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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6/27 6/28 7/1 7/2 7/3

Brent

($/bbl)
66.55 66.55 65.06 62.40 63.82

WTI

($/bbl)
59.43 58.47 59.09 56.25 57.34

Dubai

($/bbl)
64.42 64.88 64.92 63.43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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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6/27 6/28 7/1 7/2 7/3

천연가스

($/MMBtu)
2.32 2.31 2.27 2.24 2.29

석탄

($/000Metric ton)
51.55 51.90 52.45 52.80 54.25

우라늄

($/lb)
24.70 24.65 24.60 24.50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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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월 5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7 100.0 99.1 -0.9 0.9

     OECD 46.6 47.2 46.7 -0.5 -0.5

     비OECD 51.0 52.6 52.2 -0.4 1.4

 세계 석유공급 99.3 99.3 99.5 0.2 0.5

     OPEC 35.3 35.3 35.2 -0.1 -1.5

     비OPEC 63.9 64.0 64.3 0.3 2.0

 세계 재고증감 1.5 -0.6 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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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호, p.2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WEEKLY insight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4호 2019.7.8.  3

경쟁 체제로 변화하는 세계 LNG 시장1)

해외정보분석팀 이서진 부연구위원(sjl@keei.re.kr)

국제협력연구팀 김태환 부연구위원(tkim@keei.re.kr)

▶ 전 세계 천연가스 거래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LNG 수출국 간의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셰일가스혁명으로 LNG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2016년 LNG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미국의 LNG 

수출증가는 세계 LNG 가격구조 변화와 시장 유연성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에서 도시가스 원료로서의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97%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도시가스 소매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2017년 4월 완전 자유화되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도･소매 및 유통시장이 분리됨. 

▶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과 유통은 3개의 국영기업(CNPC, Sinopec, CNOOC)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화는 과제로 남아 있음. 

▶ 천연가스 가격결정에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된 방법은 유가연동방식(oil indexation)이지만, 최근 세계 가스 

시장의 자유화 확대 및 성숙되어가는 시장 구조로 인해 경쟁방식(gas-to-gas competition)을 채택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장기LNG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수신 터미널을 명시하는 고정계약(fixed destination) 

보다 경직성이 완화된 유연계약(flexible destination)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1. 세계 LNG 시장 동향

▣전 세계 천연가스 거래는 아시아 시장의 수요 급증으로 빠르게 확대 중임.

¡ (수입) 아시아는 주요 LNG 수입국으로, 그 가운데서 일본, 한국, 중국은 아시아 

최대 LNG 수입국 위치를 차지함. 

‒ 한국과 일본은 LNG를 대체할 만한 가스자원이 없고, 원자력 발전 가동이 점진

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LNG 수입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

을 위해 석탄 소비를 줄이고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수출) 카타르와 호주는 최대 LNG 수출국이고, 미국은 2000년대의 셰일가스혁명 
이후 새로운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LNG 수출국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는데, 상위 LNG 수출국은 중동,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권역에 위치하고 있음. 

‒ 미국은 셰일가스혁명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LNG 수출

규모가 80Bc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1) 본 현안분석은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IEA, 2019.6월)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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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천연가스 
거래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LNG 수요 
급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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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걸프해안(Gulf Coast)과 동부해안(East Coast)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액화처리 

시설(liquefaction project)은 2020년 완공 예정임.

¡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LNG 수출국 간의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해상운송이 수반되는 LNG는 전 세계 가스시장 간의 경쟁과 통합을 촉발시킴.

‒ 카타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천연가스 액화능력을 2002년 180Bcm에서 2012년 
382Bcm으로 2배 이상 확대함. 

‒ 카타르의 LNG 수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주 : T&T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임, 수입국에서 옅은 회색은 기타 수출국의 물량임.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주요 LNG 수출입국가의 거래량 비교(2017, 2018년) >

▣미국 셰일가스혁명은 글로벌 LNG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LNG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혁명 이후인 2016년 
LNG 순수출으로 전환하였고, 2022년에는 LNG와 PNG를 포함한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액화천연가스의 재기화 설비 확충 및 LNG 수출국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LNG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주요 LNG 수입국으로 

“LNG 수출국 간에 
글로벌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셰일가스 
혁명으로 LNG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2016년 
LNG 순수출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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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음. 

･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알제리, 예멘 등 다양한 국가로

부터 LNG를 수입해왔음. 

‒ 2007년부터 셰일가스는 경제성 있는 에너지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그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은 2009년 급락하였음. 

･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미국의 

전통가스 생산량을 능가한 것으로 분석됨. 

‒ 셰일가스혁명 이후, 주요 LNG 수출국인 카타르, 러시아, 호주는 전 세계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액화능력 향상, 산업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국가별 미국의 LNG 수입량(1997~2017년) >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량 변화 추이(2000~2016년) >

 

“2016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전통가스 생산량 
초과”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카타르, 호주 등 
LNG 수출국도 
경쟁력 강화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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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LNG 수출국으로의 전환은 천연가스 가격 결정구조 방법과 시장유연성

에 변화를 야기함.

‒ LNG 가격결정에 있어,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들은 유가연동방식(oil indexation)을 
따르는 데 반해 미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하는 경쟁방식(gas-to-gas)
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LNG 수출 증가는 세계 LNG 가격구조의 변화를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LNG 수출계약은 장기-고정계약이 아닌 유연계약이기 때문에, LNG 
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의 부상은 시장유연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고정계약은 LNG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통해 설비투자를 
확충하는 유인을 가짐. 따라서 기존의 LNG 생산자들은 최근의 장기-고정 공급

계약의 감소추세를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16년 LNG 수출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허가는 전 세계 단 2건에 그침.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LNG 수출 설비용량(좌) 및 추가 설비용량(우)(2002~2022년) >

“미국의 LNG 
시장 영향력 
증대로 LNG 
가격결정방식과 
시장유연성에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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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세계 권역별 LNG 수출량 비교(2010~2023년) >
(단위 : Bcm)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세계 권역별 LNG 수입량 비교(2010~2023년) >
(단위 : Bcm)

 

2. 아시아 주요국의 LNG 시장 동향

▣일본

¡ 일본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

가스는 전력생산과 도시가스로 사용됨.

‒ 일본은 호주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부터 카타르산 
천연가스 수입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 비중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크게 

“LNG 수입국은 
아시아에 치중된 
반면, 
LNG 수출국은 
비교적 다변화 
양상”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의 카타르産 
수입물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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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014년 7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에는 66% 수준으로 감소함.

‒ 1960년대 중반까지는 중유, 액화석유가스 및 납사 등의 석탄 및 석유제품이 일본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1968년 LNG 수입 이후 도시가스 원료

로서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97%의 점유율을 차지함.

･ 상업용·주택용 도시가스 수요는 199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1990년 26%에서 2017년 5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 비중(2004~2016년) >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 변화 추이(1990~2017년) >

 

¡ 일본의 도시가스 소매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2017년 4월 완전 자유화됨.

‒ 일본정부는 소매시장 형성 초기단계에는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소매시장을 통제하였지만, 1995년 천연가스 대량소비자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자유화를 이룸.

‒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도시가스 소매시장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됨.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전력부족 및 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본의 

에너지체계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야기함. 

“LNG 수입(1968년) 
이후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97% 
비중 차지”

“일본의 도시가스 
소매시장은 
1995년부터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시작하여 2017년 
4월 완전 자유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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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시장개혁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가격상승 억제, ▲시장의 

다변화,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함. 

‒ 2017년 4월 도시가스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통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도･소매 및 유통시장이 각각 분리됨.

･ 도시가스 소매시장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0년 1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5년 다시 반등하여 13.1% 수준을 
회복함.

･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 자유화가 도입된 2017년 
4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680,000명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자 수의 감소와 제3자의 LNG 공급망 이용권한

(Third-Party Access, TPA)에 대한 문제가 과제로 대두됨.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일본의 가스시장 자유화 추이(1995~2017년) >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일본 가스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자 비중(1995~2015년) >

 

“일본은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 
자유화로 68만 명 
가량이 도시가스 
공급업체 변경”

“일본의 도시가스 
시장 자유화에도 
새롭게 진출하는 
참여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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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천연가스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석탄과 비교하여 친환경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천연가스 수요는 1990년대 이후 빠른 증가세를 유지함. 

･ 한국에서 계절적 요인은 천연가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쳐, 겨울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높고 여름에는 낮게 나타남. 

‒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국은 공기업 형태의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한 1986년 이후, 다양한 국가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음.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한국 에너지소비 변화 추이(1986~2017년) >
(단위 : Mtoe)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한국 천연가스 소비 변화 추이(1994~2017년) >

 

“한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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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95%가량 점유하고 있으며, 소매시

장 역시 34개의 지역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전력생산자나 제조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직수입 업체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에서 2016년 6.4%로 증가하였음. 

･ 직수입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방식

(gas-to-gas)을 채택하는 미국 LNG 시장을 선호함.    

‒ 각 지방정부로부터 공급자의 지위를 인가받은 소매시장의 공급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음. 

･ 이러한 시장구조를 통해 소매시장의 경쟁을 배제하는 한편, 소매업체들의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유지를 가능하게 함. 

¡ 한국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화와 수요계층에 가스 공급을 위한 제3자의 LNG 
공급망 이용권한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임.

‒ 한국 가스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좌절되었음. 

･ 지난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시도한 바 있지

만, 현 정부하에서도 계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음. 

※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하에서는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

스와 재생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국

¡ 중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소비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천연가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석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내륙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를 수입하는데, 2013년 PNG 수입량이 LNG 수입량을 초과함. 

･ LNG는 호주, 카타르 등을 통해 공급받으며, PNG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

키스탄, 미얀마 등 중국에 인접한 내륙 국가를 통해 들여옴.

“한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한국가스공사와 
34개 
지역공급자(소매)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형태”

“한국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구조적 문제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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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연평균 증가율(2000~2017년) >

 

¡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3개의 국영기업(CNPC, Sinopec, CNOOC)이 천연가스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고 있음. 

･ CNPC는 2개의 LNG터미널과 80%의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의 약 72%를 담당하고 있음.

･ Sinopec은 중국 최대의 원유정제 회사로 3개의 LNG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CNOOC는 천연가스 개발 및 탐사에 중점을 둔 중국 3대 국영기업으로, 10개의 

LNG터미널을 운영함.

‒ 중국은 천연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6년 원유 수입가격에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게 하는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체계가 완전 정착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주거용 도시가스의 판매 가격은 아직도 공급 비용보다 낮음.

‒ 중국정부는 ‘13차 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에서 천연가스 사용의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에 제반된 정부의 행정절차 개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확충, 
▲천연가스 저장시설 확대, ▲천연가스 소비촉진 등을 제시함.  

¡ 중국 또한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화 및 원활한 가스 공급을 위한 제3자의 LNG 
공급망 이용권한(TPA) 설정에 대한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음. 

“중국은 
경제성장에 의한 
에너지수요 
증가와 석탄 
대체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3개 
국영기업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2016년 중국은 
천연가스 가격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유가와 
연동되는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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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중국의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2000~2016년) >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1990~2050년) >
(단위 : 100Mtoe)

 

3. LNG 계약방식 변화와 영향

▣천연가스 가격 결정방식 변화

¡ 천연가스 가격결정에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된 방법은 유가연동(oil indexation)
이지만, 최근 경쟁방식(gas-to-gas competition)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 천연가스

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함. 

※ 천연가스 가격결정 방법으로는, 거래당사자 간 임의의 가격을 설정하는 Bilateral 

Monology 방식, 원유가격에 천연가스 가격을 연동시키는 Oil indexation, 

천연가스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Gas-to-Gas Competition 등이 있음. 

‒ 전 세계 거래 물량 중 유가연동 방식의 비중은 2005년 63%에서 2016년 49%로 

감소한 반면, 경쟁방식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물량의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4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경쟁방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에 의해 수입

“중국정부는 
‘13차 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에서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시”

“최근 천연가스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방식을 
채택한 거래량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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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PNG 거래이며, 해상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LNG 거래는 여전히 유가연동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경쟁방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전 세계　가스시장의 자유화 확대 

및 성숙되어 가는 시장 구조가 지목됨. 

･ 단기공급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필수적

이며, 천연가스 자급자족이 가능한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이 더 많이 이용됨. 

･ 한편, 천연가스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원유

수입가격을 천연가스 가격결정에 반영하는 지표인 Japanese Crude Cocktail 
(JCC)를 준거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PNG와 LNG의 수입 가격 메커니즘 비교(2005~2017년) >

 

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가격방식에 따른 LNG 수입계약 물량 변화 추이(2012~2022년) >

 

“세계 천연가스 
거래에서
유가연동방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LNG 거래에서는 
여전히 최대 
비중을 차지”

“세계 가스시장의 
자유화 확대 및 
성숙된 시장 
구조에 기인하여 
경쟁방식의 
비중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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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6월),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 계약내용에 따른 LNG 수입계약 변화 추이(2012~2022년) >

 

▣가격 결정 방식에 의한 LNG 계약형태 변화

¡ 시장 조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공급 과잉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LNG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 장기 LNG 계약은 계약서에 수신 터미널을 명시하는 고정계약(fixed destination)
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6년 새로 체결된 계약의 42%가량은 유연계약(flexible 
destination)이 차지하였음.  

･ 고정계약하에서 생산자는 카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역

시 LNG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공급이 충분한 시장에서 구매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 의무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카고를 
전향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게 됨. 

･ 고정계약과 유연계약 형태 모두에서 평균 계약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기간의 단축은 고정계약에 더 큰 의미를 가짐. 

･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LNG 시장에서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계약(legacy contract)이 만료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북미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본선인도(free-on-board, FOB) 조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통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계약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LNG 운반 

선박의 대형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물량 급증으로 현장인도 거래가 

활발해짐. 

‒ 2000년대 들어 LNG 생산 및 소비 모두가 증가함에 따라 LNG 거래 흐름이 

다양해지고 LNG 현물 거래가 확대됨. 

“천연가스 
가격결정 체계는 
공급 과잉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LNG 계약조항에 
영향”

“고정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유연계약 방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42%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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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현물은 2011년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요가 
급증하였음.  

･ LNG 현물은 제한된 물량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폐쇄된 양자간협의(closed bilateral 
agreements)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LNG 현물 가격 결정 기준이 부재

하였음.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 중반부터 LNG 현물 시장과 

현물가격이 주목받기 시작함. 

‒ 현장인도거래가격(spot price)은 장기계약에 의한 공급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대만에서 상당부분 소비됨.

･ 중국 내의 천연가스 수요의 급증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이 현장

인도거래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참고문헌

IEA, LNG Market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Jun 2019.

“최근 LNG 운반 
선박의 대형화와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수요물량 
급증으로 
현장인도거래 
확대 추세”



WEEKLY insight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4호 2019.7.8.  19

중동･아프리카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6월 24~28일)>

¡ 국제유가(Brent유)는 6월 마지막 주에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6월 28일에는 

$66.55/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2.07%($1.35) 상승하였음.

‒ WTI유와 Dubai유 가격은 6월 마지막 주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28일에는 각각 $58.47/bbl와 
$64.88/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각각 1.81%($1.04)와 1.03%($0.66) 상승하였음.

유종

월
Brent WTI Dubai

유종

일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6/10 62.29 53.26 61.92

          2월 65.73 62.18 62.72 6/11 62.29 53.27 61.28

          3월 66.72 62.77 62.74 6/12 59.97 51.14 59.90

          4월 71.76 66.33 68.27 6/13 61.31 52.28 60.28

          5월 77.01 69.98 74.41 6/14 62.01 52.51 59.90

          6월 75.94 67.32 73.61 6/17 60.94 51.93 60.74

          7월 74.95 70.58 73.12 6/18 62.14 53.90 59.92

          8월 73.84 67.85 72.49 6/19 61.82 53.76 61.22

          9월 79.11 70.08 77.23 6/20 64.45 56.65 62.61

         10월 80.63 70.76 79.39 6/21 65.20 57.43 64.22

         11월 65.95 56.69 65.56 6/24 64.86 57.90 64.02

         12월 57.67 48.98 57.32 6/25 65.05 57.83 63.38

 2019년  1월 60.24 51.55 59.09 6/26 66.49 59.38 64.29

         2월 64.43 54.98 64.59 6/27 66.55 59.43 64.42

         3월 67.03 58.17 66.94 6/28 66.55 58.47 64.88

          4월 71.63 63.87 70.94

          5월 70.30 60.87 69.38

6월 63.04 54.71 61.78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6.28.)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6.28.)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6월 마지막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OPEC+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 등이 있음.

‒ (미･중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논의를 재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동하기로 확정하면서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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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6월 마지막 주 유가에 상방 압력을 주었음.1)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실패하면서,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였으며(2019.5.10.), 이후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0~25%로 인상 적용하였음(2019.6.10.).2)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위협하였음.

･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comfortable)”할 것이라고 언급해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가 다소 꺾이는 모습도 보임.3)

※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동하고(2019.6.29.), 양국이 무역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하였음.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社에 부품을 판매해도 좋다고 발표해 미 상무부의 

결정을 번복하였으며,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음.4)

‒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21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278.8만 배럴 감소한 4억 6,957.6만 배럴을 기록해 2016년 9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6월 26일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5)

･ 이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6월 셋째 주

(6월 21일 기준)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380만b/d에 달해 지난 2월 달성한 최고치에서 20만b/d 
확대되었음.

･ 동기간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99.6만 배럴 감소한 2억 3,222.5만 배럴을, 정제유

(distillate) 재고도 전주 대비 244.1만 배럴 감소한 1억 2,538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1/4 439,738  2/1 447,207 3/1 452,934

1/11 437,055  2/8 450,840 3/8 449,072

1/18 445,025  2/15 454,512 3/15 439,483

1/25 445,944  2/22 445,865 3/22 442,283

3/29 449,521

4/5 456,550 5/3 466,604 6/7 485,470

4/12 455,154 5/10 472,035 6/14 482,364

4/19 460,633 5/17 476,775 6/21 469,576

4/26 470,567 5/24 476,493

5/31 483,264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7.1.)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6.21.) >

(단위 : 1,000배럴)

1) Reuters, 2019.6.24.

2) 인사이트, 제19-18호, 2019.5.20., pp.21~23.

3) Reuters, 2019.6.25.

4) New York Times, 2019.6.29.

5) Reuters, 2019.6.26,27.; 미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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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 OPEC+ 산유국들이 감산을 금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6월 27일과 28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6)

※ OPEC+ 산유국은 2018년 12월 7일 열린 제175차 OPEC 정례총회에서 201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산유량을 2018년 10월 산유량 대비 120만b/d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7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76차 정례총회를 열고 감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OPEC이 7월 초 정례총회에서 감산 수준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알제리는 감산 수준을 60만b/d 더 확대해 180만b/d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Reuters 통신이 보도하였음(2019.6.27.).

･ 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도, 산유량 조절을 위한 국제공조가 석유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2019.6.24.).7)

※ OPEC+ 산유국은 제176차 OPEC 정례총회에서 산유량 감산 수준을 현재와 같은 120만b/d 

수준에서 2020년 1분기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2019.7.2.), 이전과 동일하게 14개 

OPEC 회원국이 80만b/d를 감산하고, 감산에 참여하는 10개 非OPEC 산유국이 나머지 40만

b/d를 감산하기로 하였음.8)

¡ 2019년 6월 마지막 주에는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서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9)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텍사스 제조업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12.2로 떨어져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향후 6개월간 텍사스 제조업에 관한 전망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6월 24일 유가에 하방압력을 주었음.

･ 이는 지난 5월의 –5.3에서 더욱 악화된 것인데, 텍사스 제조업 전망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됨.

※ 텍사스 제조업 전망에 관한 설문은 텍사스州 제조업 부문의 산업활동을 전망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에 전월의 고용, 수주, 가격 등에 대해 묻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함. 설문

조사 결과, 각 항목에 대해 증가를 보고한 기업 비중이 감소를 보고한 비중보다 큰 경우에 

지표 지수는 0보다 크고, 이는 전월에 지표가 증가했음을 의미함.

6) Reuters, 2019.6.27.

7) Reuters, 2019.6.24.

8) Wall Street Journal, 2019.7.1,2.

9) Reuters, 2019.6.24.; Crain’s Cleveland Business, 2016.6.24.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4호 2019.7.8.

미주

▣미 뉴욕 州의회,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는 법안 통과

¡ 미국 뉴욕 州의회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을 

통과시킴(2019.6.20.)에 따라, 조만간 Andrew Cuomo 뉴욕 州지사가 상기 법안에 서명할 예정임.10)

‒ CLCPA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하고자 하는 법안

으로, 뉴욕州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5% 저감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나머지 15%를 상쇄할 계획인데, 뉴욕州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면 사실상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됨.11)

※ 뉴욕州는 현재 전력의 60%를 무탄소(carbon-free) 전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력과 원자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은 일부에 불과함.

※ 앞서 뉴욕州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40% 저감하고자 하였으며, 

동기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였음.12)

･ CLCPA는 뉴욕州에서 공급되는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비중을 

2030년과 2040년까지 각각 70%와 100%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 대폭 증설, 
▲지붕형 태양광 프로그램 확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저장설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음.13)

‒ CLCPA는 뉴욕州 전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보고서를 뉴욕 州상원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매년 발간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뉴욕州로 수입되는 전력 생산 및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도 포함하도록 명시

하였음.14)

‒ 또한, ‘기후행동위원회(Climate Action Council)’를 조직해 CLCPA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 관련 보고서나 제안, 계획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음.

¡ 뉴욕州의 CLCP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에 찬 환경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뉴욕州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옴.15)

10) JD Supra, 2019.6.24.

11) New York Times, 2019.6.18.

12) 뉴욕 주 홈페이지, https://www.dec.ny.gov(검색일 : 2019.6.28.)

13) New York Times, 2019.6.18.

14) JD Supra, 2019.6.24.

15) New York Times,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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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州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8% 감소하는 데 그쳤음.

‒ 특히 뉴욕州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완화하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임.

‒ 뉴욕州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25%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난방을 위해 천연가스나 연료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탄소 전원이나 재생 가능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할 것임.

‒ 게다가, 에너지 및 산업계 등이 2050년까지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음.

･ 최근 뉴욕시는 초고층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을 제정해, 뉴욕시의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4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번 CLCPA가 발효되면 뉴욕州 전역의 더 많은 건물이 설비를 개체해야 함.

▣텍사스州 지방 법원, Permian Highway Pipeline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기각

¡ 텍사스州 Travis County 지방법원은 Kinder Morgan社의 Permian Highway Pipeline이 Texas 
Hill County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텍사스州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음

(2019.6.25.).16)

※ Permian Highway Pipeline은 텍사스 Waha에서 Katy까지 연결하는 수송용량 2.1Bcf/d, 직경 

42인치, 길이 430마일의 가스관으로, 건설에 총 2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임.17)

‒ 텍사스州 일부 토지소유주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은, 텍사스 주의 석유･가스 규제기구인 ‘텍사스 

철도위원회(Railroad Commission of Texas, RRC)’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고 

Permian Highway 가스관의 경로 설정 시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Permian 
Highway 가스관 건설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18)

･ 또한, 토지소유주들은 소장에서 Permian Highway 가스관이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나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역, 주거지역 등을 통과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맞서 Kinder Morgan도 가스관 허가 절차의 변경은 법원이 아니라 州의회가 관할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소유주들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음.

‒ Travis County 지방법원의 Lora Livingston 판사는, “텍사스 RRC는 파이프라인 경로 설정이나 
민간 토지 수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며, 이미 주어진 권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RRC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음.
※ 현재 텍사스州는 공익사업체로 인정되는 가스관 운영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권(eminent domain)을 허용하고 있음.

16) Reuters, 2019.6.26.

17) Yahoo Finance, 2019.6.26.

18) Reuters,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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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ural Gas Intelligence(2018.9.6.), “Permian Highway Project Advancing to Move 

      2 Bcf/d to Gulf Coast and Beyond”

< Kinder Morgan社의 Permian Highway Pipeline >

‒ 텍사스州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텍사스 부동산 변호 및 옹호 연합(Texas Real 
Estate Advocacy and Defense Coalition)’은 항소나 다른 관할법원에서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 중 
이라고 밝혔음.

¡ 한편, Permian Highway Pipeline이 완공되면 셰일가스 지대와 미국 멕시코만 연안까지를 연

결하는 가스 수송용량 부족 문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19)

‒ Permian Highway 가스관은 수용용량 전부를 장기계약을 통한 정기수송에 이용할 것이며, 
2020년 말에 가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Permian Highway가 가스 수송을 개시하면 가스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EagleClaw社, XTO Energy社, APA社 등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음.

※ Permian basin은 뉴멕시코州 남동부에서 텍사스州 서부에 걸친 지역으로, 최근 Permian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수송할 수 있는 

가스관이 크게 부족해 가스가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되기도 함.20)

▣미국 4개 지역, ’19년 들어 RPS 목표치 100%로 확대

¡ 뉴멕시코, 워싱턴, 네바다, 메릴랜드 등 4개 州와 워싱턴 D.C.가 2019년 들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중 메릴랜드州를 

제외한 4개 지역은 RPS를 100%로 확대 조정하였음.21)

19) Yahoo Finance, 2019.6.26.

20) 인사이트, 제19-14호, 2019.4.15., pp.22~23.

21) EIA Today in Energy,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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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2040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2019년 1월 RPS 목표를 개정하였는데, 이전 목표는 2032년까지 50%로 확대였음.

‒ (뉴멕시코州) 뉴멕시코州는 2045년까지 전력판매량의 100%를 무탄소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금년 3월 개정하였으며, 중간 목표로 2030년과 2040년까지 각각 전력의 50%와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전 목표는 2020년까지 20%로 확대였음.

･ 신규 목표는 IOU(investor-owned utilities)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력협동조합(cooperative electric 
utilities)은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하였음.

주 : 소매전력 판매량 중 RPS의 비중

자료 : EIA Today in Energy(2019.6.24.), “Four states updated thei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the first half of 2019”

< 뉴멕시코･워싱턴･네바다･메릴랜드･워싱턴 D.C.의 RPS(2010~2050년) >

‒ (네바다州) 네바다州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전력판매량의 5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2050년까지 10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음.

‒ (워싱턴州) 워싱턴州도 2045년까지 전력판매량의 100%를 탄소중립 발전(carbon-neutral 
generation)으로 공급하도록 2019년 4월에 RPS 목표를 수정하였는데, 앞선 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 판매량의 15%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음.

･ 또한, 워싱턴州는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메릴랜드州) 메릴랜드州는 지난 5월 2030년까지 전력판매량의 5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RPS 목표를 상향조정하였는데, 이전 목표는 2024년까지 22.5%로 확대하였음.

･ 메릴랜드州는 상기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204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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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RPS 목표를 수립한 州는 29개에 달하며, 다른 8개 州는 

구속력 없는 RPS 목표를 제시함.

‒ 지금까지 RPS 목표를 100%로 설정한 州는 하와이州, 캘리포니아州, 뉴멕시코州, 네바다州, 
워싱턴州 등 5개가 있으며, 2018년 기준 미국 전체 소매전력판매량의 63%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RPS 실시 지역에서 발생함.

주 : 소매전력판매량 중 RPS의 비중

자료 : EIA Today in Energy(2019.2.27.), “Update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will lead to 

      more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 코네티컷･뉴저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州의 RPS(2010~2050년) >

매사추세츠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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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핀란드 Posiva社, 세계 최초 사용후핵연료 지하처분시설에 5억 유로 투자22)

¡ 핀란드의 핵폐기물 처리 기업 Posiva社는 자사가 Olkiluoto 섬에 계획한 Onkalo 사용후핵연료 

지하처분시설 건설에 5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음(2019.6.25.).

‒ 同 시설은 2012년 건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해 2015년 11월 핀란드 정부의 건설허가를 받은 

시설로, 건설을 위한 지하터널 발파 작업은 2004년부터 진행되었음.23)

･ Posiva社는 지하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터널을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적합

하도록 개수하는 공법을 찾기 위해 지질연구를 지속해 왔음.

‒ Onkal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현재 핀란드 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Olkiluoto-1･2호기

(각 880MWe 규모) 및 Loiivisa-1호기(502MWe 규모), Loiivisa-2호기(507MWe 규모) 등 

총 4기의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예정임.

･ 이외에도 핀란드는 추가로 2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자 하며, 5번째 원자로인 Olkiluoto-3호기

(1,600MWe)는 2020년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고, 6번째 원자로인 Hanhikivi-1호기(1,200MWe)는 
2019년 중 건설허가를 얻어 202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同 지하처분시설은, 지상에서 1개당 핵폐기물 2톤을 저장할 수 있는 구리 컨테이너에 밀봉한 뒤 

터널을 통해 지하로 이동시켜, 벤토나이트 완충제로 코팅된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설계되었음.24)

･ 해당 시설은 Olkiluoto 섬 지하 400m 지점의 암반에 건설될 예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원통형의 구리 컨테이너 3,000개를 보관할 수 있음.25)

‒ Posiva社의 대표 Janne Mokka는 2020년대 중반까지 핵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의 건설이 완료되어 
폐기물 저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한편, 핀란드 이외에도 스웨덴과 미국 등이 핵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을 핵폐기물 영구 처리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스웨덴 또한 지난 2011년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지하처분시설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2018년 
스웨덴 환경법원이 최종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음. 

22) Reuters, 2019.6.25.

23) Posiva社 홈페이지, http://www.posiva.fi(검색일 : 2019.7.2.)

24) The New York Times, 2017.6.7.

25) CNBC, 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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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는 네바다州의 Yucca Mountain에 고준위 핵폐기물 지하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인 ‘The Yucca Mountain Project’를 1987년 이후 추진해왔으나, 지역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철회하였음.26)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인허가 활동 재개 및 중간저장 프로그램 착수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제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음.27)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핀란드 내 원전 부지 현황>

▣프랑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불투명 전망

¡ 프랑스의 기후협의회(Climate Council)인 Haut Conseil pour le Climat(HCC)는 현재 프랑스의 

탄소배출 추이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음.28)

※ Haut Conseil pour le Climat(HCC)는 2018년 11월 설립된 프랑스의 독립 기후자문기구로 

프랑스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이 파리협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HCC는 지난 6월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2015~18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감소율은 
1.1%로 프랑스의 기후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음.

･ 이는 당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치로 권고된 온실가스배출 연평균 1.9% 감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이번에 HCC가 검토한 목표는 프랑스가 지난 4월 의회에 상정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초안에서 제시된 목표임(2019.4.30.).29)

26) KNTV, 2018.5.10.

27) Las Vegas Review, 2019.5.14.

28) Reuters, 2019.6.26.

29) Government France,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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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는 ‘에너지다년프로그램(Multiannual Energy Programme)’에서 

제시한 계획표에 따른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해당 목표의 법제화 절차를 가을 표결을 거쳐 
연내에 끝마치겠다고 밝혔음. 

※ 에너지다년프로그램(Multiannual Energy Programme, PPE)은 2018년 11월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에너지전환 10개년 계획으로, 프랑스의 화석연료소비 감소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10년간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음.30)

･ 한편, 프랑스는 법안 초안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프랑스 
내 모든 광역시에서 석탄발전 중지, ▲저탄소전략의 5년 주기 점검, ▲2030년까지 프랑스 

내 발전믹스의 40% 탈탄소화 등을 제시하였음.

¡ 프랑스 기후협의회는 예상보다 저조한 온실가스 감축 추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수송 및 건물 

부문을 지적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3배 이상

의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특히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지난 10년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부문의 
경우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3배 느린 속도로 배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프랑스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말 ‘노란조끼시위(Yellow Vest Protest)’ 이후, 그간 추진해 

왔던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도입을 포기한 바 있음.

※ 노란조끼시위(Yellow Vest Protest)는 2018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위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비 상승으로 촉발되었으며, 자동차 연료부문 세금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혁에 반대하였음.

(단위 : MtCO2)

  자료 : IEA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프랑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이(2010~2016년) >

30) Government France,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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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19년 첫 번째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 발표

¡ 중국 재정부는 네이멍구, 지린, 저쟝, 광시, 쓰촨, 충칭, 윈난, 샨시, 간쑤, 신장, 칭하이 등 11개 
省(자치구, 직할시 포함)의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19.6.19.).31)

‒ ‘통지’에 따르면, 11개 省의 보조금 예산은 총 81억 위안이고, 그중 풍력발전은 42억 4,000만 

위안, 태양광발전은 30억 8,000만 위안,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시스템은 6억 8,000만 위안, 
바이오매스 발전은 1억 위안을 차지함.

･ 풍력발전은 네이멍구, 윈난, 샨시 등 3개 省에만 배분되었으며, 그중 네이멍구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보조금 비중이 약 98%에 달했음.

･ 태양광발전은 네이멍구, 지린, 저쟝, 광시, 충칭, 윈난, 샨시 등 7개 省에 배분되었고, 그중 

네이멍구 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 보조금 비중이 약 93%를 차지했음.

지역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

매스

공공 

재생 

에너지

합계
낙후지역 자가발전용

발전소 

및 상공업 

분산형

1 네이멍구 413,794 294 285,615 10,449 855 711,007

2 지린 971 8 979

3 저쟝 1 2 608 611

4 광시 9 619 628

5 충칭 79 79

6 쓰촨 11,534 11,534

7 윈난 1,771 2,232 4,003

8 샨시 8,320 2,738 3,850 11,869 36 26,813

9 간쑤 9,192 9,192

10 칭하이 34,030 34,030

11 신쟝 11,897 11,897

총 합 423,885 3,718 4,843 299,726 10,485 68,116 810,773

자료 : 인민망

< 재생에너지원 전력가격 보조금 예산표 >

(단위 : 만 위안)

‒ 11개 省 중 네이멍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71억 1,000만 위안으로, 전체 보조금의 88%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31) 界面新聞,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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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멍구 지역이 이번 보조금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멍시(蒙西, 네이멍구 서부지역)
전력망이 보조금 심사 업무를 다른 省보다 앞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또한, 향후 계속되는 
보조금 발표를 통해 각 지방에 약 200억 위안이 넘는 금액이 배분될 것이라고 예측함(중국 최대

의 태양광발전산업 매체인 ‘광푸먼(光伏們)’의 편집장 왕차오(王超)).

‒ ‘통지’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자가발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 공공 재생

에너지 독립 시스템 등 민생과 관련된 항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보조금은 즉시 지급하도록 요구함.

･ 이번 예산 중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보조금은 3,700만 위안, 자가발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4,800만 위안, 태양광발전소 및 상공업 분산형 태양광발전은 29억 9,700만 위안이 편성되었음.

¡ 한편, 재정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19년 중앙정부 기금 예산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2019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수입예산은 835억 위안이고,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지출예산은 866억 위안임.

‒ ‘국가재생에너지 데이터 관리센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866억 위안의 지출예산 중 국가전력망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724억 위안(그중 풍력발전은 약 329억 위안, 태양광발전은 약 357억 위안, 
바이오매스 발전은 약 38억 위안), 남방전력망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58억 위안(그중 풍력발전은 
약 40억 위안, 태양광발전은 약 15억 위안, 바이오매스 발전은 약 3억 위안)임.

‒ 국가전력망, 남방전력망 이외의 지방 전력망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83억 위안이고, 
그중 풍력발전은 약 42억 위안, 태양광발전은 약 33억 위안, 바이오매스 발전은 약 1억 위안,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시스템은 약 7억 위안으로 알려짐.

‒ 이번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 81억 위안 이외에 나머지 785억 위안의 보조금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중국재생에너지학회 풍력에너지 전문위원회 사무국장 친하이옌(秦海岩)).

¡ 중국 정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재생에너지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에서 ‘기준가격+보조금’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보조금이 0.01위안(약 1.7원)/1kWh에서 세 차례의 인상을 통해 

현재는 0.19위안(약 32.3원)/kWh임. 이에 따라 매년 조달 규모 또한 56억 위안에서 약 900억 

위안까지 급증했음.

‒ 보조금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말 기준 누적된 보조금 부족 규모가 2,000억 위안(약 34조 원)에 달함(국가발전개혁

위원회(NDRC) 에너지연구소 재생에너지발전센터 부주임 타오예(陶冶)).

‒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감소 추세로 이어져 중국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업계는 곧 

가격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4월 국가에너지국(NEA)은 ‘2019년 태양광발전 건설 관리방안’을 통해 보조금이 필요한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경쟁입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32) 

32) 인사이트, 제19-16호, 2019.4.2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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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과잉공급 문제로 화력발전 기업들의 경영 악화

¡ 중국은 전국적으로 전력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발전설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중 화력발전 설비는 첫 번째 감축 대상이 되고 있음.33) 

‒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이 심화하고 있고 전체 전력사용량 증가세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력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전국 발전설비용량은 19억kW이었으며, 2018년 전체 발전설비 평균이용률은 

44%이고, 그중 화력발전 설비이용률은 49.8%로 전체 평균 수준을 초과했음.

※ 중국 발전기업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 설비이용률 63%를 기준으로, 63% 이상이면 해당 

지역의 발전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63% 이하이면 해당 지역의 발전설비가 여유로운 

것으로 보고 신규 발전설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8년 화력발전 설비이용률이 49.8%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력 과잉공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중국은 2018년에 4,119만kW 규모(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1/3)의 신규 화력발전설비를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처음으로 11억kW를 넘어섰음.

‒ 이와 함께 석탄가격 상승, 친환경 정책 발표, 발전량 감소 등의 배경으로 화력발전의 경제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전력 과잉공급으로 최근 많은 화력발전 기업들이 적자 또는 낮은 수익마진 상황임.

‒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월까지 화력발전기업의 평균자산 

수익률이 1.1%에 불과하고, 전국 화력발전기업의 47.3%가 적자를 기록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중국의 대형 화력발전 기업 2곳이 경영 

악화로 파산을 발표하면서 화력발전업계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음.

･ 지난 6월 27일 다탕국제발전주식회사(大唐發電)는 자회사인 간쑤다탕(甘肃大唐)유한회사가 
만기상환금(1,644만 3,400위안) 지급 불능으로 간쑤省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함.

･ 2018년 12월 다탕발전(大唐發電)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회사인 다탕바오딩화휘엔

(大唐保定華源)유한책임회사의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함.

¡ 현재 중국의 상위 5개 발전기업(화능집단, 다탕집단, 화뎬집단, 궈뎬집단, 중국전력투자집단(CPI) 
순임)은 발전원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중국전력투자집단(CPI)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반면, 화력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미 방대해진 조직을 개선하기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음.

33) 能源雜誌, 2019.7.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4호 2019.7.8.  33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폐지 예정으로 성장세 둔화

¡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 MOTOR) 신에너지부 부서기 롄칭펑(連慶鋒)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수순에 접어들어 이미 ‘토너먼트 경기’에 돌입했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34)

※ 중국 4개 부처(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2019.3.26.)’를 통해 2019년 신에너지

자동차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인하된 보조금 기준을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6월 25일까지를 정책 과도기로 설정하고 이후 발효하도록 하였으며, 과도기 

이후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35) 

‒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의 

고속 성장세가 둔화되어 올해 5월 자동차 총판매량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을 살펴보면, 중국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신에너지자동차 기업 중 과반수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동반 하락했고, 그중 

창안자동차(CHANGAN)와 쟝준자동차(JAC)의 매출 감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0.62%, 
69.13% 증가하였음. 

‒ 신에너지자동차 기업들은 보조금 폐지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선전텅스(DENZA) 신에너지자동차 유한회사 CEO인 옌천(嚴琛)은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기업들이 정부의 수주를 받거나, 인터넷 예약 구매, 렌터카 사업 추진 등의 방식을 통해 

보조금 폐지가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업계 관계자들은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2021년 혹은 2022년이 되면, 신에너지

자동차와 연료자동차가 동등한 시장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 MOTOR) 신에너지부 부서기 롄칭펑(連慶鋒)은 2025년이 되어서야 

전기자동차와 연료자동차의 생산단가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폐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국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 향후 높은 보조금 시대가 종료되면,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기업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고급화･스마트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출시 예정인 여러 신에너지자동차를 보면 1회 충전 시 연속주행거리나 사양을 향상

시켰으며, 이에 따라 가격 또한 인상되었음. 

･ 광저우 신에너지자동차에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대형 SUV는 1회 연속주행거리가 600km에 

달하고, 가격은 약 30만 위안(약 5,100만 원)임. 

34) 廣州日報, 2019.6.20.

35) 인사이트, 제19-13호, 2019.4.8.,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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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 한 달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급증36)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5월 한 달간 러시아産 원유를 150만b/d 
(636만 톤) 수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최대 원유공급처는 러시아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産 원유는 148만b/d(3,054만 톤)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9.8% 성장한 수치임. 

‒ 중국의 러시아産 원유 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러시아産 원유의 이란産 원유 대체 및 

▲중국의 사우디産 원유 수입 감소가 지적되었음.

‒ (러시아産 원유의 이란産 원유 대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란産 원유수입제한 면제 조치가 

5월 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5월 중국의 이란産 원유 수입은 25만 4,016b/d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4월 78만 9,137b/d 수입에서 67% 이상 감소한 것임.

･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란産 원유 수입물량이 5월 한 달간 존재한 원인에 대해 

IHS Markit의 애널리스트 Sophie Shi는, 5월 2일 이전에 선적된 물량이 5월 중 순차적으로 

중국에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음.37)

‒ (사우디産 원유 수입량 감소) 사우디는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었으나, 2019년 5월 중국의 사우디産 원유 수입량은 4월보다 25.3% 감소한 470만 톤으로 

러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38)

･ 중국의 사우디産 원유 수입 감소는 사우디産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Luoyang 정유소 

등이 2019년 2분기부터 일제히 유지보수를 시작하여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의 미국産 원유 수입은 4월의 11만 6,272b/d에서 증가한 18만 5,240b/d(78만 6,637 톤)를 
기록하여 중국이 무역분쟁 등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産 원유를 지속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미국産 원유 수입은 6만 5,264b/d(135만 톤)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産 원유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인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産 석탄과 LNG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36) Reuters, 2019.6.25.

37) Bloomberg, 2019.6.26.

38) S&P Platts,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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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프랑스,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력각서 교환

¡ 일본 경제산업성과 프랑스 연대･생태전환부(Ministry for Ecological and Inclusive Transition)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노베이션 관련 협력각서’를 교환하였음(2019.6.26.).39)

‒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

하였음. 이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음.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네트워크 통합(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공공정책 관련 

경험 및 우수 사례(best practice) 공유

･ (수소)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수소의 제조비용 인하, 수소각료회의 등을 통한 정보 
공유, G20, Mission Innovation, 국제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 등을 통한 수소기술의 연구･개발･
전개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제휴

･ (원자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핵연료사이클 정책 

시행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 유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산업협력 촉진, 2020년 이후 
고속로개발 관련 협력시스템 수립 등

※ 핵연료사이클 정책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MOX 연료를 

제조하여 재이용하는 정책임. 또한, 고속증식로는 고속중성자를 사용하여 플루토늄을 효율적

으로 연소할 수 있어 핵연료사이클 실현에 있어 중요함. 

※ 일본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핵연료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몬쥬 폐로

(2016.12월) 및 프랑스 정부와 공동추진 중인 고속증식로 ‘ASTRID(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의 설비규모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에너지효율) 수송, 산업,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및 정보 공유 

39) 経済産業省, “フランスとの間で「エネルギー転換のためのイノベーションに関する協力覚書」の交換式を行いました”, 2019.6.26.;
    環境ビジネス,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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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인도, 석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

¡ 인도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국내 석탄수급 불균형으로 석탄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인도 석탄부(Ministry of Coal)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국내 석탄 생산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7억 3,035만 톤임에도 동기간 석탄 수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2억 3,524만 
톤에 달하였음(2019.6.24.).40)

※ Pralhad Joshi 인도 석탄부 장관은 2018-19 회계연도 인도의 석탄 수요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9억 9,135만 톤에 달했으며, 특히, 산업화에 따른 시멘트 및 철강 산업에서의 석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음(2019.6.24.).41)

회계연도 2016-17 2017-18 2018-19

원료탄 41.64 47.00 51.84

연료탄 149.31 161.27 183.40

계 190.95 208.27 235.24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임.

자료 : Ministry of Coal 홈페이지

< 인도 석탄 수입량 추이 >

(단위 : 백만 톤)

‒ 또한, 전력기업 Tamil Nadu Generation and Distribution Corp社 회장은 2024년까지 Tamil 
Nadu州에서 6,200MW 규모의 발전설비용량 증설을 위해 석탄 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향후 인도의 석탄 수요와 더불어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42)

¡ 인도의 석탄 수입 증가 원인으로는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 시행 지연, ▲2019년까지 전력화율 
100% 달성 목표, ▲국제 석탄가격 하락 등을 들 수 있음.43)

‒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 시행 지연) 인도 정부는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였지만(2018.2월), 
국영석탄기업 Coal India Limited(CIL) 노동조합의 반대와 5월에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어 자가소비용 석탄생산자(captive coal miner)들이 자유롭게 석탄을 거래할 수 없어,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44)

40) Ministry of Coal 홈페이지, https://coal.nic.in/content/production-and-supplies(검색일 : 2019.7.2.)

41) Reuters, 2019.6.24.

42) Reuters, 2019.6.26.

43) Reuters, 2019.6.26.

44) Reuters,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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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비용 석탄생산은 인도의 철강, 발전 부문 등 민간기업이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석탄을 

생산하는 것을 뜻함.

※ 2018-19 회계연도에 CIL의 석탄 생산량이 6억 700만 톤(전년 대비 7% 증가)을 생산하였음에도 

지난 7년간 연간 석탄생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45)

･ 그동안 석탄자원의 채굴에서 판매까지 공급사슬 전반을 인도 정부가 주관해 왔으며, CIL과 

Singareni Collieries Company Limited(SCCL)가 인도의 석탄시장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음.46) 
인도 정부는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을 통해 자가소비용 석탄 생산자에게 생산량의 25% 
이내에서 석탄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그러나 석탄산업 자유화 정책의 실행 방안에 관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총선 

전에 CIL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정책 도입을 꺼려 정책 시행이 지체되고 있음.

‒ (전력화율 100% 달성을 위한 석탄 수입 증가) 인도 정부는 2018년 5월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

으로 전력화율 100% 달성과 2019년까지 24시간 전력공급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촌지역 전력보급에 따른 2019-20년 회계기간 중 전력수요 증가는 5~6%에 달할 전망이며, 
석탄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7)

‒ (국제 석탄가격 하락) 연료탄 과잉공급, 전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탈석탄 추세로 연료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및 호주産 석탄은 각각 인도 석탄수입의 약 50%와 20%를 차지하는데, 인도네시아産 
석탄가격은 2018년 8월부터, 아시아로 수입되는 호주産 석탄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48)

주 : ACR Asian Index(Australian thermal coal export price to Asia)는 호주에서 아시아로 

    수입하는 석탄가격 지표임.

자료 : IHS Markit(2019.6.24.), “EP Coal prices and indices”를 토대로 재작성

< 연료탄 가격 추이 >

(단위 : 달러/톤)

45) Reuters, 2019.6.26.

46) 인사이트, 제13-30호, 2013.8.16., p.22.

47) 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p.14.

48) IHS Markit, “EP Coal prices and indices”,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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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500GW로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하여

(2019.6.25.), 석탄의존도 축소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49)

※ 인도는 ‘국가전력계획(National Electricity Plan)’을 통해 2022년까지 175GW(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의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홍콩, 첫 번째 LNG 터미널을 위한 LNG와 FSRU 공급계약 체결

¡ 홍콩은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첫 번째 LNG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Hong Kong Electric(HK Electric)社와 Castle Peak Power(CAPCO)社가 Shell Eastern Trading社와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itsui O.S.K. Lines(MOL)社와는 부유식저장･기화설비

(FSRU) 인도계약을 체결하였음(2019.6.21.).50)

※ CAPCO는 CLP Power Hong Kong社(70%)와 China Southern Power Grid International社
(30%)의 합작회사로, 홍콩 내 3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임.

‒ 홍콩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행동계획(Hong Kong Climate Action Plan 2030+ Report)’을 
발표하여(2017.1월), 2020년 탄소집약도를 2005년 대비 50~60%, 2030년에는 65~70% 감축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설비용량 기준 가스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임.51)

‒ (LNG 장기공급 계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Royal Dutch Shell社의 자회사인 Shell 
Eastern Trading社로부터 2020년부터 10년간 연간 120만 톤의 LNG를 공급받을 예정임.

‒ (FSRU 공급 계약) HK Electric과 CAPCO 양사는 일본 MOL社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SRU인 ‘MOL FSRU Challenger호’를 인도받아 2021년 가동개시 예정임.52)

※ 해당 FSRU는 저장용량이 263,000m3이며, 재기화용량은 540MMcf/d임.

･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여 터키 파이프라인 회사인 Botas社에 인도된 이 FSRU는 2018년 
2월부터 3년간 터키 남동지역의 Dörtyol 항에서 가동되며, 이후 홍콩으로 이동할 예정임.

‒ 공급받은 LNG는 두 개의 해저배관을 통해 HK Electric과 CAPCO 양사의 가스화력발전소에 

공급될 예정임.

･ 2019년 7월 현재 HK Electric社는 680MW 규모의 Lamma 가스화력발전소를, CAPCO社는 

2,525MW 규모의 Black Point 가스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임.

49) Reuters, 2019.6.25.

50) Reuters, 2019.6.21.

51) Hong Kong Environment Bureau, Hong Kong Climate Action Plan 2030+ Report, 2017.1월.

52) NewsBase, 2017.11.03.; LNG World News, 2019.2.6.; LNG World News,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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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