGLs 생산량은 1.95배 이상 늘어난 일평

균 347만 배럴에 달함.

‒ NGLs 처리공장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

탄이며, 프로판, 부탄(iso & normal butane) 등의 순으로 추출량이 많은 편임. 

‒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때, 에탄은 파이프라인 가스(연료용 가스)의 원료(혼합)용
으로 활용함. 따라서 NGLs 생산에서 에탄의 추출비율이 2010년 42%이던 것이 

2015년 34%로 낮아짐. 이에 따라 프로판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2012년 이후 꾸준히 NGLs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들어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RBN Energy 등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이 과거 6년 간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 NGLs 생산 추이 >

주: 구성비는 2016년 1월∼9월 평균치 기준임.

자료: EIA

3) 가스전 가스(wellhead gas)는 기체가스, NGLs, 불활성 가스로 구성되며, 건성가스층은 가스전 가

스의 NGLs의 비중(Gallon Per Mcf, GPM)이 2 이하이며, 습성가스층은 GPM이 2+임. 

“NGLs 가치 
증가에 따른 
NGLs 분류시설 
확충 및 NGLs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로 미국산 
LPG 생산량이 
크게 증가”

“2012년 이후 
NGLs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들어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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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GLs 생산 추이(계속) >

자료: EIA

▣ LPG 수요

¡ 지난 10년간 세계 LPG 소비는 연도별로 증가율이 다소 등락하고 있지만,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년∼2010년 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2.61%이었으며, 5년 단위의 연평균 증

가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0.3%p 정도에 불과함.

< 세계 LPG 소비 추이 >

자료: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

‒ 대부분의 지역에서 LPG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아･태, 중동, 유럽 등이 소비 증

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편임. 특히, 아･태지역의 소비 증가율이 높은 편으

로, 지난 10년간 세계 LPG 소비 증가에 대한 아·태지역의 기여도는 약 50%임.

‒ 2005년∼2010년 기간 중에 중동지역의 소비 증가 기여도(40%)가 높은 편이었

지만, 그 이후 5년간의 기여도는 낮은 편임. 반면, 유럽은 경기침체로 2010년까

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증가함. 이에 따라 2010년∼2015
년 중 소비 증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10년간 
세계 LPG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특히, 
아･태지역의 LPG 
소비 증가율이 
높은 편”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호 2017.1.16

< 지역별 소비 증가 기여 >

자료: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

¡ LPG 수요 증가 요인은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동, 유럽, 북미지역은 주로 석유화학부문의 소비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

는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은 가정･상업부문에서 소비가 증가함. 

‒ 동남아, 중국, 인도 등에서는 가정･상업부문 소비가 증가한 반면, 중국과 한국은 

석유화학부문 수요 증가율이 높은 편임.

‒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부문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유

화학, 정유공장 등과 같이 가격탄력성이 높은 부문과 수송부문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LPG 소비 변화 >

자료: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

¡ 주요국들의 석유화학 및 정유부문 LPG 수요는 프로필렌 제조시설 증설 및 가동

률, 휘발유 수요, 납사 대비 LPG의 가격경쟁력, 미국산 에탄 및 에틸렌 유도체

(ethylene derivative) 수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 내 에탄 공급 과잉으로 해상 수출이 추진되고 있음. 2015년까지는 배관을 

통한 캐나다로의 수출이 전부였음. 에탄의 해상 수출은 2016년 3월 소형 선박

을 이용한 노르웨이(INEOS의 Rafanes cracker)로의 수출이 처음임. 2016년 12
월말에는 VLEC(very large ethane carrier)를 이용한 인도로의 공급이 이루어짐. 
향후, 스웨덴, 영국 등지로의 수출도 예상되고 있음.

“부문별 LPG 
소비에서 
석유화학, 
정유공장 등 
가격탄력성이 
높은 부문과 
수송부문에서 
높은 소비 
증가율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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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기반시설 구축, 석유화학 플랜트 연료전환 능력, 물류비용을 감안한 가

격경쟁력 확보 등이 향후 에탄 수출 증가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내에서 프로판은 절반 이상이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됨. 나머지는 석유화

학용 원료(에틸렌, 프로필렌 유도체 생산)로 사용됨. 부탄은 휘발유 첨가물, 석유

화학용 원료, 스프레이 등의 원료로 사용됨.

‒ 에틸렌을 생산하는 스팀 크래커는 원료로 에탄, 프로판, 부탄, 납사 등을 사용하

며, 플랜트 구성에 따라 프로필렌, 부틸렌 등을 함께 생산할 수도 있음. 2015년 

투입원료의 61%는 에탄이었음, 그 외 프로판 24%, 부탄 8%, 납사 등이 7%임. 

‒ 에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신규 플랜트(에탄의 일평균 사용량 44만 배럴)가 2016
년∼2017년 중에 가동될 예정이며, 이들 플랜트의 가동률에 따라 LPG 소비량

이 변동할 수 있음. 

‒ 2016년 말 기준으로 미국 내 프로판 탈수소화(Propane De-Hydrogenation, 
PDH) 플랜트 투입용량(프로판 기준)은 75만 b/d이며, 2017년 초에 35만 b/d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PDH 플랜트 생산용량의 증가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스

팀 크래커의 프로판 투입량을 줄여, 전체 프로판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 LPG 교역

¡ 지난 5년간 세계 LPG 수출량은 약 2,320만 톤(연평균 증가율 6.6%) 늘어남. 역
외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중동과 북미로부터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임.

‒ 북미지역의 역외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70%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NGLs를 기반으로 하는 중동지역 주요 생산국들의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임. 

¡ 지난 5년간 자국 내 석유화학부문 투입량 증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량은 감

소한 반면, UAE, 카타르, 이란 등의 수출량은 증가함. 이들 국가들은 사우디아

라비아와 달리 원유 수반가스가 아닌 비수반가스에서 LPG를 추출하고 있음. 

‒ UAE는 가스 처리 플랜트 증설에 따른 LPG 생산 증가로 2014년 이후 중동 최

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한편 카타르는 2009년부터 LNG 생산이 점진적으로 늘

어남에 따라 LPG 수출량이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정체 상태임.

‒ 자체 소비 증가로 수출량이 감소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생산 증가로 LPG 
수출량을 늘리면서 2016년 중동지역의 수출량이 약 300만 톤 늘어남.

“지난 5년간 세계 
LPG 수출량은 약 
2,320만 톤 증가 
(연평균 6.6%↑)”

“북미지역의 역외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70%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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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LPG 수출입량 추이 >
(지역별 수출) (지역별 수입)

자료: WLPGA 

¡ NGLs 생산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LPG를 흡수할 수 있는 국내 수요

의 부족으로 미국의 LPG 수출이 크게 증가함.

‒ NGLs 생산의 증가로 LPG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난방용 및 석유화학용 수요

는 에탄, 천연가스 등으로 충족됨에 따라 국내 수요와 상업적 거래용 저장시설 

용량만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미국 LPG 도매가격은 주요 수입지역의 LPG 네트백 가치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중류부문 회사들이 미국 LPG의 가격경쟁력을 바탕

으로 NGLs 파이프라인과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 2013년 1,000만 톤/년을 하회하던 미국 LPG 수출 터미널 용량은 2015년에 약 

2,000만 톤/년으로 늘어남. 계획되고 있는 수출 터미널을 고려하면 수출 터미널 

용량은 2018년에 3,500만 톤/년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유럽과 중남미 지역의 LPG 수입량도 증가하였으나, 중동과 미주지역의 LPG 수
출 증가의 상당한 부분은 아태지역에서 수입함. 

‒ EIA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5년 중 미국 수출량 증가분의 37%는 아시아에

서 수입했으며, 중남미와 유럽지역이 각각 31%와 18%를 수입함. 

‒ 주요 LPG 수입지역인 동북아지역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미국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과 중

국의 미국산 LPG 수입은 주로 석유화학용 원료로, 일본은 재고량 보충 및 중동

산 LPG 대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국 내 LPG 
공급 증가를 
흡수할 만한 수요 
부족으로 미국의 
LPG 수출이 크게 
증가”

“중동과 
미주지역의 LPG 
수출 증가의 
상당량은 
아태지역에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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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순수출 추이 >

자료: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6

‒ LPG 소비량의 약 90%가 주거용인 인도는 농촌지역의 LPG 보급 확대 정책으

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수입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보조금 없이 시장 확

대가 가능한 상황임. 

¡ 미국산 LPG의 수출 증가로 프로판 교역량이 부탄 교역량을 상회하게 됨. 부탄

은 NGLs에서 추출되는 물량이 프로판에 비해 적고, 자체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

로 수출량이 적은 편임. 

‒ 공급량의 약 50%가 휘발유 첨가물로 사용되는 부탄은 수요가 계절성을 띰. 또
한 비수기인 하절기에는 아이소 부탄 제조용으로도 사용되고(공급량의 20% 내
외), 석유화학용 원료(공급량의 20% 내외)로도 사용됨.

※ 노말 부탄은 스팀 크래커의 원료, 동절기에 휘발유가 쉽게 점화되도록 증기압

과 휘발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 아이소 부탄 제조용 원료 등으로 사용됨. 

아이소 부탄은 대부분 고 옥탄가, 저 증기압의 휘발유를 만드는 첨가물로 사

용되거나 스프레이 제조용으로 사용됨. 

< 미국 LPG 순수입 추이 >

자료: Kendall Puig, NGL Exports and Global Petrochemical Feedstock 

Competition, 2016. EIA

‒ 반면, 천연가스와 경쟁해야 하는 난방부문 수요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판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잉여물량이 많이 발생하여 미

“미국산 LPG의 
수출 증가로 
프로판 교역량이 
부탄 교역량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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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LPG 수출에서 프로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수송 시장 동향

¡ 최근 LPG 수송선 시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2014∼2015년 중 장거리 교역량

이 증가함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복량 공급 부족으로 LPG 수송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함.

‒ 파나마 운하가 확장·개통되기 이전에 미국의 LPG 수출 증가(특히, 동북아지역

으로의 수출)에 따른  LPG 물동량(ton-mile 기준) 증가율이 선복량 공급 증가율

을 상회함. 미국의 LPG 수출 증가(희망봉 경유 기준)는 중동 대비 2배 이상의 

물동량 증가를 유발함. 

※ Ras Tanura → 일본: 6,660 해리, U.S. gulf → 일본(희망봉 경유): 15,000 

해리, U.S. gulf → 일본(파나마 운하): 9,000 해리 

※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이전에 수송비 절감을 위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이용한 ship-to-ship 방식이 활용되기도 함. 이에 따라 

2014∼2015년 중에 파나마 인근 국가로의 LPG 수출이 늘어남(EIA, 2016)

¡ 그러나 2015년 이후 선복량 공급 증가에 따라 수송선 이용료가 큰 폭으로 하락

함. 2016년 8∼9월에는 현물 수송비(중동-일본)가 US$20/톤 이하로 낮아짐. 

※ 2014년 7월 US$143/톤 → 2015년 7월 US$138/톤 → 2016년 7월 US$26/톤

‒ 2015년∼2017년 중에 114척의 VLGC(very Large Gas Carriers, 70,000㎥ 이

상)가 추가로 건조되어 수송선 시장에 투입됨. 2009년∼2014년 중에 건조된 

VLGC 척수의 2.4배에 해당함.

< LPG 수송선 시장 동향 >
수송선(VLGC) 추이 수송비(중동-일본) 추이

주: 수송료는 중동↔일본 44,000톤 급 VLGC 현물가격 기준임.

자료: BW LPG, Thomson Reuter

¡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을 고려할 때, 2019년까지는 선복량 공급 증가율이 LPG 해
상 물동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물 수송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2014∼2015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복량 공급 
부족으로 LPG 
수송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2015년 이후 
선복량 공급 
증가에 따라 
수송선 이용료가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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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됨. 2016년 6월 파나마 운하의 확장･개통은 현물 수송비 하락을 압

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음.

3. LPG 교역 가격 동향

¡ 미국산 LPG가 국제 교역시장에 유입되기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가격

(Contract Price)이 동북아지역의 LPG 교역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1994년 10월부터 계약가격을 고시

함. 그 이전에는 일정한 공식에 근거하여 원유가격 열량 등가 기준으로 가격

을 결정함.

‒ LPG 고유의 수급환경을 반영하여 가치를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아람코는 매월 

원유가격, 석유제품가격 시황 분석을 바탕으로 익월의 계약가격(CP)을 결정함.

‒ 제한된 차익거래, 경쟁재 부재 등으로 인해 계약가격은 국제 LPG 수급 상황을 

반영한 LPG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유가 하락과 함께 지역 간 LPG 가격 차이에 근거한 미국산 LPG 수출 물량 증

가로 지역 간 LPG 교역가격이 서로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LPG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국 내 LPG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주요 

수입지역의 교역가격(혹은 납사 등과 같은 석유화학부문 원료가격)과의 격차가 

수출 터미널 처리비용과 수송비를 합한 금액을 상회하게 됨. 이에 따라 수출 터

미널 신규 투자와 함께 LPG 차익거래를 유발시킴.

※ 미국산 LPG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의 LPG 스펙에 맞도록 에탄 등을 추출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해상 수송을 위한 냉동시설도 갖추어야 함.

< LPG 시장 가격 추이 >
(프로판 가격) (부탄 가격)

자료: Thomson Reuter, WLPGA

‒ 수출 터미널의 확충과 함께 차익거래 증가로 인해 지역별 교역가격 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수송시장의 여유로 수송비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 수출 가격(도매가격+수송비)과 유럽과 아·태지역의 교역 가격 간

“미국산 LPG 
유입 이전에는 
사우디의 
계약가격이 
동북아 LPG 
교역가격 
기준으로 활용” 

“유가하락 및 
미국산 LPG 
증가로 지역 간 
LPG 교역가격 
차이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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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수출 터미널 처리비용 이하로 낮아짐. 이에 따라 일부 수출이 취소되

는 사례도 발생함.

¡ 원유가격과 셰일 생산에 따라 변동하는 미국 내 LPG 수출가격이 국제 LPG 가
격의 하한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Bloomberg 자료에 따르면, 미국 수출 터미널 이용료는 US$63∼US$73/톤이며, 
계약 취소 시에도 이용료의 60%∼70%를 지불해야 함.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

산 LPG의 수출 가능 가격은 중동산 수입가격에 터미널 이용 취소에 따른 부담

액을 합산한 것에 해당하게 됨.

¡ 미국산 LPG가 국제 시장에 유입되기 이전인 1995년∼2010년 중에 아람코의 계

약가격(CP)은 열량기준 원유가격 등가 대비 1.19∼1.22 수준이었던 반면, 2011
년 이후에는 0.97∼0.99 수준으로 낮아짐.

‒ IHS의 원유가격 및 미국 프로판 도매가격 전망을 전제할 때, 2020년까지 중동

산 프로판 가격은 원유가격 열량 등가 대비 90%∼1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산 LPG 수출 전후의 계약가격 분포 >

(프로판 가격) (부탄 가격)

주: 원유가격 열량 등가 대비 프로판, 부탄가격 비율, 브렌트 원유가격 적용

자료: 한국석유공사

¡ 미국 내 LPG 재고량 감소(2015년 말 대비 11.1% 감소), 지역별 가격 간의 격

차 축소 등으로 2015년∼2016년과 같은 기록적인 LPG 수출 증가세가 지속 가

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 미국 내 NGLs 생산･공급 상황의 변화, 석유화학부문 수요 증가 등도 LPG 수
출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가 되고 있음.

‒ 한편으로 미국 북동부지역의 수출 터미널 확충으로 수출 터미널 간 가동률 제고

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별 터미널 이용률과 이용료

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미국 내 LPG 
수출가격이 국제 
LPG 가격의 
하한을 형성하는 
양상을 시현”

“미국 내 LPG 
재고량 감소, 
지역별 가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LPG 수출 
증가세가 
2015~2016년 
수준을 지속하자 
못할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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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2010년 이후 미국산 LPG 수출 증가는 중동이 주도하던 세계 LPG 시장의 판도

를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산 LPG 공급 증가로 인해 과거 아･태지역의 교역에서 중동산 LPG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시기와는 달리 국제 LPG 가격이 원유가격 대비 낮은 수준(열
량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안정적이고 저렴한 LPG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렛대로 미국산 LP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산 LPG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미 석유화학용 원료로 미국 

산 LPG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LPG 수입에서 미주지역으로부

터의 수입 비중이 50%에 근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저렴한 LPG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뿐만 아

니라 미국의 NGLs 수급, 중류부문 물류 시스템, 수송선 시장 등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음.

‒ 원유가격 대비 LPG 가격의 하락, 미국 내 LPG 수출 터미널 용량의 증가와 함

께 미국 내 LPG 생산 증가율 둔화로 인해 지역 간 가격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 활용 가능한 LPG 수송선 선복량 증가로 인한 낮은 수송선 운임, 파나마 운하의 

확장·개통은 미국산 LPG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산 LPG의 가격경쟁력은 미국 내 LPG 수급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LPG 도매가격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LPG 도매가격은 셰일가스 생산 잠재력과 비용, 지역 내 원유가격과 액상 천연

가스(NGLs)의 가치, 석유화학부문 등의 LPG 수요, 수입국 LPG 대체재 가격

(예를 들어, 납사가격 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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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

해외정보분석실 김정인(jikim15228@keei.re.kr)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을 2016년 11월 

7일 발표함. 동 계획은 중국 발전 부문의 행동강령이자 지도문건임.

▶ 중국은 동 계획에 따라 전력공급 능력 확보, 발전원별 전원구성 개선, 전력망 개발, 종합적인 조절 능력,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국민 전력 사용 보장 등 6개 발전(發展)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202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를 7억7,000만kW(2015년 대비 2억5,000만kW ￪)까지 늘려 발전설비 

비중을 39%(2015년 대비 4%p ￪)까지 증대시키고,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1억kW 이내로 억제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55%까지 감축하는 것 등임.

▶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력발전 개발 및 확대, 신에너지 개발 및 최적화 배치, 에너지 이용의 다원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석탄화력발전의 업그레이드 가속화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함.

1. 개요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국가에너지국(NEA)은 2016년 11월 7일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이하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6차 전체

회의(3~6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13차 5개년 계획 요강’, ‘에너지 발전(發展) 13.5계획(2016~2020년)’에 근거하

여 본 계획을 마련･발표함.

‒ 동 전력부문 계획은 2001년 이후 15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전력 발전(發展)의 

행동강령이자 지도문건으로, 2020년까지 중국의 각 발전원의 달성계획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중국은 13.5계획 기간을 중국이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샤오캉사회(小康事

會: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확대

하기 위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음.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은 2016년 11월 
7일 ‘전력부문 
13.5계획(2016~20
20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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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부문 13.5계획의 발전(發展) 전략

▣ 전력공급 능력 확보

¡ 샤오캉사회 건설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을 위해서 2020년까지 중국 전체 전

력 수요 6조8,000억~7조2,000억kWh(연평균 3.6~4.8%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발전설비를 확충하여 발전설비 규모를 총 20억kW(연평

균 5.5% 증가) 수준으로 확대 추진함.

‒ 1인당 설비용량 및 전력소비량은 각각 1.4kW, 5,000kWh를 달성하여 전력소비 

측면에서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전력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

지하는 비중을 27%까지 확대함.

‒ 중국 정부는 전력 공급 부족이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연에 예방하

기 위하여 전력 부문의 목표를 다소 높게 책정하였음. 

¡ 정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비전력 규모를 2,000억kWh(2020년 

기준)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 발전원별 전원구성 개선

¡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전원믹스에서 비화석에너지의 기여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를 7억7,000만kW(2015년에 비해 2억5,000
만kW ￪)까지 확대하고,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39%(4%p ￪), 발전량 비

중은 31%까지 증대를 목표로 설정함.

‒ 가스화력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에 총 1억1,000만kW 이상까지 신규 확충･가
동하여, 가스화력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전체 석탄화력 설비용량을 11억kW 이내로 억제해, 2020년까지 석탄발전의  설

비 비중을 약 5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정부는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총 발전설비용량을 
20억kW로 확대 
추진”

“2020년까지 
전원믹스에서 
비화석에너지의 
기여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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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표 2015년 2020년
변화율

(연평균 %)
속성

전력

부문 

지표 

⋅총 발전설비용량(억kW) 15.3 20 5.5 예상치

⋅서전동송(억kW) 1.4 2.7 14.0 예상치

⋅총 전력수요(억kWh) 5.69 6.8~7.2 3.6~4.8 예상치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 

비중(%)
25.8 27.0 [1.2%p]＊ 예상치

⋅1인당 설비용량(kW) 1.11 1.4 4.8 예상치

⋅1인당 전력소비량(kWh) 4,142
4,860~

5,140
3.2~4.4 예상치

전원 

구조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 12 15 [3%p] 구속력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
35.0 39.0 [4%p] 예상치

⋅전통 수력발전(억kW) 2.97 3.4 2.8 예상치

⋅양수발전(만kW) 2,303 4,000 11.7 예상치

⋅원자력발전(억kW) 0.27 0.58 16.5 예상치

⋅풍력발전(억kW) 1.31 2.1 9.9 예상치

⋅태양에너지발전(억kW) 0.42 1.1 21.2 예상치
⋅화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
65.0 61.0 [-4%p] 예상치

⋅화력발전 설비용량 비중 59.0 55.0 [-4%p] 예상치

석탄발전(억kW) 9 ＜11 4.1% 예상치

가스발전(억kW) 0.66 1.1 10.8% 예상치

배출 

감축

및 

송배전

손실

⋅신규 석탄발전소의 평균 석탄 

소모량(gce/kWh)＊＊ - 300 - 구속력

⋅기존 석탄발전소의 평균 석탄 

소모량(gce/kWh)
318＊＊＊ ＜310 [-8] 구속력

⋅송전 손실률(%) 6.64 ＜6.50 - 예상치

공급

기반 

및 

대체 

⋅충전 인프라 건설 전기차 500만 대 분량 충전 시설 예상치

⋅대체 전기에너지 사용량 

(억kWh)
- 4,500 - 예상치

주 : * [ ]는 5년간 누적치임.

    * * ce/kWh : grammes of coal-equivalent per kilowatt-hour

    * * * 2015년 석탄발전소 평균 석탄소모량은 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電聯)에서 발표한 

화력발전소 평균 석탄 소모량을 근거로 추산함.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 목표 >

▣ 전력망 개발

¡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쪽에서 발전한 전력을 동쪽으로 송전) 송전망을 구축하

여, 송전능력 1억3,000만kW를 신규 확보해 2억7,000만kW까지 확대함. 

¡ 省 간 전력망 지선을 확충하여 주 전력망의 운영구조를 최적화하는 한편, 중

국 전역에 걸쳐 500kV 이상의 교류 송전선로 92,000km와 변전용량 9.2억kVA

“서전동송(西電東送) 
송전망을 
구축하고 신규 
송전능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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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규 증설함.

‒ 도시 중심지역에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건설하여 응용수준 및 전력공급 신뢰도

제고를 추진

‒ 농촌지역의 전력망 부족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여 낮은 전압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력공급 신뢰도와 전압적정률을 각각 99.72%, 97%까지 제고함.

‒ 이와 함께 가구당 평균 배전용량을 2kVA 이상으로 확대해 전기난방, 전기 충전 

인프라 등 전기에너지로의 대체기반을 마련함.

▣ 전력수급 조절 능력 강화

¡ 2020년까지 전력공급 안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양수발전 및 가스발전설비 확충을 

통한 전력수급 조절 기능 강화 추진

‒ 양수발전소의 신규 설비용량 1,700만kW을 확충해, 총 4,000만kW으로 증대시키

고, 피크기간 대비용인 가스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500만kW를 확충함.

‒ 열병합발전기와 전통 석탄화력발전소의 개선 규모는 각각 1억3,300만kW, 
8,600만kW로 설정함. 

¡ 또한, 전력매입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기풍(棄風)률과 기광(棄光)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어함.

‒ 기풍(棄風) 및 기광(棄光) 등을 포함한 전력망의 종합적인 송전 손실률을 

6.5% 이내로 억제함.

※ 기풍(棄風) 및 기광(棄光) 현상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

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풍력 및 태양에너

지가 낭비되는 현상을 말함.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 신규 건설한 석탄발전소의 kWh당 석탄 소모량을 300gce1) 이하로 감소시키고, 
기존의 석탄발전소는 개선 작업을 통해 kWh당 석탄 소모량을 310gce 이하로 

감축함.

¡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및 질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화력발전소의 폐수 배출 기준을 100% 달성함. 

‒ 30만kW 이상의 석탄발전설비에 탄소 초저배출 기술을 적용하며, 석탄발전설비

의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65gce으로 낮춤. 

1) tce(ton of coal equivalent)는 표준석탄 환산톤으로 중국에서는 1kg 표준석탄의 표준열량을 

7000kcal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gce(grammes of coal-equivalent)는 표준석탄 환산그램

임. 즉 1gce는 일반석탄을 표준석탄으로 환산한 값임.

“양수발전 및 
가스발전 설비를 
확충하여 
전력수급 조절 
기능 강화 추진”

“전력매입보장제
도를 시행하고, 
기풍(棄風)률과 
기광(棄光)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어”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모량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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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화력발전소(설비용량 2,000만kW 이상)을 가동 중지 및 폐쇄하여 온실가

스 감축을 도모함. 

▣ 전력화율 제고를 통한 국민생활 보장

¡ 2020년까지 증가하는 에너지수요 중 전력으로 대체하는 규모를 4,500억kWh로 

책정하였음.

‒ 소도시와 농촌의 전력망 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빈곤지역의 전

력공급 확대, 평원 지역에 수자원 개발에 전기우물펌프 보급 추진

‒ 북부지역 중대형 도시의 열병합발전소 열 공급률을 6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석탄보일러 사용 감축을 유도

‒ 동부지역에는 도시와 농촌의 전력공급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중서부지

역은 도시와 농촌의 전력 공급 서비스의 품질 격차를 개선

¡ 빈곤지역 및 소수민족 농촌 지역의 전력망을 확충하여 농업생산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력 수요 충족을 도모함. 

3. 전력부문 13.5계획의 추진과제

▣ 수력발전 개발 및 확대

¡ 수력발전자원 개발을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적극 개발하되, 주민

들의 거주지의 안정적 이전 보장 필요

‒ 중국 하류(河流) 지역인 룽토우(龍頭)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서남부 지

역의 수력 자원을 과학적인 개발 추진

‒ 간류 지역의 개발을 우선으로 하되 지류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체계적인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며,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은 지양함. 

¡ 수력발전소를 건설은 배후지역 전력수요에 기반하며 전력망 추진계획을 종합적

으로 연계하여 기수(棄水) 현상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요구됨. 

※ 기수(棄水) 현상은 송전망 접속용량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력발전

설비를 가동하지 못해서 수력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임.

¡ 수력발전설비 계획은 막대한 설비 확충이 요구되기에 재원조달 및 사회･환경적 

문제에 대응이 요구됨. 

‒ 특히, 2020년(13.5계획의 마지막 해)에 전통 수력발전 설비용량을 3.4억k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르면 신규 상업 가동되는 설비용량을 4,000만kW, 착공되

는 설비용량은 6,000만kW에 달할 것임.

“농촌 지역의 
전력망 확충 
추진”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수력발전자원의 
개발 및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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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개발 및 최적화 배치

¡ 집중형과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원(풍력･태양광발전 등)을 동시에 개발하되, 
지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전원을 발굴하여 전력망 확충 수요 감축 필요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풍

력･태양광발전소를 건설

‒ 분산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

여 태양광발전과 도시 및 건물의 에너지수요 유기적 연계 필요

¡ 중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에 풍력발전소 개발을 촉진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점차 확대함. 

‒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높은 지역 혹은 부하 중심지에 대한 풍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함.

¡ 삼북(三北, 화북･서북･동북)지역 내 기풍(棄風) 및 기수(棄水) 현상이 심각한 

지역의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조정 필요

‒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현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기풍 

현상으로 인해 풍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

▣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에너지원 다원화)

¡ 환경 보호를 전제로 하여, 도시의 생활쓰레기를 연소하여 에너지원으로 삼는 폐

기물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가스발전

소를 건설함.

‒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메탄가스발전소, 바이오매스발전소, 분산형 

바이오매스 기화발전소를 건설함. 이에 따라 2020년, 바이오매스발전의 설비용

량은 1,50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사용하는 발전소, 석탄과 태양에너지를 함께 사용하

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시범적으로 가동함.

‒ 동북지역 등 식량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 석탄과 농림폐기물 등을 함께 사용하

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시범 가동함. 화북, 서북지역에는 석탄과 태양열을 연료

로 하는 화력발전소 시범프로젝트를 진행함.

¡ 해양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시범프로젝트를 진행함. 조건에 부합하는 

연해지역에 해양에너지, 풍력,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고 도

서지역에 각 재생에너지발전소 간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함.

“집중형･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개발하고, 지역적 
수요에 기반한 
전원을 발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원화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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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발전과 에너지저장, 스마트 전력 수송, 에너지원 다원화 응용 신기술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함.

▣ 원전의 안전한 운영

¡ 원전 운영의 안정성 제고, 독자 자체 개발 원전기술 확대 적용, 원자력발전소 주

변의 환경보호 정책 강화를 추진함.

‒ CAP1400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연해 지역에 새로운 원전 건설사업을 진행

하며, 내륙 지역의 원전 건설 타당성 연구를 수행함. 

‒ 싼먼(三門), 하이양(海陽)에 독자 기술력을 보유한 AP1000을 건설하고, 푸졘
省 푸칭(福淸), 광시 자치구 팡청강(防城港) 등 지역에 ‘화룽1호(華龍㊀號)’
를 건설하여 시범 운행함.

¡ 13.5계획 기간 중 약 30GW를 상업가동하고, 30GW 이상을 추가 건설해 2020년 

원전 설비 규모를 약 58GW에 확대를 추진함. 

▣ 석탄화력발전의 고도화 촉진

¡ 석탄화력발전의 고효율화, 청정화,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발전기업의 석탄광 

운영을 장려하는 한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임. 

‒ ‘시장 주도와 정부 규제’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견지하고 리스크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취소, 심사 보류, 건설 보류(取消㊀批, 緩核㊀批, 緩建㊀批)2)’를 

실시함. 

‒ 전력 시스템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원거리 전력망 확충, 각 省 간 전력 교

류 확대 등을 통해 전력 부족 시 상호 융통 역량 제고를 추진함. 

‒ 소비지역의 수급상황에 근거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발 규모와 건설을 체계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지역이 외부로부터 받는 전력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함.

¡ 석탄화력발전소의 고도화 및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석탄연소 기술을 연

구･개발하여 적용하며, 석탄발전의 효율제고를 추진함. 

‒ 석탄화력발전소의 탄소 초저(超低)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 개조사업

2) 취소, 심사 보류, 건설 보류(取消一批, 緩核一批, 緩建一批)에서 ‘취소’는 2012년 이전에 계획에 

편입된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아직 허가받지 않은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심사 보

류’는 중국 13개 省(헤이룽쟝, 산둥, 산시(山西), 네이멍구, 쟝쑤, 안후이, 푸졘, 후베이, 허난, 닝샤, 

간쑤, 광둥, 윈난)에서 2017년 말까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열병합발전을 제외한 자가용 석탄발전소의 

비준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말함.‘건설 보류’는 중국 15개 省(헤이룽쟝, 요녕, 산둥, 산시(山西), 샨

시(陝西), 네이멍구, 닝샤, 간쑤, 후베이, 허난, 쟝쑤, 광둥, 광시, 구이저우, 윈난)에서 국민 생활과 관

련된 열병합발전 이외의 자가용 석탄발전소 중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는 2017년 말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기술의 확대 
적용 추진”

“석탄화력발전의 
고효율･청정･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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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速擴圍)을 진행함. 에너지 비효율적 및 온실가스 다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고도화 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추진함. 

4. 전력부문 13.5계획의 추진전략

▣ 조직의 역할 강화 및 세분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종합적인 지도하에, 국가에너지국(NEA)은 중국 전

역의 전력 계획을 책임지는 기구로 역할함. 

‒ NEA는 관련 부처 간에 조화로운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각 성(省)정부와 주

요 전력기업이 세분화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전력계획 추진체계를 구축함. 

‒ 전력에 관한 중대 전략에 관한 연구와 심의를 강화하여 계획의 내용들이 순조롭

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함. 각 省의 에너지 주무부처가 맡은 책무를 이행하여 계획

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함.

¡ 각 성(省)(자치구와 시(市) 포함)은 이번 ‘전력부문 13.5계획’에서 확정한 구속

력 있는 지표들과 추진 과제를 해당 지역의 에너지발전(發展)계획과 전력발전

(發展)특별계획에 편입해야 함. 

‒ 또한, 목표와 임무를 세분화하여 이행하고 세부 일정을 명확히 하고 목표 심사 

제도를 명확히 하여 계획을 실행해야 함. 

‒ 주요 전력기업은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초기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계획 내의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 평가･조정 및 관리･감독 강화

¡ NEA 등 주무 담당부처는 매년 발전설비 확충계획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사업추진 

애로 및 사업성과를 평가해야함. 

‒ 프로젝트 성과평가는 제3자 기관에 평가를 위탁해야 하며, 위탁 기관이 계획 이

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

책을 마련해야함. 

‒ 계획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 NEA가 절차에 따라 조정계획을 확정하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이 후속조치를 단행함. 

¡ 국가에너지국(NEA) 및 NEA가 파견한 관리감독 기관은 계획의 ‘진행상황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함. 

‒ 파견한 각 기관은 해당 성(省)의 에너지 주무부처와 함께 업무 상황에 대해 추적 

조사하여 목표 임무 완성 상황을 파악함. 이후에 감독, 검사, 심사, 평가 등을 정

기적으로 진행하고, 계획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NEA는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및 전력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전력계획 
추진체계를 구축”

“NEA 등 주무 
담당 부처는 매년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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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정비 및 관리시스템 표준화 추진

¡ 정부는 전력 개혁 및 발전설비 증설을 촉진하고자 전력 부문의 법규와 표준 정

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전력법’ 수정안, ‘전력망 수요조절 관리 조례’, ‘전력 공급 및 사용 조례’, ‘전력

시설 보호 조례’ 등과 부속 관리방법(管理办法)3)을 조속히 완비하며, ‘원전관

리 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시장자유화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전력시스템 개

혁과 관련된 정부의 지도 문건 및 지도의견을 통해 전력산업의 국가표준 및 규

정 등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

‒ 전력망 접속의 형평성 제고, 지역 간 송전 촉진, 마이크로 그리드 확대, 열병합･
가스 발전 촉진, 매전연영(煤電聯營)4) 확대, 전력망 예비용량 증설, 에너지 절

약 확대, 배출감축 관리시스템 개선, 고효율 스마트 전력시스템 건설, 기술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지침을 적시 제시

‒ 국가 대규모 정전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력시스템의 재

난 방지 능력과 복구 능력을 강화함.

참고문헌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 “电力发展“十三五”规划(2016~2020年)”, 2016.11.7
中国证券报, “电力发展“十三五”规划发布 大力推动新能源发展”, 2016.11.8
人民网, ““十三五”期间要大力发展新能源  严控煤电装机规模”, 2016.11.8

3) 관리방법(管理办法)은 계획(規劃), 통지(通知), 지도의견(指導意見) 등과 같은 중국 정부 문건 중 
하나임.

4) 탄광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한 기업이 석탄 채굴과 발전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함.

“정부는 전력 
부문의 법규와 
표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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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 중국은 2017년부터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
국적으로 국 5(國V) 배출가스 기준(유로 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확대 시행할 계획임.

‒ 베이징市 환경보호국은 ‘베이징市 제6단계 차량용 휘발유 및 디젤유 지방 표준(北京市第六

阶段《车用汽油》、《车用柴油》地方标准)’을 발표(2016.10.31)하였고,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베이징市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제품 표준 규격

을 제정하여, 저품질 연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배기가스 제한 및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여 왔음.

‒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3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료 샘플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생산･수출･판매 과정에서 품질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제 6단계 기준이 시행될 경우, 휘발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 10%, 비(非)메탄 유기가스 및 

질소산화물이 8~12%까지 감소하고,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4.6%, 미세먼지 9.1%, 총탄화수소 

8.3%，일산화탄소가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NDRC)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탄소배출 할당액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

요구안(이하 ‘요구안’)’을 발표(2016.8.2)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7년 시범운영을 거

쳐 2018년에 정식 시행될 예정임.

‒ ‘요구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에너지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량 및 판매량

에 대한 연간 비율을 설정하면 국무원 산하의 탄소거래 주관기관이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

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량으로 환산함. 

‒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은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이 기한을 지나서도 시정

이 되지 않을 경우 10~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法律法規網法, 2016.10.31; 人民網, 2016.12.16,2017.1.5; 新浪汽車, 2017.1.5; 財政部, 2017.1.11)

▣ 중국, 향후 10년 내 원자로 60기 이상 건설

¡ 중국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 정밍광(鄭明光) 부사장은 향후 10년 내에 60기 이상의 원자

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2017.1.6).

‒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 2014~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원전의 가동 규모는 58GW, 건설 규모는 30GW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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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0년까지 매년 최소 6기의 원전을 신규 착공함을 의미함.

‒ NPTC 전문가 위원회 린성거(林诚格)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28기(발전용량 

26.15GW), 건설 중인 26기(발전용량 29.12GW)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0년에 원자력 발전

용량이 총 58GW에 도달하게 되며, ‘13.5 계획’기간 내 원자로 28~30기, 2025년까지는 30기
의 원자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중국이 비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2020년 15%, 2030년 20%), 
청정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서 제시하

고 있는 수치는 원전 확대의 최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 및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에 관한 승인을 중단한 바 

있으나 2012년 10월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인사이트 제16-19호(2016.5.27일자) 
pp.17~24 참조).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안전 법규, 감독체

계, 응급대응 시스템을 갖추었음.

‒ 칭화대학 원자력 및 신에너지 기술연구원 허쩬쿤(何建坤)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각국은 여전히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

며,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며 더불어 석탄발전보다 방사선 방출량도 

적다고 지적함.  

‒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에 건설 중인 원자로는 총 65기로, 이 중 중국이 26기, 러시아 9기, 인
도 6기, 미국 5기, 한국 4기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는 영국, 남아프리카, 폴란드, 터키, 핀란드, 루마니아, 체코, UAE, 베트남, 아르헨티

나, 파키스탄 등이 있음.

¡ 중국은 자국 내 원전 확대 외에도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미 3세대 원전 기술 ‘화롱 1호’ 및 4세대 원전 기술인 ‘고온가스냉각로’를 자체 개발함.

‒ 중국광동핵전그룹(CGN)은 영국 정부가 중국광동핵전그룹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공동으

로 제출한 ‘화롱 1호’에 대해 일반설계승인(GDA)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2017.1.10). 

‒ CGN 허위(賀禹)회장은 ‘화롱 1호’가 GDA 심사를 통과할 경우, 더 많은 국가들이 ‘화롱 1호’
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원전의 해외진출 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힘. 

･ CGN은 영국 정부, 프랑스 에너지업체 EDF와 헝클리 포인트 원전 건설 사업 외에 사이즈

웰 C와 브래드웰 B의 후속 원전 건설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6.9.29), 중
국 ‘화롱 1호’ 기술을 채택하였음. 

(中新網, 2017.1.6; 中国廣核集團有限會社,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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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미국 본토産 LNG,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

¡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의 합작회사)가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알래스카 제

외)에서 도입한 Sabine Pass LNG가 조에쓰(上越) LNG 터미널에 도착함(2017.1.6). 또한, 도
쿄가스와 오사카가스 등 일본 가스회사들도 미국産 LNG를 수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미국産 

LNG의 도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JERA와 미국 Cheniere Marketing International사와의 계약 물량(최대 70만 톤) 가운데 1차로 

7만 톤을 주부전력의 조에쓰화력발전소(니가타縣)의 발전연료용으로 도입하였음.

･ Cheniere사가 운영하는 미국 Sabin Pass LNG 터미널(루이지애나州)에서 2016년 12월 7일에 

출항한 LNG선박 ‘Oak Spirit’호는 확장･개통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약 1개월 만에 도

착함.

･ JERA와 Cheniere 간의 LNG 조달 계약기간은 2018년 1월까지이며, 두 번째 선박은 이번 달 

내에 도쿄전력 LNG기지에 도착할 예정임.

‒ JERA는 향후 미국産 LNG 수입량을 늘려 중동産 LNG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할 것임. 2018년
에는 미국에서 연간 400만 톤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예정량의 약 10%를 충당할 계획임.

･ 이번에 수입한 LNG는 2014년에 주부전력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임. 당시 유가는 배럴

당 90∼100달러 수준이어서 수송비를 감안해도 중동産 LNG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 수준이어서 가격 면에서 중동産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음. 

･ 그러나 향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미국産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 한편, 도쿄가스는 2017년 말부터 연간 140만 톤(연간 조달물량의 10%)의 LNG를 미국에서 수

입할 예정이며, 오사카가스도 2018년 이후 연간 220만 톤(연간 조달물량의 20%)의 미국産 

LNG를 수입할 계획임.

‒ 자원개발에 적극적인 트럼프 정권(셰일가스 시추 규제 완화 공약 제기) 출범은 미국産 LNG 
도입을 늘려나가는 일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자국 내 셰일업자에게 규제 완화 및 감세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경

우 미국 가스가격이 하락하여 LNG수입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에너지경제연구

소(IEEJ)는 미국에서 가스 공급이 늘어나 잉여공급분은 수출로 돌릴 것으로 전망함.

¡ 미국産 LNG 수입은 저유가의 장기화로 가격 측면에서의 이익은 적으나, 도입선 분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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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력을 제고하고 경직적인 LNG 계약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일본은 연간 8,500만 톤(2015년 기준)의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를 중동 및 동

남아시아, 호주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등으로 도입선이 다면화되면 중동 등

지의 공급선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중동, 동남아시아 및 호주産 LNG 가격은 대부분 유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반면, 미국産 

LNG 가격은 주로 미국 가격(Henry Hub)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LNG 도입선이 다변화되면 

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미국産 LNG 계약은 목적지제한조항이 없어 미국産 LNG의 도입 비중이 늘어나면 

그 동안 경직되어있던 아시아 LNG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JERA는 이처럼 비교적 유연한 계약조건을 가진 미국産 LNG를 활용하여 트레이딩 사

업을 확대할 계획임.

･ 우선 영국 가스회사 Centrica 등 유럽의 에너지기업 10여 개와 LNG 공동 구입 및 상호 융

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LNG 도입가격을 낮출 계획임.

･ 또한, 일본 내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LNG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미국産 LNG를 유럽에 판매할 계획임.

(JERA, 2016.12.8, 日本経済新聞, 2017.1.1, 毎日新聞; 朝日新聞, 2017.1.7, 日本海事新聞, 2017.1.10)

▣ 오사카가스,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새로운 요금제 발표

¡ 오사카가스는 금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기존 소비자의 

유지와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함(2017.1.5). 

‒ 오사카가스가 발표한 새로운 가정용 요금제에 따르면 가스 단독 계약의 경우 일반요금보다 최

대 4.5%, 전기･가스 결합 계약의 경우 최대 7.5% 저렴해짐. 연간 가스사용량 600㎥ 이상인 4
인 가족이 주요 대상이며 월간 2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이득이라고 밝힘.

‒ 가스 단독 계약의 경우에는 간사이전력이 제시한 최대 8%의 할인율보다 낮지만, 전기와 가스

를 함께 계약하는 경우에는 오사카가스의 전기요금이 간사이전력의 일반전기요금보다도 저렴

하기 때문에 전기･가스 결합판매로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월간 가스 33㎥, 전기 260kWh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간사이전력의 전기･가스 결합요금

제에 비해 연간 요금이 약 1,100엔 저렴해짐.

‒ 또한, 2016년 4월 시작한 가스기기･에어컨 수리, 누수 대응 등 직접 방문 서비스도 월 216엔
을 지불하면 무제한 무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오사카가스와 전기 및 가스 소비자 확보경쟁을 하고 있는 간사이전력은 2016년 4월 실

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실시 이후 이탈한 소비자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소매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음(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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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23만 건의 소비자를 오사카가스에게 빼앗긴 간사이전력은 금년

에 전기･가스 결합상품을 통해 20만 건 이상의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간사이전력이 발표한 요금제에 따르면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과 비교하여 가정용은 최대 8%, 
산업용은 24% 저렴해짐.

･ 월간 33㎥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시간대나 계절과 상관없이 최대 8% 저렴해짐. 

･ 다만 오사카가스의 에네팜을 이용하는 수용가와 같이 가스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간사이전력으로 계약을 변경해도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에네팜（ENE･FARM)은 LPG, 도시가스 등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

켜 전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가정용 연료전지임.

‒ 또한, 연간소비량이 10만 ㎥ 이하인 음식점, 호텔, 공장 등에 적용하는 요금제도 발표함. 월간 

사용량이 800㎥인 경우에는 오사카가스의 현행 요금보다 최대 24% 저렴하고 5,000㎥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19% 저렴함. 

‒ 한편, 가스시장은 전기에 비해 보안 및 파이프라인 정비 등 진입장벽이 높아 당분간은 간사이

전력과 오사카가스 간의 양자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간사이전력은 간사이 지역 최대 LPG 기업인 Iwatani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가스판매 및 기

기보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사이전력은 오사카가스의 요금 인하폭에 따라 요금을 더욱 낮출 의향을 갖고 있어 향후 

간사이전력과 오사카가스 간의 요금 인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임.  

(日本経済新聞, 2016.12.28,2017.1.5,6)

▣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4호기, 안전심사 통과할 듯

¡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심사 쟁점을 

검토･완료하였으며, 2017년 봄에 정식으로 안점심사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임. 

‒ 규제위는 안전심사 회의(2017.1.10)에서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4호기의 심각한 사고와 관련

하여 간사이전력이 마련한 안전 대책을 승인하였음. 규제위는 심사서(안)를 금년 3월 안에 마

련한 뒤 정식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同 원전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전력부족을 이유로 재가동되었으나(2012.7월) 정기검사

로 가동이 정지되었음(2013.9월). 간사이전력은 同 원전의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2013.7월) 
규제위는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1,2호기 등 노후원전 심사를 우선시하여 심사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졌음. 

･ 同 원전의 심사서(안)가 정식 통과되면 일본 전체 원전 가운데 6번째이며, 간사이전력이 

보유한 원전 가운데는 다카하마원전, 미하마원전에 이어 3번째임.  

‒ 안전심사 통과 이후, 설비 상세설계 심사 및 현지 주민의 동의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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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은 금년 가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간사이전력은 노후원전인 오이원전 1,2호기의 재가동 심사를 규제위에 신청하는 것을 준

비하고 있음.

※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을 위해서는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심사에 합격하고 설비의 상

세설계를 기재한 공사계획의 인가,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는 연장심사 등을 통과해야 함.  

‒ 오이원전 1,2호기는 각각 2019년 3월, 2019년 12월에 가동기간이 40년에 이르게 됨.

‒ 현재까지 노후원전 가운데 안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1,2호기와 미

하마원전 3호기임.

재가동 상황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개시 센다이원전 1호기, 이카타원전 3호기 

재가동 후 가동 중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센다이원전 2호기(정기검사)

안전 심사 통과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안전 심사(안) 승인 겐카이원전 3,4호기 

안전성 심사 중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이원전 3,4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

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나가와원전 2호기, 하마오카원전 3,4호기, 

도카이 제2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사가원전 2호기, 오마원

전(건설중)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 

(JAIF, 2017.1.6; 日本経済新聞,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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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저유가에도 ’16년 원유 생산량 사상 최고치 기록 

¡ 저유가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6년 러시아의 산업생산 실적은 양호한 편이었으

며, 특히 원유 및 가스콘덴세이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억4,750만 톤(1,096.5만
b/d)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

‒ 2016년 12월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3.74% 증가한 1,121만b/d를 기록함.

‒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6년의 산유량 증대는 이전에 세제 혜택이 제공된 대륙붕, 
극동 및 동시베리아 매장지,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에서의 원유 증산이 주도하였다고 밝힘.

･ 2016년 전체 원유 생산량에서 대륙붕의 비중은 11.5%p 늘어나 21.3%를 차지함.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6,950만 톤을,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자원 포함)에서의 산유량은 24% 증가하여 4,100만 톤을 기록함. 

‒ 또한,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석유 생산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가 2016년에 전년 대비 10% 늘어

나 1.19조 루블(약 199억 달러)을 기록함. 이밖에 생산정 시추는 전년 대비 11.8%, 탐사정 시

추도 전년 대비 11.1% 증대되는 등 시추활동도 활발하였음.

‒ 2016년의 석유기업별 원유 생산실적은 Rosneft 1억8,970만 톤(▲0.3%), Bashneft 2,140만 톤

(▲7%), Surgutneftegaz 6,180만 톤(▲0.4%), Gazprom Neft 3,780만 톤(▲9.2%), Tatneft 
2,868만 톤(▲5.2%), Lukoil 8,300만 톤(▽3.2%) 등임.

 자료 : 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 Vedomosti

< 러시아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추이(2005~2016년) >

(단위 :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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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반등하였고,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4.8% 증가한 2억5,400만 톤을 기록하였음. 

･ 2016년에 비CIS 국가(유럽, 아･태지역 등)로의 원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3,580만 톤을, CIS 국가로는 20.3% 감소한 1,814만 톤을 기록함.

※ 2015년 러시아 원유 수출에서 아태지역의 비중은 31.5%를 차지한 바 있음.

･ Kirll Molotsov 에너지부 차관은 2017년 원유 수출이 2016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정제공장으로의 원유 공급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억8,618만 톤을 기록함.

¡ 한편, 러시아는 2016년 12월 OPEC과 합의한 산유량 감산 조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10월 산유량(1,120만b/d)에서 30만b/d를 감산할 계획이며, 석유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균

등하게 2.7%씩 감산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부는 각 석유기업에 엄격한 쿼터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기업 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

였음. 정부는 2주마다 석유기업의 감산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감산 속도는 수정될 수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CDU TEK)는 자국 석유기업들이 OPEC과 합의한 대

로 감산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1월 1~8일까지 13만b/d를 감산하여 1,110만b/d의 산유량을 

기록하였다고 1월 9일 발표함.

‒ 반면,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감산 합의가 2017년 상반기에만 유효한 것이어서 2017년 

전체로는 러시아의 산유량이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Vedomosti 인터뷰). 

(Tass, 2016.12.21,2017.1.2; RBC, 2017.1.2; Lenta; Vedomosti, 2017.1.9)

▣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출량, 유럽지역의 한파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최근 유럽을 강타한 극심한 한파로 인해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Nord Stream 가스관의 이용

률이 처음으로 수송용량의 110%에 달하였음(2017.1.9).

‒ 2016년 Gazprom의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전년 대비 12.5%(19.9Bcm)나 증가한 179.3Bcm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EU 가스시장에서의 Gazprom 점유율은 2015년의 31%에서 2016년 33.5%까지 증대되었음.

‒ 더욱이 이번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2017년 

연초부터 1월 8일까지 對유럽 일일 가스 수출량 신기록을 3차례나 갈아치우면서 1월 8일에는 

621.8MMc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특히 Nord Stream 가스관을 통한 공급량은 2017년 1월 4일 165.2MMcm을 기록하였고, 이는 

수송용량보다 10%를 초과하여 공급된 것임. 또한 Gazprom은 Nord Stream의 독일 지선인 

OPAL 가스관을 통해 수송용량보다 5%를 초과하여 공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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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 Stream 가스관(총 길이 1,225km)은 러시아 Ust-Luga에서 발틱해 해저를 통과하여 독일 발틱해 연안 

Gréifswald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2개 라인의 총 수송용량은 55Bcm/년임. 이후 Nord Stream의 독일 

지선인 OPAL(수송용량 36Bcm/년)과 NEL 가스관을 통해 다른 유럽국의 가스 수송시스템과 연결됨.

･ Nord Stream 가스관을 통한 對유럽 공급량은 2013년 23.8Bcm, 2014년 35.5Bcm, 2015년 

39.1Bcm로 계속 증가하였고, 이용률도 2013년 43%, 2014년 65%, 2015년 71%로 높아짐.

･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Third Energy Package(이하 ‘TEP’) 규정에 따라 OPAL 가스관에 대한 

100% 접근을 막아, 그동안 Gazprom은 OPAL 가스관 수송용량의 50%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서 Nord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 중 최대 70%만을 사용해 왔음.

※ TEP : EU는 에너지시장 단일화, 역내 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2009년 TEP를 채택하여 단일 에너지기업이 전력･가스망의 운영권과 공급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럽 내 에너지 생산･공급기업이 자체 에너지 수송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운영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 에너지 수

송시설 사용을 원하면 제3자 접속을 허용해야 함.

･ 그러나 201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Gazprom에 향후 2033년까지 OPAL 가스관에 대해 

TEP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Gazprom은 금년 1월 4일 OPAL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105%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임.

‒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이러한 상황들이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요

가 많다는 점과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요 급증은 혹한 이외에 비교적 낮은 가스가격에서도 기인한 것임.

‒ 러시아 가스 가격이 다른 경쟁 공급선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2017년 2분기에 러시아 가

스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Gazprom의 유럽 수요처들은 가스가격이 비교적 저

렴한 1분기에 더 많은 물량을 구입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도 유럽 내 발전용 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LNG 가격은 

러시아 가스보다 평균적으로 더 비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전에 Platts의 분석가들은 2017년 1분기 말경에는 2016년 1분기의 58MMcm/d보다 훨씬 많

은 80~90MMcm/d의 LNG가 유럽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

이 크다고 Kommersant가 보도함.  

･ 현재 동북아 시장에서의 LNG 현물가격은 2016년 9월 가격보다 60% 상승한 MMBtu당 10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유럽의 현물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

(RBC, 2016.12.30; Vedomosti, 2017.1.4; Lenta, 2017.1.7; Neftegaz; Kommersant, 2017.1.9)

▣ 우크라이나,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략안-2035 수립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2016년 12월 에너지 자립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전략안

-2035(이하 ‘에너지전략안’)를 수립하였으며, 2017년 1~2월 사이에 동 에너지전략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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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략안은 1단계인 향후 2025년까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

지 자립도 확보, 2단계인 2035년까지 에너지 자급자족 및 천연가스 순공급자로 전환하기 위한 

자체 매장량(주로 셰일자원) 탐사 및 개발로 이루어짐.

‒ (가스 부문) 에너지전략안은 2025년경의 가스 수요가 현재의 연간 33.8Bcm에서 28~30Bcm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가스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체 생산량을 늘릴 계획임.

･ 우크라이나 Igor Nasalik 에너지부 장관은 2016년 5월 국내 가스 생산량 증대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경에는 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계획이라고 발표

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20호(2016.6.3) p.32 참조).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주요 통과노선이었지만, Gazprom이 우크라이나 우회 노

선(Turkish Stream,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이후에는 가스관 통

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에너지전략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

고 향후 전략을 수립함.

･ 에너지전략안에서는 조만간 통과료 수익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통과료 

수입은 우크라이나 국영가스기업 Naftogaz 수익의 약 78%를 차지함. 

･ Naftogaz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운영 중단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수송설비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을 거절한 바 있음.

･ 또한, 러시아 가스의 통과국 역할이 끝난 후에는 북유럽 국가(생산국 및 LNG 터미널)와 중

부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소비국) 간의 통과국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가스 수송시스템과 지하저장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 국가 간의 가스 통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및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러한 계획 실현을 위해 유럽 투자자(이탈리아 SNAM社, 슬로바키아 Eustream社 등)와의 사

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원자력 부문) 원자력은 우크라이나 발전량의 50~58%를 차지하는 있는데 원전의 85%는 러시

아産 핵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15%만이 미국 Westinghouse社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 의존도 축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2014년에는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의 48.6%를, 2015년에는 56.5%를 차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전량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60~65%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 Nasalik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 원자로의 40%를 미국産 핵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Westinghouse社와 우크라이나 내 핵연료 가공 설비 건설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구상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90억 그리브나(약 3.31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합작기업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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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 중임. 

※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 단가는 톤당 30달러인데 반해,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달러나 더 비쌈. 

‒ 이밖에 에너지전략안에는 2030년경 기존 화력발전 설비(14GW)를 거의 100% 폐쇄하고 2040
년경에는 기존 원전 설비(11GW)를 약 80% 폐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생산단가가 매우 높은 우크라이나 내 탄광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해외로부터 석탄을 수

입하여 수요를 충당할 계획임.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전략안 상의 목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매달 200만 톤 이상의 석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에너지전략안에서는 물류 

관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해외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기존 항구에서는 상기 물량의 1/4만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대규모 

석탄 수입 터미널이나 석탄 전용 항구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론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철도를 통해 석탄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

화 및 러시아 의존도 감축 정책과 상반되는 것임. 

‒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2025년까지의 발전설비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약 100억 달러의 자금도 

없을 뿐더러 2035년경 전력 수요가 2015년의 1,580억kWh에서 1,800억k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18년간 최소 25GW의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한 상황임.

(Regnum,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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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국産 LNG, 동북아 지역으로의 수출 급증

¡ 아시아 지역의 LNG 현물가격 상승으로 미국産 LNG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면서 Cheniere 
Energy社의 Sabine Pass 터미널을 출발한 LNG 카고 9개가 동북아 지역으로 수송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LNG 현물가격은 2016년 9월 중순(약 $5.50/MMBtu)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

고 있고, Platts의 아시아 지역 벤치마크 LNG 가격인 JKM(Japan Korea Marker)은 2016년 4
월 약 $4/MMBtu까지 하락하였으나 금년 1월 3일에는 $9.75/MMBtu로 상승함.

‒ 2016년 12월 이전에 Sabine Pass 터미널에서 수출된 LNG 카고 33개 중 동북아시아로 수출된 

것은 카고 1개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중국이 테스트용으로 수입한 것이었음.

‒ 중국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미국産 LNG 카고를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 여러 개의 LNG 카
고가 중국으로 수송되고 있음. 한국도 지난해 12월 23일 첫 번째 LNG 카고를 수입함.

‒ 지난해까지 미국産 LNG를 수입하지 않았던 일본도 지난 1월 6일 LNG 7만 톤을 인수했으며, 
금년에 총 70만 톤의 미국産 LNG를 수입할 예정임.

¡ 지난해에는 아시아의 LNG 현물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 위치한 Sabine 
Pass에서 동북아시아까지의 높은 수송비로 인해 미국産 LNG가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었는

데, 이는 지난해 7월에 파나마 운하가 확장･개통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음.

※ 파나마운하는 확장 이전에는 최대 0.7Bcf(LNG 약 1.5만 톤)를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

모의 LNG 선박 중 3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제3갑문 확장으로 13,000TEU급 선박

이 통과할 수 있게 됨(인사이트 제16-23호(2016.6.24일자) pp.51~53 참조).

‒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서 동북아시아 지역까지의 수송 기간이 약 

30~40% 줄어들면서 LNG 수송비도 약 30~50% 낮아져, 중동지역에서 아시아까지의 LNG 수
송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Argus의 분석에 의하면 Sabine Pass에서 일본까지의 LNG 수송비는, 아프리카 최남단을 거치

는 경우 $2.14/MMBtu,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경우 $1.65/MMBtu 수준임(2017.1.8 발표).

¡ 한편, Sabine Pass 터미널은 지난 2016년 2월 LNG 수출을 개시한 이후 남미, 중동, 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해왔으며, 그 중 남미로 수출된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당초 미국의 LNG 수출이 유럽 시장에서의 가스 수입선 다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미국産 LNG의 마진

이 감소하면서 5개의 LNG 카고를 수출하는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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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3개만이 유럽 본토(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 도착하였고 나머지 2개는 터키로 

수출되어, 남부 유럽 지역 국가가 미국産 LNG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노르웨이와 러시아産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북서부 유럽지역에는 

수출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향후 Sabine Pass의 Train이 추가로 완공되면 對유럽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스페인의 Gas Natural社는 이미 Sabine Pass 터미널 Train 2와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Royal Dutch Shell社는 Train 1로부터 연간 350만 톤의 가스를 수입하기로 함.

(Platts, 2016.12.27,2017.1.4; Hellenic Shipping News, 2017.1.9)

▣ 미 정부, 전략비축유 800만 배럴 판매를 위한 경매 실시

¡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국 내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이하 ‘SPR’) 중 최대 

800만 배럴을 1월 중에 판매하여 이르면 2월부터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1월 9
일부터 공식적으로 판매를 개시하였음.

※ 미국 정부는 현재 6억 9,51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텍사스州의 Bryan Mound와 Big Hill, 

루이지애나州의 West Hackberry와 Bayou Choctaw 등 4개 SPR 저장시설에 보유하고 있

으며, 이는 원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49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임.

‒ SPR 판매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Bryan Mound과 Big Hill SPR 저장시설에서 각각 300
만 배럴과 West Hackberry SPR 저장시설에서 200만 배럴의 경질 원유(light crude oil)를 판

매할 예정임.

‒ 이 같은 SPR 판매는 수 십 년 동안 사용해 온 SPR 저장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DOE가 지난해 9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SPR 저장시설

의 수명이 거의 다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최대 8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 판매를 통해 약 3억 7,540만 달러를 조달하여 SPR 저
장 시설 및 해양 터미널을 현대화할 예정이며, 위 자금을 모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판매를 실시할 수도 있음.

‒ DOE는 1월 말까지 전략비축유 판매를 완료하고 2월 초에 계약을 체결한 후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모든 원유를 인도할 계획이나, 구매자가 2월 중 인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

를 통해 진행할 것임.

･ 입찰 기한은 1월 17일까지이며, 낙찰된 기업에 1월 2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임.

･ 각 응찰 기업은 터미널이나 송유관 이용 가능 유무를 확인하는 등 원유 수송 방법을 직접 

강구해야하며, 낙찰되지 못한 물량은 다음 경매로 이월할 예정임.

‒ DOE는 2026 회계연도까지 총 18차례 걸쳐 총 약 20억 달러 가치의 전략비축유를 판매할 계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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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비축유 판매 물량이 많지는 않으나 이 같은 전략비축유 판매가 이

미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는 국제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임.

‒ 또한, 사퇴를 앞둔 Ernest Moniz 에너지부 장관은 SPR은 미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

산이라며, 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유 판매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SPR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2016년 미 의회는 SPR 저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외에도 바이

오 약품 연구법안(biomedical research bill)과 교통 법안(transportation bill) 및 연방 예산의 일

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억 4,900만 배럴의 SPR 판매를 승인한 바 있음.

(Platts, 2017.1.6; Oil Price; Reuters, 2017.1.9)

▣ 미 뉴욕州 내 Indian Point 원전, 2020~2021년부터 가동 중단 예정

¡ 뉴욕州 정부는 뉴욕州 Dutchess 카운티에 위치한 Indian Point 원자력발전소를 2020년 4월 

및 2021년 4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기로 원전 운영사인 Entergy社와 최종 합의하였음(2017.1.9). 

※ 2,000MW 규모의 Indian Point 원전은 지난 50년 동안 뉴욕 시티와 Westchester 카운티에

서 소비하는 전력의 약 25%를 공급해 왔음.

‒ Indian Point 원전은 뉴욕 시티에서 동쪽으로 불과 3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원전의 안

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同원전의 폐쇄를 위해 지난 15년 

동안 노력해 온 바 있음.

‒ 이번 합의에 따라 Indian Point 원자로 2기는 각각 2020년 4월과 2021년 4월부터 가동을 중단

할 예정이나,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24년과 2025년까지 연장 

운영될 수도 있음.

‒ Cuomo 주지사는 뉴욕州가 원자로 폐쇄나 해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원전 가동 중단

이 전력망이나 전력 요금, 원전 관련 근로자, 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 Indian Point 원자로 2기의 운영 허가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만료되었으며, Entergy는 연

방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로부터 20년간 연장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2007년부터 노력해 온 바 있음.

･ Entergy의 Bill Mohl 회장은 운영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약 2억 달러를 투

자했으나, Eric Schneiderman 뉴욕州 법무장관과 환경단체인 Riverkeeper 등이 제동을 걸었

다고 언급함.

･ Indian Point 원전을 대체할 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천연가스 가

격이 하락하면서 원전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동중단에 동의하였다고 밝힘.

¡ 앞으로 뉴욕州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州의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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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할 것이며, 캐나다 퀘벡州로부터 전

력을 수입하기 위한 송전선도 추가로 건설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시설로는 Indian Point를 대체하기에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뉴욕州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정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 에너지도 포함한 바 있음(2016.8.1)(인사

이트 제16-30호(2016.8.12일자) pp.37~38 참조).

자료 : Forbes

< 뉴욕州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이(2001~2015년) >

(New York Times, 2017.1.6; Forbes, 2017.1.7;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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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아르헨티나, 2017년을 ‘재생에너지의 해’로 선포

ㅇ 아르헨티나 Mauricio Macri 대통령은 1월 4일자 관보를 통해 2017년을 ‘재생에너지의 해’
로 선포함.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개발 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PV-Tech가 보도함(2017.1.6).

‒ 이번 ‘재생에너지의 해’ 선포는 재생에너지법 27191호(2015.10.15 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법 27191호는 재생에너지법 26190호(2007.1.2 제정)를 개정한 것으로서, 에너지믹

스 중 재생에너지(수력발전 제외)의 비중 목표치를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 2017년(8%), 2019년(12%), 2021년(16%), 2023년(18%), 2025년(20%).

      자료 : Natural Gas Daily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계획 >

‒ PV Magazine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의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8%로서, 재
생에너지법 27191호 상의 목표치(8%) 달성을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6.2%p를 늘려야 함.

¡ PV-Tech에 따르면 2016년 실시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RenovAr Program)에서 낙찰된 

59개의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전체 에너지 수요의 6%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임.

‒ 아르헨티나 에너지･광물부에 따르면 2016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경매에서 총 59개 프로젝트

에 약 2.42GW가 낙찰됨.

･ Round 1 경매에서는 29개 프로젝트에 약 1.14GW, Round 1.5 경매에서는 30개 프로젝트에 

약 1.28GW가 낙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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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Magazine에 따르면 RenovAr Program의 Round 2 입찰은 금년 5월경 실시될 예정임.

(PV Magazine, 2017.1.5; PV-Tech, 2017.1.6)

▣멕시코, 연료 가격 자유화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 20% 폭등

¡ 멕시코 정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연료 가격 자유화제도를 시행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84달러를 기록하여 2016년 말(2016.12.26 기준)의 0.70달러 대비 20% 상승함.

‒ 멕시코는 2014년 에너지개혁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시장을 민간 및 해외기업에 개방하고, 경쟁

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료 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에너지개혁 이전에는 정부가 연료 가격을 결정하여 연료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연료 가격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바 있음.

･ 2015년에는 최고가격제(Maximum pricing system)를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특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가 도입되었음. 

･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은 2016년 중에 휘발유 가격은 3% 정도만 상승했음.

‒ Argus Media에 의하면 2017년부터 연료 가격에 지역별 물류비용, 국제 기준가격 및 유통부문

의 이윤을 반영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20% 폭등함.

¡ Citibanamex 금융그룹은 이번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2017년 물가상승률이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WSJ, 2016.1.9). 한편 멕시코 재무부는 이러한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은 단기적 현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1.23%p 높은 3.36%를 기록했음.

‒ 한편 Carlos Capistran(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멕시코 경제전문가)은 올해 말 물가

상승률이 5%에 이를 것이고 2017년 중반에는 5.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Argus, 2016.12.27; Fairobserver, 2017.1.5; WSJ, 2017.1.9)

▣ 칠레,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칠레재생에너지협회(ACERA) Carlos Finat 이사장은 2017년에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5GW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ACERA는 올해 재생에너지발전 성장률이 2016년과 비슷할 것

이며 2030년에는 전원 믹스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15년 10월 1일 칠레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전원 믹스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70%로 

증대하는 ‘Energy Roadmap 2050’을 발표한 바 있음. 2015년 칠레의 전원 믹스에서 비전통 

재생에너지원(NCRE)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임.

※ NCRE(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는 발전용량 20MW 이하의 소수력발전을 포

함한 비전통 재생에너지원을 일컬음.

･ 2013년 12월 기준 비전통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용량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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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에 11.4%로 증가했음.

‒ 2016년 9월까지 칠레 전국 송전망에 연결된 발전용량은 총 20.7GW이며, 이 중 비전통 재생에

너지 발전용량은 2.6GW로 전체 발전용량의 약 12%를 차지함. 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

령은 2018년에 비전통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비중이 25%(약 5.2GW)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3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59개의 발전설비 프로젝트 가운데 44%가 비전통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임.

구분 2016년 3월 기준 (MW)

소수력발전 84

태양광발전 1,151

풍력발전 508

기타 비전통 재생에너지 43

총계 1,786

자료 : 칠레 에너지부 보고서, 2016년 3월

< 칠레의 건설 중인 비전통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

(PV-Tec, 2017.1.6; BNamericas 칠레 연구자료, 2016.10.28; 칠레 에너지부 보고서, 201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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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16년 영국의 석탄 발전량, 풍력 발전량보다 낮아져

¡ 영국의 환경미디어 Carbon Brief社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국의 석탄발전량은 31TWh, 풍
력발전량은 39TWh로 석탄발전량이 처음으로 풍력발전량보다 낮아짐.

‒ 2016년 영국의 발전량 기준 전원 믹스에서 석탄은 9.2%를 차지하는데 그쳐 2015년 22.6%에 

비해 약 10%p 이상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

‒ 2016년 영국의 풍력발전량은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9TWh를 기록했으

나,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영국 전력시장의 주요 발전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풍력발전량은 40.4TWh(육상풍력 23.0TWh, 해상풍력 17.4TWh)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으며 전체 발전량의 12%를 차지하였음.

･ 2015년에 EU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66%)이며, 포르

투갈(30%), 독일(27%), 스페인(24%), 이탈리아(23%)와 영국(23%) 순임.

‒ 한편 가스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15년 29.5%에서 2016년 43.6% 증가하여 석탄발전량 감소

분을 대체하였고,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도 2015년 21%에서 2016녀 25%로 증가함.

¡ 영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석탄화력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으며(2015.11.18),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화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년)에 따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1990년 대비 최소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2023년부터는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CC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함(2015.11월).

‒ 영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총 19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발전량 

감소분을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전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존의 가스화력 설비만으로는 석

탄화력 폐지로 인한 발전량 감소분을 충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함.

‒ 영국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등 신규 원전과 신규 가스화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나 대규모 가스화력 프로젝트 추진은 부진함.

‒ 영국 Carlton power社는 영국 북서부 Manchester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Trafford 가스복합화

력 발전소(1,900MW) 프로젝트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무산되었다고 발표함(2015.12.20).

(Financial Times,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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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력공사(EDF), Dunkerque LNG 터미널 상업운전 개시

¡ 프랑스 EDF가 프랑스 북부 Dunkerque 지역에 건설한 LNG 수입터미널이 지난 1월 1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감. 

‒ Dunkerque 프로젝트는 2011년 5월에 착수한 약 12억 유로 규모의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

트로서 프랑스 EDF(지분율 65%), 벨기에 Fluxys(25%), 프랑스 Total(10%)이 참여함.

‒ 연간 150척의 LNG 수송선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설비(560,000m2)와 19만 m3(LNG 기준) 용
량의 저장탱크 3기 및 재기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재기화설비의 연간 처리용량은 약 

130bcm으로 이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20%에 해당함.

‒ Dunkerque 터미널은 유럽에서 두 번째,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LNG 터미널로 유럽에

서는 최초로 프랑스와 벨기에의 소비처를 직접 연결하는 배관망을 갖추고 있음.

‒ 미국과 카타르 등지에서 출발한 LNG 수송선이 Dunkerque LNG 터미널을 이용할 예정임. 

･ 미국의 Cherniere Energy와 프랑스 EDF는 2015년 8월 LNG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미국 루이지애나州의 Sabine Pass LNG 터미널로부터 26카고의 LNG를 

Dunkerque LNG 터미널로 도입할 예정임.

･ 카타르 RasGas와 프랑스 EDF와 2017년부터 연간 2백만 톤의 LNG를 Dunkerque LNG 터미

널로 도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2016.6월). EDF는 이 계약을 통해 Dunkerque LNG 터미널

이 북서유럽 가스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RasGas는 2007년에 EDF 자회사인 EDF Trading과 연간 350만 톤 규모의 LNG 매매계

약(벨기에 Zeebrugge 터미널로 수송)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는 EDF 자회사인 Edison과 

2009년부터 25년간 연간 460만 톤 규모의 장기 LNG 매매계약(이탈리아 Adriatic LNG 터미

널로 수송)을 체결한 바 있음.

‒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LNG 터미널은 Dunkerque LNG 터미널을 포함하여 Fos Cavaou 
터미널, Fos Tonkin 터미널, Montoir de Bretagne 터미널 등 총 4개가 있음.

자료 : King & Spalding, LNG in Europe 2016/2017 

< 프랑스의 LNG 수입 터미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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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공급국(2015년 기준)은 노르웨이

(40.4%), 러시아(22.5%), 네덜란드(11.1%), 알제리(10.2%) 등이며, 수입 천연가스 중 LNG의 

비중은 15.5%임(BP 통계 2016).

‒ EU 국경간 파이프라인을 통해 72%의 천연가스가 수입이 되고, 나머지 28%는 프랑스 내 4개
의 LNG 수입 터미널을 통해 수입됨. 

‒ 프랑스는 스페인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제3위의 LNG 수입국이고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타

르,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음.

‒ 천연가스 총 수입량의 약 1/3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

화를 위해 LNG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LNG 저장 전략’을 발표하였고(2016.2.16), 천연가스 공급원 다

변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Les echos, 2017.1.3)

▣ 영국의 북해 유전 폐쇄 비용,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

¡ 설비 노후화, 매장량 고갈, 유가 하락 및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

로 북해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유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Wood Mackenzie는 유가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생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유전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40년 내에 북해 지역의 모든 유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

‒ Telegraph도 2015년 저유가의 영향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약 140여 개의 북해 유전이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한편 Wood Mackenzie는 같은 기간에 영국 북해지역 대륙붕

(UKSCS)에서 38개의 신규 유전이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함.

･ Shell은 북해 유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1970년부터 운영해오던 브렌트 델타 원유 플랫폼 

철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15.2월), 현재 4개의 브렌트 해상 유전 플랫폼 중 한 곳에서만 

생산 중임.

･ 영국의 Fairfield Energy도 1978년부터 가동한 Dunlin 유전에서의 생산 활동을 2015년 6월부

터 중단함.

･ 캐나다 Nexen社(2012년 중국 CNOOC가 인수)도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북해 유전(Ettrick 유
전, Blackbird 유전)을 2021~2022년 중에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영국 정부에 제출함(2017.1.5).

‒ 영국의 Oil&Gas는 1967년 이후 북해 유전에서의 누적 생산량은 약 400억 배럴이고 잔존 매

장량이 약 100~20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유 생산 수익으로 유전 폐쇄에 따른 세금 부

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2014년에 영국 정부는 2017~2018년 중 북해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 수익이 2014년 대비 3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Wood Mackenzie는 브렉시트로 인해 높아진 정치적 불확실성(스코틀랜드 2차 독립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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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포함)이 석유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Financial Times는 북해 유전 폐쇄비용으로 약 240억 파운드(약 2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영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Oil & Gas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재무부는 2024년까지 소요되는 유전 폐쇄비용을 약 160억 

파운드(약 195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2021년까지의 유전 폐쇄비용으로 약 50억 파운드(약 61
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 Wood Mackenzie는 석유 기업들이 약 530억 파운드(약 645억 달러)를 북해 유전 운영 축소비

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은 조세 감면을 통해 환급될 것이므로 영국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에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유전 폐쇄에 소요되는 세출(재정 지출)이 석유산업으로부터 징

수하는 세입(재정 수입)을 초과했으며, 2017 회계연도에는 약 5억 파운드(약 6억 달러)의 적자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Financial Times,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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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사우디, 감산합의 순조롭게 이행

¡ 사우디가 2016년 11월 OPEC 정례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산합의에 따라 48만6천b/d를 감산

했다고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함(2017.1.5).

※ 2016년 11월 30일 OPEC과 11개 非OPEC 산유국들은 2016년 10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120만b/d

(앙골라의 감산량은 9월 생산량 기준)를 감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사우디가 가장 큰 규모인 48만6천

b/d를 감산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46호(2016.12.26일자) pp.3~9 참조).

‒ 사우디는 2016년 10월 생산량(1,054만4천b/d)을 기준으로 최소 48만6천b/d를 감산하였으며 

현재 생산량은 약 1,005만8천b/d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사우디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생산하는 유종과 

유사한 Arab Light유와 Arab Extra Light유의 생산량은 유지하고 Arab Medium유와 Arab 
Heavy유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우디는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가 감산을 이행함에 따라 국영에너지기업 Aramco는 아시아 및 미국시장 인도분 원

유의 2월 OSP(official selling price)를 상향 조정함(Bloomberg, 2017.1.5).

※ OSP(Official Selling Price)란 산유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과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WTI 등의 기준 유종과의 가격 차이(premium 또는 discount)를 의미함.

‒ Aramco는 아시아시장으로 수출되는 Arab Light유의 2월 OSP를 전월보다 배럴당 60센트 상향 
조정하여 기준가격(Oman과 Dubai 유가 평균)보다 배럴당 15센트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됨.

※ Aramco는 아시아시장 인도분 Arab Light유의 1월 OSP를 배럴당 –0.75센트로 책정했었음.

‒ Aramco는 미국시장 인도분 Arab Extra Light유와 Arab Light유의 2월 OSP를 전월보다 배럴

당 20센트 인상하였고, Arab Medium유와 Arab Heavy유의 OSP는 그대로 유지함.

※ Aramco는 미국시장 인도분 1월 Arab Extra Light유 OSP는 배럴당 1.9달러, Arab Light유 OSP는 

배럴당 5센트로 책정했었음. Aramco의 미국시장 수출 기준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임.

‒ 반면, Aramco는 2월에 북서 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 수출될 모든 유종에 대한 가격은 낮춤.

‒ Emirates NBD 은행은 Aramco가 아시아시장 원유 수출가를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① 

감산이행에 따른 원유 수출 감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② 아시아시장이 높은 수준의 유

가를 상대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Reuters, 2017.1.3,5; WSJ, 2017.1.5; Bloomberg, 20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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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석유･가스 상류부문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자격심사 결과 발표

¡ 이란 국영석유기업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는 ‘이란석유계약(Iranian Petroleum 
Contract, 이하 ‘IPC’) 방식을 토대로 석유･가스 상류부문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기

업 29개를 선정･발표함(2017.1.2).

※ 이란 정부는 기존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계약방식인 바이백(buy-back) 방식보다 외국기업

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고 있는 IPC 방식 도입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자국

의 석유･가스 생산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음.

‒ NIOC는 석유･가스 상류부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인사이트 제16-39호(2016.10.28일자) p.54 참조) 여기에 지원한 50여개 기업 중 

29개 기업에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

‒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이란이 IPC 방식을 바탕으로 발주할 계획인 상류부문 52개 사업의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당초 이란은 IPC 방식을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할 사업 50개를 발표하였었으나 이후에 

North Azadegan 유전(8만b/d)과 Yadavaran 유전(11만5천b/d)을 추가함.

･ 특히 South Azadegan 유전 사업을 두고 응찰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중동경제전

문지 MEES(Middle East Economic Survey)는 전망함. South Azadegan 유전의 현재 생산량은 

5만b/d로 이란은 1차 사업을 통해 32만b/d로, 2차 사업을 통해 60만b/d로 증대시키고자 함.

신규개발매장지

(Greenfield Projects)

생산 중인 매장지

(Brownfield Projects)

유전 가스전 유전

 1 South Azadegan 12 South Pars[Phase11] 25 Ab-Teymour 38 Dalpari

 2 South Pars Oil Layer 13 Farzad-A 26 Ahwaz-Bangestan 39 Naft Shahr

 3 Changuleh 14 Balal 27 Mansuri-Bangestan 40 Sumar

 4 Darquain[Phase3] 15 Kish 28 Foroozan 41 Dehloran

 5 Golshan&Ferdowsi 16 North Pars 29 Soroosh

 6 Jufair 17 Golshan&Ferdowsi 30 Norooz 가스전

 7 Sepehr 18 Khami Fields 31 Dorood 42 Tang-e-Bijar

 8 Susangerd 19 Aghar 32 Salman 43 Ilam refinery

 9 Sohrab 20 Halegan 33 Aban

10 Band-e-karkheh 21 Sefied-Baghoun 34 Paydar

11 Arvand 22 Sefied-Zokhour 35 West Paydar

23 Dey 36 Danan

24 Karun-Bangestan&NGL-1700 37 Cheshmeh-Khosh

자료 : NIOC

< IPC 방식에 의한 입찰 대상 석유･가스 프로젝트 >

‒ 이란은 South Azadegan 유전 사업에 대한 입찰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이란曆 기준 금년

(2016.3.19~2017.3.20) 말까지 10~15개 사업의 입찰을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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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이란은 입찰 이외에 직접 협상을 통해서도 IPC 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

･ 이란은 Total 및 CNPC와 직접 협상을 거쳐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

결할 계획(인사이트 제16-42호(2016.11.21일자) p.53 참조)

･ 또한, 인도 ONGC Videsh와도 직접 협상을 거쳐 Farzad B 가스전 사업 계약을 체결할 계획

‒ IPC 방식을 바탕으로 이란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은 이란 정부가 선정한 11개 이란 기업

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함(인사이트 제16-24호(2016.7.1일자) pp.50~52 참조).

 

구분 기업 구분 기업

1 Persia Oil and Gas 7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IDRO)

2 Petropars 8 Khatam al-Anbia(KAA)

3
Oil Industrie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OIEC)
9

Pasargad Energy 

Development Company(PEDC)

4 Dana Energy 10 Petro Gohar Farasahel Kish(PGFK)

5 PetroIran 11 Ghadir Investment Company

6 MAPNA Oil and Gas

자료 : MEES

<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이란 기업 >

 

¡ 선정된 29개 외국기업 중 대다수가 유럽 및 동아시아 기업이며 BP와 미국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 선정된 기업 29개 중 5개가 일본 기업, 4개가 중국 기업으로, 특히 이란은 일본 기업의 상류부문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 일본계 원유 수입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선정된 유럽 기업 중 다수는 이란과 이미 유･가스전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45호(2016.12.12일자) pp.54~55 참조).

･ 러시아 Rosneft, Zarubzhneft, Tatneft는 NIOC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음에도 선정되지 

않았음.

‒ BP는 Total 등 다른 유럽기업들과 달리 이란의 석유･가스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

고 사전자격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BP와 미국기업이 29개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는 ① 미국의 일부 對이란 경제제재가 여

전히 유효하고 ②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 있음.

･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경제제재는 2016년 1월에 해제되었으나 미국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기업의 對이란 투자는 금지되어 있음. 또한 미국 시민

권자와 기업에 한해서 주요 對이란 경제제재는 유효함(인사이트 제16-47호(2016.1.2.일자) 
pp.32~33 참조).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이란과의 핵협상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선될 경우 

협상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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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국적 구분 기업 국적 구분 기업 국적

1 Inpex 일본 11
Posco 

Daewoo
한국 21 Maersk 덴마크

2 Itochu 일본 12 Pertamina 인도네시아 22 OMV 오스트리아

3

Japan 

Petroleum 

Exploration

일본 13 Petronas 말레이시아 23 Perenco Anglo-French

4 Mitsubishi 일본 14 PTTEP 태국 24 PGNiC 폴란드

5 Mitsui 일본 15
ONGC 

Videsh
인도 25 Shell Anglo-Dutch

6 CNOOC 중국 16 Lukoil 러시아 26 Total 프랑스

7 CNPC 중국 17 Gazprom 러시아 27 Wintershall 독일

8 CNPW 중국 18 CEPSA 스페인 28 Schlumberger 네덜란드

9 Sinopec 중국 19 DNO 노르웨이 29 Plus Petrol 아르헨티나

10
Korea Gas 

Corporation
한국 20 Eni 이탈리아

자료 : MEES

< 사전자격심사 통과 기업 >

 

(FT, 2017.1.2; Platts, 2016.1.3; MEES, 2017.1.6)

▣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 중단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 검토

¡ 이란 국영가스기업 NIGC(National Iranian Gas Company)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갑작스러운 對

이란 가스 공급 중단조치를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2017.1.1) 이 문제를 국제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함(2017.1.4).

‒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최대 10MMcm/d의 가스를 수입해왔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 경제제재 기간에 발생한 미변제 가스대금 약 18억 달러의 즉각적인 변제를 요구하며 2017
년 1월 1일자로 가스공급을 예고 없이 중단하였다고 발표함(2017.1.1).

･ 이란 Bijan Zanganeh 석유부 장관은 언론사 Mehr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표가 만나(2016.12.30) 미변제 가스대금 문제를 추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수

일 내에 가스 공급량을 늘린다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었음(2016.12.31).

‒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공급량을 제한했을 뿐이며, 이란에 

대해 가스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전에 통보해왔다고 주장함.

･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이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변제대금의 규모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스 수송시설 이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함.

‒ 이란은 국제 경제제재로 인해 미변제대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미 자국은 현물과 서비스의 형태로 

약 45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음(2017.1.4). 

･ 상기 45억 달러에는 이란이 향후 인도받을 가스물량 대금과 미변제대금 일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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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란은 미변제대금이 있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더라도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계

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동안 가스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성과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국제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2017.1.4).

¡ 이란은 1997년부터 북부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수입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양국 간 가스교역이 중단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북부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1997년 투르크메니스탄과 25년 장기 가스수입계약

을 체결함.

･ 이란의 주요 가스 생산지는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국내 가스수송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필요한 상황임.

‒ 이란의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가스공급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이란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수입할 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됨.

･ Zanganeh 장관은 자국의 가스 생산량이 700MMcm/d라고 밝혔으며, NIGC는 이란 총 가스 

공급량 중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비중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이에 반해 1991년 독립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과의 가스교

역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시장을 잃을 경우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한 가스수출시장이 되면서 중국 의존

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음.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2017.1.1,2; Natural Gas Daily, 2017.1.4; Tehran Times,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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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싱가포르, ’18년 하반기부터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예정

¡ 싱가포르는 현재 전력시장이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전력시장 전

면 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전력시장 자유화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상업용･산업용 전력소비자 

중 일부에 한해 자신의 전력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음.

･ 2001년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2MW 이상인 상업용･산업용 전력 수용가에 한해 전력소매시

장을 자유화하였음. 

･ 이후 자유화 대상 수용가 기준을 점차 완화하여 2003년 6월에는 월간 전력사용량 20,000kWh, 
2003년 12월 10,000kWh, 2014년 4월 8,000kWh, 2014년 10월 4,000kWh, 2015년 7월 2,000kWh
(전력요금 약 400달러)로 낮추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완전 자유화할 예정임.

‒ 현재 약 33,000개의 상업용･산업용 수용가가 전력 자유화 시장에 들어와 있고, 전면 자유화가 

실시되면 가정용 수용가를 포함하여 총 130만 수용가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전력 자유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전력 사용자들은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산업용 수

용가이며, 이들은 전력회사인 SP Services社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의 전력 소매기업은 2013년 7개에서 

2017년 21개로 늘어났음.

‒ Red Dot Power社는 2014년 시장에 참여한 전력 소매기업으로서, 전력 사용자들이 전력 사용

량을 줄이거나 피크시간대 외의 시간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관리 솔루션을 제

공함으로써 전력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력 소매기업인 iSwitch社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전력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미터기를 

활용하여 전력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음. 전력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응방식을 

강화하고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음(iSwitch社 대표 Andrew Koscharsky).

･ iSwitch社는 SP Services社의 전력요금보다 25% 할인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5개
월 만에 전력시장 점유율이 1%p 높아졌음.

¡ 한편, 2016년 3월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는 6,909MW이나 발전설비용량은 

13,405MW로 피크 수요의 2배를 초과한 상태인데다, 새로운 소매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전기업도 자사의 소매부문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Tuas Power社는 싱가포르 발전부문에서 최대 시장점유율(21%)을 보유한 기업으로, 소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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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상업용 전력사용자에 한하여 스마트미터기로의 교체가 가능한 선택

권을 제공하여(2016년) 사용자가 전력소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매 부문 인력을 충원

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Taus Power社 고위급 임원인 Michael Wong은 자사가 전력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

나 전력 소비를 줄임으로써 사용자 측면에서 더욱 지속가능한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함.

‒ 발전부문 시장점유율 2위(20%) 기업인 Senoko Energy社는 2016년부터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시작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Senoko Energy社의 에너지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

하여 사용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전력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함.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홈페이지; Business Times, 2016.1.5)

▣ 호주, ’17년 자원 수출액 A$2,000억 돌파 전망

¡ 호주의 2017 회계연도 자원 수출액 규모가 사상 최대인 2,000억 호주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기술적 경기침체(technical recession)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호주 산업

혁신과학부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December 2016).

‒ 호주는 ▲자원 생산량 증가, ▲호주달러 약세, ▲철광석 및 석탄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자원 수

출 규모가 2017년 6월까지 2,039억 호주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 2016년 9월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는 2017 회계연도의 광산 및 에너지자원 수출규모가 

1,634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철광석 및 원료탄, 연료탄 가격이 예상

을 웃돌면서 총 수출규모 전망치가 크게 높아진 것임. 

･ 호주는 2012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에 광산 및 에너지자원 수출규모가 1,900억 호주달

러를 넘어선 바 있으나, 2,000억 호주달러를 넘어선 적은 없었음.

¡ 반면,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 철강부문의 수요 둔화 및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량 증가로 

2017년부터 호주 천연자원의 수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최근의 철광석 및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향후 호주의 자원부문 투자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철광석) 호주 철광석 채굴기업은 채굴비용절감 및 기존자산 유지에 주력하고 있고, 생산성 향

상으로 인해 2017~2018년까지 철광석 생산량이 증대되나 수출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구분 생산량 수출량 수출액

2016~2017년 8억8,000만 톤(▲3.7%) 8억3,200만 톤(▲5.9%) 620억 호주달러(▲30%)

2017~2018년 9억2,300만 톤(▲4.9%) 8억7,900만 톤(▲5.6%) 570억 호주달러(▽8.4%)

주 : 제시된 데이터는 전망치임.

자료 :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December 2016

< 호주 철광석 생산 및 수출 추이 및 전망(2016~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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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탄) 원료탄 가격 상승에 힘입어 Whitehaven社의 Maules Creek 광산을 포함하여 일부 광

산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채굴을 중단했던 일부 광산(Glencore社의 Collinsville, Integra 광산 

등)이 생산을 재개하여 원료탄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전망임. 단, 2017~2018년 원료탄 수출액

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270억 호주달러가 될 전망

구분 생산량 수출량 수출액

2016~2017년 1억9,200만 톤(▲1.5%) 1억9,100만 톤(▲1.6%) 400억 호주달러(▲50%)

2017~2018년 1억9,400만 톤(▲0.7%) 전년과 비슷한 수준 270억 호주달러(▽33%)

주 : 제시된 데이터는 전망치임.

자료 :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December 2016

< 호주 원료탄 생산 및 수출 추이 및 전망(2016~2018년) >

‒ (연료탄) 2015~2016년 일부 광산(Yangcoal社의 Donaldson 광산, BHP社의 Gregory 광산 등)
이 폐광하였으나, 최근의 연료탄 가격상승으로 대부분의 광산은 증산하고 있고 Collinsville 광
산 등의 생산 재개에 힘입어 연료탄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임. 반면, 2016년 말~2017년 

초 연료탄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이익 규모는 하락할 전망임.

구분 생산량 수출량 수출 이익

2016~2017년 2억5,200만 톤(▲0.4%) 2억800만 톤(▲3.7%) 184억 호주달러(▲25%)

2017~2018년 2억5,300만 톤(▲0.0%) 전년과 비슷한 수준 174억 호주달러(▽5.3%)

주 : 제시된 데이터는 전망치임.

자료 :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December 2016

< 호주 연료탄 생산 및 수출 추이 및 전망(2016~2018년) >

‒ (LNG) 대규모 LNG 프로젝트의 가동개시로 인해 LNG 수출액은 2015~2016년 165억 호주달

러에서 2017~2018년에는 370억 호주달러로 증가할 전망임.

･ 호주는 2016년부터 Gorgon LNG,  Australia Pacific LNG, Gladstone LNG 프로젝트가 생산을 

개시하였고, 향후 12~18개월 사이에 Wheatstone LNG, Ichthys LNG 및 Prelude LNG가 생산

을 개시할 예정임.

구분 생산량 수출량 명목 수출단가

2016~2017년 104.5Bcm(▲28.6%) 5,240만 톤(▲42%) A$8.6/GJ(▲0.1%)

2017~2018년 128.3Bcm(▲22.7%) 6,730만 톤(▲28.4%) A$10.4/GJ(▲20.9%)

주 : 제시된 데이터는 전망치임.

자료 : 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December 2016

< 호주 LNG 생산 및 수출 추이 및 전망(2016~2018년) >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홈페이지; Financial Review, 2017.1.9)

▣ 태국 PTT, BP와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 태국은 미얀마로부터의 PNG 공급량이 감소하고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가

스공급을 위해 LNG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국영 석유가스기업 PTT는 BP와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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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약 1백만 톤의 LNG를 도입하기로 함.

‒ 태국의 연간 총 발전량은 169.6TWh이며 가스화력 발전량이 70%를 차지함(Enerdata, 2016.5
월). 총 천연가스 수요 중 약 1/4은 미얀마에서 PNG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미얀마의 

자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얀마의 對태국 가스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음.

‒ 이번 계약은 PTT의 두 번째 장기 LNG 계약으로, BP는 미국 Freeport LNG 프로젝트(2018년 

가동개시 예정)등 전 세계에 위치한 자사 포트폴리오를 동원하여 태국에 LNG를 공급할 예정

임.

※ BP는 Freeport LNG 프로젝트 중 Train 2설비(생산용량 440만 톤)에 대한 시설이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PTT는 Qatargas社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2012.12월) 2015년 1월부터 20년간 연간 약 

2백만 톤의 LNG를 공급받고 있음. 

‒ 태국 정부는 LNG 수입량 목표치를 2036년 3,100만 톤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

하여 2022년 1,740만 톤, 2036년 3,40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며(2016.12월), 현재 Shell, 
Petronas와 LNG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

･ PTT는 Shell Eastern Trading社로부터 15~20년 동안 연간 1백만 톤의 LNG를 도입하는 계약

에 대해 2015년 8월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ational Energy Policy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

으며 최종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음.

･ 또한 PTT는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Petronas와 15년 장기 LNG 매매계약에 대해 2016년 12월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최종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음. 

¡ PTT는 LNG 수입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자국 내 LNG 터미널의 재기화설비 용량을 증설하거

나 신규로 건설하고자 함.

‒ PTT는 Rayong州 Map Ta Phut에 위치한 LNG 터미널(2011년 가동 개시)의 설비용량을 당초 

설계의 두 배인 연간 1,00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 설비개선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가동을 재개할 예정임. 

･ 또한 동 터미널의 설비용량을 연 150만 톤 추가 증설하기 위해 약 10억 바트(2,790만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인데(PTT 대변인, 2016.5월), 에너지정책관리위원회(Committee on Energy 
Policy Administration)로부터 동 LNG 터미널의 증설계획을 승인받았고 국가에너지정책위원

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 또한 당초 설비용량 연간 500만 톤으로 설계된 신규 육상 LNG 터미널(위치 미정)의 용량을 

750만 톤으로 변경하였고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음(2016.11월).

(Nikkei Asian Review, 2016.10.4; Marine Link, 2016.11.23; Platts, 2016.12.30)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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