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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5/4 5/7 5/8 5/9 5/10

Brent

($/bbl)
74.87 76.17 74.85 77.21 77.47

WTI

($/bbl)
69.72 70.73 69.06 71.14 71.36

Dubai

($/bbl)
70.47 72.46 72.48 73.93 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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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5/4 5/7 5/8 5/9 5/10

천연가스

($/MMBtu)
2.71 2.74 2.73 2.74 2.81

석탄

($/000Metric ton)
86.15 86.15 87.65 88.85 90.15

우라늄

($/lb)
21.30 21.50 21.75 21.75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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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증  감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4 99.5 99.1 -0.4 1.6

     OECD 47.2 48.1 47.9 -0.2 0.0

     비OECD 51.1 51.4 51.1 -0.3 1.5

 세계 석유공급 98.5 98.7 99.0 0.3 2.3

     OPEC 38.6 38.1 38.1 0.0 -0.1

     비OPEC 59.8 60.6 61.0 0.4 2.5

 세계 재고증감 -0.1 -1.0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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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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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8년 석탄 공급과잉 해소 계획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전희정(drigonfly@keei.re.kr)

▶ 중국 정부는 공급측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이후부터 석탄, 철강, 석탄화력 부문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및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

▶ 중국은 2017년에 2.5억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목표치(1.5억 톤)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2017년 누적 감축량은 총 5억 톤을 기록하였음. 2018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광은 총 

3,907곳이며, 가동 생산능력은 2017년 33.36억 톤/년 수준임.

▶ 정부는 2018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로서 1.5억 톤 감축을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광의 

현대화･대형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탄광 폐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의 ‘청정･고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석탄화력 건설 프로젝트의 총량을 제한하는 한편,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법제도를 정비는 등 석탄화력 

운영 관리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고자 함.

1. 공급과잉 해소정책 추진 개요

▣ 공급과잉 해소정책 추진

 2018년은 중국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의 실현여부를 결정하

는 중요한 해이자 ‘13.5계획’ 추진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해로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방안

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 샤오캉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 중산층 사회 

실현을 의미하며,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2002.11월)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중국은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 제 12차 회의(2016.1.26)에서 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 Supply-side 

Structural Reform)을 국가 핵심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

장 동력 강화 및 과잉 생산설비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공급측개혁의 일환으로 석탄, 철강, 석탄화력 부문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및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

하고 추진하여 왔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탄 과잉 
생산능력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8호 2018.5.14

유형 정책 지표 단위 2015년 2020년
변화율

(연평균%)

에너지 

지표

1차에너지 소비 억tce 43 <50 <3.0

 - 석탄소비 억 톤 39.6 41 0.7

에너지생산 억tce 36.2 40 2.0

발전설비 용량 억kW 15.3 20.0 5.5

전력소비량 조kWh 5.69 6.8~7.2 3.6~4.8

에너지· 
전원믹스

1차에너지 믹스

 ⋅ 석탄

 ⋅ 비화석에너지

 ⋅ 천연가스

%

64.0

12.0

5.9

58.0

15.0

10.0

-6.0%p

3.0%p

4.1%p

전원설비 구조 

 ⋅非화석에너지 

설비비중

 ⋅석탄화력 

설비비중

35.0

59.2

39.0

55.0

4.0%p

-4.2%p

전원믹스(발전량)

⋅非화석에너지
27.0 31.0 4.0%p

주 : ＊비화석에너지는 원전,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포함함.

자료 : 能源發展十三五規劃

< ‘13.5계획(2016~2020년)’ 에너지정책 목표 >

 (석탄 공급) 2017년에는 2.5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목표치(1.5억 톤)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6~2017년 누적 감축량은 총 5억 톤

에 달했음.1) 또한 약 110만 명의 석탄산업 종사자가 관련 분야 및 他산업분야

로 전환･배치되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22개 중앙부처는 2017년 내에 1.5억 톤 

이상의 석탄 생산능력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7.4.7), 2016년에는 감

축 목표치(2.5억 톤)를 초과하여 약 3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하였음.2)

‒ 노후 탄광 폐쇄를 통해 2015년에는 10,800개에 달했던 탄광이 2017년에는 약 

7,000개까지 감소하였음(NDRC).

･ 중국 국무원은 ‘석탄산업 공급과잉 해소에 관한 의견’을 통해 연간 생산량이 

30만 톤 이하이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탄광, 국가가 금지한 채굴 방법

을 사용하고 선진기술 적용이 불가한 탄광은 1~3년 내에 폐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2016.2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 정책의 결과로 양질의 생산

능력 비중이 제고됨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석탄산업 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1) 인사이트 제18-13(4.9일자) p.23 참조

2) 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p.19 참조

“2017년에 2.5억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함으로써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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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화력발전) 2016년에는 발전소 건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15개

(12GW)를 취소하였고, 2017년에는 수속절차 미준수 및 미승인으로 인해 각각 

20개, 13개 프로젝트(총 용량 41GW)의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연기된 프로젝트

는 61개(총 용량 65GW)에 달함.3)

‒ 2017년 리커창 국무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건설 

중단 및 연기를 통해 2017년 연내에 50GW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용량을 감축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7.3.5).4)

 (철강) 중국정부는 잉여 철강생산 능력 감축을 위하여 2016년 4,500만 톤,5) 

2017년에 5,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6)

‒ 정부는 철강생산 능력 감축활동으로 2016~2017년까지 총 1.2억 톤의 생산능력

이 감축되어 당초 감축목표는 초과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8년 중국의 석탄 공급능력 현황

 중국의 생산광은 2017년 말 기준으로 4,368개에 이르며, 생산능력은 35.2억 톤/

년에 달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광은 총 3,907곳(안전생산허가증 등의 증서 발급 기

준)이며, 가동 생산능력은 2017년 33.36억 톤/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NEA는 ‘석탄산업 과잉 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의견’ 및 ‘탄광 생산능력 등록 

공개 제도 완비 및 건설 중인 탄광 생산능력 공고 업무 추진 관련 통지’ 등
의 요구에 따라 현재 생산 및 건설 중인 탄광의 생산능력을 공고함.7)

※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탄광, 

관련 증서가 없는 탄광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 탄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산시省(612곳)이며 그 다음으로 구이저우省(570

곳), 헤이룽장省(556곳) 순임.

‒ 생산능력 규모가 큰 지역은 네이멍구와 산시省으로 2개 지역의 생산능력은 각

각 97,605만 톤/년, 90,180만 톤/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건설 승인을 받거나 착공･건설을 시작한 탄광은 1,156곳으로 생산능력은 10.19

억 톤/년이고 그중 건설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 탄광은 230곳으로 생산능력은 

3.57억 톤/년 규모임(2017년 말 기준).

‒ 건설 중인 탄광의 경우 건설 유형에 따라 석탄자원 통합, 신규 생산능력, 생산능

3) 인사이트 제17-28호(2017.8.14일자) p.45 참조

4) 인사이트 제17-9호(2017.3.20일자) p.36 참조

5) 中国证券报(2016.12.27), 2016年钢铁煤炭去产能目标提前超额完成 去产能逼近深水区
6) 国务院(2017.3.5), 2017年政府工作报告
7) 国家能源局(2018.4.2), 全国生产和建设煤矿产能情况名单公布

“중국의 생산광은 
2017년 말 기준 
4,368개, 
생산능력은 
35.2억 톤/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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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규모 확대, 기술개조를 통한 생산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추

진하는 건설 유형이 상이함.

‒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 중 네이멍구는 석탄자원 통합 및 기술개조의 비중이 

높았으며 산시省은 석탄자원 통합, 샨시省은 신규 생산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석탄자원 통합 : 기존의 합법적인 탄광 2곳 이상을 합병하거나 폐쇄된 탄광

의 자원 및 저장량 등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탄광의 생산, 기술, 안전 등 종합

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조치 후에도 안전기준 

미달 시 탄광을 폐쇄토록 하고 있음. 중국궈신(中国国新) 등 4개의 석탄기업

이 출자하여 설립한 중앙 국유기업석탄자산관리플랫폼(中央企业煤炭资产管
理平台公司)에서 석탄자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
탄광 수 

(곳)

생산능력

(만 톤/년)
지역

탄광 수 

(곳)

생산능력

(만 톤/년)

베이징 3 370 후베이 58 315

허베이 57 7,516 후난 329 2,521

산시 612 90,180 광시 22 744

네이멍구 375 97,605 충칭 44 1,893

랴오닝 35 4,100 쓰촨 369 6,045

지린 48 1,994 구이저우 570 15,201

헤이룽장 556 9,743 윈난 128 3,015

장수 7 1,360 샨시 223 37,695

안후이 50 14,301 간쑤 44 4,909

푸졘 62 807 칭하이 18 646

장시 251 1,412 닝샤 45 7,516

산동 120 15,445 신장 91 7,621

허난 251 18,785
합계

(가동 중) 

4,368

(3,907)

351,739

(33.36억/톤)

자료 : 全国生产和建设煤矿产能情况名单公布

< 중국 석탄광 생산능력 현황(2017년 말 기준) >

“탄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산시省(612곳)이며 
그 다음으로 
구이저우省(570곳), 
헤이룽장省(556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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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탄광 

수(곳)

생산능력

(만 톤/년)
지역

탄광 

수(곳)

생산능력

(만 톤/년)

허베이 35
·자원통합:1,161

·신규:60
후베이 29

·신규:30

·규모확대:357

산시 316

·자원통합:26,655

·신규:960

·규모확대:1,154

후난 8

자원통합:54

·신규:60

·기술개조:30

네이멍구 87

·자원통합:2,150

·신규: 17,590

·규모확대:3,300

·기술개조: 4,110

광시 18

·신규:45

·규모확대:135

·기술개조:111

랴오닝 5

·신규:150

·규모확대:45

·기술개조:105

충칭 7

·자원통합:36

·신규:115

·규모확대:45

지린 6

·신규:60

·규모확대:150

·기술개조:105

쓰촨 96

·자원통합:753

·신규:540

·규모확대:489

·기술개조:9

헤이룽장 72

·자원통합:957

·신규:1,865

·규모확대:390

구이저우 42
·자원통합:2,250

·신규:522

장수 1 ·기술개조:45 윈난 65
·신규:1,530

·규모확대:2,709

안후이 4 ·신규:1,145 샨시 177

·자원통합:6,742

·신규:8,900

·규모확대:600

·기술개조:2,470

푸졘 52

·자원통합:336

·신규:120

·규모확대:315

간쑤 13

·자원통합:30

·신규:1,870

·규모확대:195

장시 2 ·규모확대:18 칭하이 20

·자원통합:15

·신규:639

·규모확대:460

산동 6
·신규:360

·규모확대:45
닝샤 26

·자원통합:255

·신규:4,135

·규모확대:720

·기술개조:190

허난 57

·자원통합:45

·신규:930

·규모확대:135

·기술개조:1,380

신장 12

·신규:1,420

·규모확대:750

·기술개조:195

자료 : 全国生产和建设煤矿产能情况名单公布

< 건설 중인 탄광 생산능력 현황(2017년 말 기준) >

“건설 승인을 
받거나 
착공･건설을 
시작한 탄광은 
1,15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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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석탄 공급과잉 해소 실행계획8)

▣ 중앙정부 석탄 공급관리 정책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부문의 공급과잉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석탄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18년 석탄 공급과잉 해소 계획 하

에 다양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2018년 감축목표 설정) 2018년에는 1.5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함으로써 13.5

계획의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석탄산업 종사자의 고용전환 및 석탄

기업의 부실자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석탄산업발전 13.5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총 8억 톤의 낙후 생산설비 감축목

표를 제시한 바 있음.

‒ 13.5계획 기간 동안 1,000억 위안(약 157달러)의 정부 재정을 석탄산업 종사자 

고용전환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8년 정부업무보고).9)

 (저품질 석탄 수입 제한) 정부는 저품질(고분진 및 고유황 성분 등) 석탄 수입에 

엄격한 제한을 지속할 계획임.

※ 2017년 7월 1일부터 남부지역 2류 항구를 대상으로 석탄 수입 석박의 정박･
하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는 남부지역의 1류 항구

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10)

 (석탄 수송로 건설) 지방정부 및 석탄 기업은 석탄의 생산･개발 계획 및 주요 

수송로의 신규 수송에 근거하여 수송로 건설 계획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석탄 수송제약을 해결해야 함.

‒ 멍화(蒙華)철로 건설을 가속화하여 후베이省, 후난省, 장시省 지역 등의 석탄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샨시省 션무(神木)-산시省 와탕(瓦塘), 샨시省 징볜(靖

邊)-션무 등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샨시省 북부지역의 석탄수송능력

을 제고할 것이며, 관련 보조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멍화철로는 네이멍구와 장시省을 연결하는 중국에서 가장 긴 철도 석탄 수송

로로서, 길이는 1,837km에 달하며 설계 수송능력은 2억 톤/년에 달함.

 (석탄-전력기업 간 공동경영 및 통합) 산시省, 샨시省, 네이멍구 등 석탄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석탄-전력기업 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석탄을 주로 

외부 지역에서 조달하는 지역의 경우 출자･매입･지분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주

8)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무

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중점 분야 과잉 생산능력 해소 업무 관련 통지(关
于做好2018年重点领域化解过剩产能工作的通知 )’에 기초하여 작성함.

9) 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p.19 참조

10) 인사이트 제18-15호(4.23일자) p.27 참조

“2018년에 1.5억 
톤의 생산능력 
감축 추진”

“저품질 석탄 
수입에 엄격한 
제한 지속”

“수송로 건설 
계획 정비”

“석탄-전력기업 
간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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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석탄 생산지의 석탄 기업과 해당 지역 전력기업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함.

 (중장기 계약 제도 정비) 석탄 공급자와 판매자간 직접 공급·판매 계약 및 중장

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장기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제제를 가할 계획임. 또한 전국범위의 석탄거래센

터 설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석탄가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정부는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석탄기업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며 중장기 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가격조장 등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석탄 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석탄 비축･재고 관리제도 구축) 정부는 적정 석탄재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석탄의 안정적인 수급균형을 추진할 계획임.

‒ 他지역에서 석탄을 공급받는 지역의 경우, 석탄 공급기업이 석탄 비축기지 건

설과 석탄 비축･수송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석탄 생산･
유통･소비 단계에서 최저･최고 재고량 요건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탄 최저･최고 재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침(시범 

시행)’을 통해 석탄 생산 및 부존 현황, 수송조건, 생산･수송･수요 구조 변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탄 생산기업, 공급기업, 소비기업을 대

상으로 석탄의 최저･최고 재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2017.11.28).11)

 (청정석탄 활용 증대) 석탄화력설비를 초저배출형 및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 석탄의 사용을 보급･확대할 계획임.

▣ 중앙정부 2018년 석탄산업 구조 조정

 (석탄광 현대화) 2018년 정부는 석탄광의 현대화･대형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

에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며, 소규모 탄광 폐쇄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을 2018년 내

에 전부 폐쇄시킬 계획을 밝힘.

※ 2018년 2월 기준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은 

2,700여 곳에 달함.

‒ NDRC는 생산능력 대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장 및 네이멍구 지역에 탄광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함(2018.3.16).12)

11) 인사이트 제17-42호(2017.12.18일자) p.24 참조

12) 인사이트 제18-11호(3.26일자) p.26 참조 

“석탄 공급자- 
판매자간 직접 
계약 체결 독려”

“석탄가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석탄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

“석탄화력설비를 
초저배출형 및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

“정부는 2018년에 
석탄광의 
현대화･대형화를 
추진하고,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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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프로젝트는 총 3개로 신장 다난호(大南湖)의 서부 광구의 2호 노천 탄광 1기 

프로젝트, 신장 준동(准東) 우차이만(五彩灣) 광구의 1호 노천 탄광 1기 프로

젝트, 네이멍구 훠린강(霍林河) 광구의 다라이훠숴(达来胡碩) 탄광 프로젝트임.

･ 同 프로젝트들은 승인 조건으로 에너지절약형 설비 채택과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산동쓰(三同時, Three simultaneous system, 동시 설계･시공･
사용)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설계 최적화, 석탄자원 회수율 제고,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률 제고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되었음.

※ ‘산동쓰(三同時)’ 제도는 신규 및 증설 프로젝트, 기술개조 프로젝트, 환경오염

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때 대기오염 방지 등 기타 

환경보호설비를 주요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시공,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부실기업 퇴출) 석탄 생산 및 석탄광 건설을 중단하였거나 부채 비중이 높은 

부실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임.

‒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간의 대출을 금지하고, 안전생산허가증 기한 만료 시 연

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폐쇄 대상인 탄광의 경우 채광허가증을 취소할 계획임.

 (생산능력 퇴출기준 및 지방정부 역할) 자연보호 등 보호구 지역 및 남부지역의 

석탄광 생산능력은 퇴출기준을 정립하여 퇴출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식수자원 보호구에 위치한 30만 톤/년 미만의 석탄광

은 퇴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30만 톤/년 미만의 탄광 중 자원 조건이 양호하고 안전성이 높으며 발전 잠

재력이 인정되어 기술개조가 필요하거나, 개조 후 기계화 채광이 가능한 석

탄광과 생산능력 규모가 30만 톤/년 이상인 석탄광일 경우에는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승인 하에 신규 생산능력을 증대할 수 있음.

‒ 남부지역 푸졘省, 장시省, 허베이省, 후난省, 광시, 충칭市, 쓰촨省, 구이저우

省, 윈난省 등 9개 지역의 9만 톤/년 미만의 탄광은 2018년 내에 폐지될 예정임.

･ 각 성급 지방정부는 석탄 수요가 한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안전한 생산 조건

에 부합하는 탄광에 한해 폐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각 지방정부는 생산능력 감축, 공급보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

로 마련해야 하며 공급보장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시행가능한 석탄 공급보장 방

안을 마련해야 함.

･ (서남, 화중 지역) 자원 공급 및 석탄 수송로의 건설･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

여 생산능력 감축 강도를 조정해야 함.

･ (동북 지역) 해당 지역의 동절기 난방공급용 석탄의 공급 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여 석탄 공급보장 방안 및 긴급 대응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석탄의 안정

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함.

“부실기업들은 
향후 3년간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계획”

“보호구 지역 및 
남부지역의 
석탄광 
생산능력은 
퇴출기준을 
정립하여 퇴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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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省, 샨시省, 네이멍구) 석탄 주요 생산지의 경우 고품질 석탄의 생산능

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석탄 생산규모를 석탄광별로 합리적으로 배

분함으로써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함.

 (양질의 생산능력 확대) 생산능력 대체 추진을 전제로 하여 북부지역에 대형탄

광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고품질 석탄의 생산능력이 확대 가능한 

프로젝트에 한해 건설을 승인할 계획임.

‒ ‘안전･청정･고효율’의 공급능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생산능력 비중을 확대하며, 

석탄 생산능력 감축 및 공급 보장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자 함.

※ 분진 및 황 함유량이 높은 석탄 프로젝트 개발을 제한할 것이며,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는 건설을 연기하고, 건설 중이거나 이미 가동된 프로젝트의 경우 규

모 및 생산능력을 축소할 계획임.

‒ 석탄 생산량이 5,000만 톤/년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석탄 생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및 공급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애로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4개 중앙부처는 ‘석탄 생산능력 대체 정책 강화

를 통한 고품질 석탄 생산능력 확대 및 낙후 생산능력 퇴출 촉진 관련 통지’를 

통해 낙후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고품질 석탄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힌 바 있음(2018.2.9).13)

※ 생산능력 대체(產能置換)란 낙후 생산설비를 퇴출시키고 산업구조를 최적화

하는 것으로 동량 대체와 감량 대체로 구분됨. 생산능력 동량 대체는 신규 생

산설비 건설 시, 신설 생산능력과 동일한 양의 낙후･과잉 생산설비를 퇴출시

켜야 하며, 감량 대체는 신규 생산설비 건설 시 신설 생산능력보다 많은 양의 

낙후･과잉 생산설비를 퇴출시켜야 함.

 (규정 위반 프로젝트 정비) 석탄 생산능력 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탄광의 생산･
건설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이며, 토지, 품질,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안전, 기

술 등과 관련된 법률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를 

정비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과잉공급 해소 계획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탄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3개 省(區･市)에서 2018년 과잉 생산능력 감축 목표 및 관련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석탄의 총 감축규모는 7,204만 톤에 달하고 있음.

13) 인사이트 제18-7호(2.26일자) p.24 참조

“생산능력 대체 
추진을 전제로 
북부지역에 
대형탄광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석탄 생산능력 
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탄광의 
생산･건설 관련 
규범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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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省은 가장 큰 감축목표(2,300만 톤)를 제시하였으며, 폐쇄 탄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헤이룽장省으로 총 582곳 폐쇄, 베이징市는 ‘석탄제로(無煤化)’ 

목표 달성 계획을 제시하였음.

지역
감축량(만 톤)

및 폐쇄 수(곳)
주요 방안

산시 ･ 석탄: 2,300

･ 구조조정 및 자원 재배분 추진

･ 석탄의 ‘녹색･고효율･저탄소’ 개발･이용 촉진

･ 탄층 메탄가스 적극 개발

허베이
･ 석탄: 1,062

･ 철강: 1,000
･ 난방용 에너지를 석탄에서 전기･가스로 적극 대체 추진

헤이룽장
･ 석탄: 195

･ 탄광: 582 
･ 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최적화 추진

랴오닝
･ 석탄: 361

･ 탄광 : 25
･ 생산능력 30만 톤 이하 규모의 탄광 폐지

베이징 ･ ‘석탄 제로’ 달성
･ 난방용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

구이저우 ･ 석탄: 1,000
･ 기계화 및 스마트화 추진을 통해 채탄 기계화 

수준을 70%까지 제고

안후이 ･ 석탄: 690
･ 총량 감축에서 생산능력 최적화로 방향 전환

･ 부실기업 퇴출

간쑤
･ 석탄: 471

･ 탄광: 22 

･ 자연보호구, 풍경 명승구, 식수원 보호구에 위치한 

탄광 폐쇄

･ 고품질 석탄 생산능력 적극 확대

･ 기준 미부합 석탄화력설비 폐지

산동
･ 석탄: 465

･ 탄광: 10
･ 낙후 생산설비 퇴출

네이멍구 ･ 석탄: 405
･ 2020년까지 석탄 생산능력 13억 톤 이내로 억제 및 

고품질의 석탄 생산능력 비중을 약 90%까지 확대

허난 - ･ 노후 석탄화력설비 폐지(100만kW)

충칭
･ 석탄: 197

･ 탄광: 4
･ 석탄산업의 구조 최적화 및 관리감독 강화 

윈난
･ 석탄: 58

･ 철강: 27

･ 모조 철강재 생산 엄격히 억제

･ 소규모 탄광 폐쇄

자료 : 인사이트 제 18-7호, 인사이트 제 18-9호, 中国煤炭新闻网

< 2018년 지방정부 생산능력 감축 목표 및 주요 방안 >

▣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공급 해소 계획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중앙 국유기업의 석탄 과잉 생

산능력을 1,265만 톤 감축하고, 약 8,000만 톤 규모의 석탄자원을 통합할 계획

이라고 밝힘.14)

※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중앙 국

유기업과 지방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지방 국유기업으로 나뉨.

14) 인사이트 제18-4호(1.29일자) p.35 참조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공급과잉 해소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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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생산능력 감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부실기업 퇴출 및 산하 법인 축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18년까지 산하 법

인을 약 18% 축소할 계획임.

‒ 또한 중앙 국유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2,041개의 부실기

업을 향후 3년 간 모두 퇴출시킬 계획임.

※ NDRC 등 12개 중앙부처는 2018년 1월 ‘석탄기업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관련 

의견’을 통해 조건을 갖춘 기업 간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석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7년 중앙 국유기업은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2,703만 

톤을 감축하였으며 중단되거나 연기된 화력발전 프로젝트는 51개에 달했음.

･ 또한 2017년 말 기준 중앙 국유기업은 98개로 감소되었으며, 퇴출된 부실

기업은 400여 개에 달했고, 감축된 산하 법인 누적수는 8,390개로 16.1%가 

감축되었음.

3. 석탄화력 발전설비 공급과잉 해소 정책

▣ 석탄화력 발전설비 정비

 중국은 공급측개혁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부문의 과잉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과잉 석탄화력 설비용량 해소와 석

탄화력 발전의 ‘청정･고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15)

‒ 각 지방정부는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노후 석탄화력 발전설비 

폐지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함.

‒ 북부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낙후된 석탄연소 보일러를 폐지하고 난방용 에너지

를 청정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청정에너지원이 

부족한 지역은 가정용 난방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함.

 (낙후 발전설비 퇴출)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 안전, 기술 등의 법령 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300MW 이하 석탄화력 발전설비(자

가용 발전설비 포함)는 폐지하여, 총 4,000MW 규모의 낙후 석탄화력 발전설비

를 퇴출시킬 계획임.

‒ 퇴출 예정대상인 화력발전 설비는 2018년 12월 말까지 최소한 보일러, 증기터

빈, 발전기, 석탄수송 잔교, 냉각탑, 배기탑 중 2개의 설비는 철거해야 함(단, 지

방정부가 긴급 예비용 전원으로 확정한 설비는 제외).

 (발전설비 개조) 기존 석탄발전 설비를 오염물질 초저배출형 및 에너지절약형으

15) 인사이트 제18-16호(4.30일자) pp.17~18 참조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
독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중앙 
국유기업의 석탄 
과잉 생산능력을 
1,265만 톤 감축 
추진”

“2018년에는 과잉 
석탄화력 
설비용량 해소와 
석탄화력 발전의 
‘청정·고효율화’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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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조함으로써 ‘고효율･청정화’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 

‒ 발전설비 고효율･청정화 추진은 중부지역은 2018년까지 서부지역은 2020년까

지 완료할 계획임.

▣ 신규 석탄화력 신･증설 제한

 (석탄화력 총량 제한) 석탄화력 건설 프로젝트의 총량을 제한하며, 각 지방정부

는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 추세, 리스크 예비경보 등급, 프로젝트 건설 현황 등

을 고려하여 2018년 석탄화력 설비 규모를 확정해야 함.

 (비승인 발전설비 운영 제한조치) 2018년 가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질

적으로 계통연계된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해당 지역에는 2019년 

석탄화력 가동 규모를 할당하지 않을 계획이며, 전력망 기업은 계통연계를 취소

해야 함.

‒ 발전설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어 2018년 내에 가동이 가능할 경

우 건설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

 (규정 위반 프로젝트 정비) 미승인, 승인 후 규정위반, 승인 조건 미이행, 수속절

차 미준수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제재를 

가할 예정임.

‒ 특히 2017년 7월에 발표된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석탄화력 과잉 리스크 예방 

관련 의견’ 이후 신규 발생한 위반 프로젝트는 더욱 엄격히 제재할 계획임.

‒ 국가에너지국(NEA)은 전력업무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전력망기업은 

계통연계 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임.

 (추진 중단 화력발전 프로젝트 처리) 건설 중단 또는 연기된 화력발전 프로젝트

의 경우, 추진 재개가 요청될 경우 감독기관의 확인 작업을 거쳐야함.

‒ 필요성이 인정된 화력발전 프로젝트는 ‘전력발전 13.5계획’의 추진현황, 전력 

수요 추세 등을 감안하여 NDRC, NEA,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최

종 결정할 예정임.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 운영) 석탄화력 건설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 적색 또는 등색 경보를 받은 지역은 자가용 석탄화력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시키

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건설 및 가동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녹색 경보

를 받은 지역은 전력 수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승인･착공토록 해야 함.

※ NEA는 2017년에 ‘석탄화력의 질서 있는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발전설비의 과잉 정도 등을 

고려한 석탄화력 설비 과잉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석탄화력 건설 
프로젝트의 
총량을 제한하며, 
각 지방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2018년 석탄화력 
설비 규모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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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예비경보를 발표하고 있음16).

▣ 석탄화력 운영 관리기능 강화

 (자가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법제화)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소의 계획･건설･운
영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 각 지방정부는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소 규모 확대 제한, 규정 위반 발전소 정비, 

친환경 발전설비로의 개조, 낙후 발전설비 퇴출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에

너지효율 요건 및 설비요건 기준 미달,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를 해결토록 할 

계획임.

 (긴급 예비용 전원으로 활용) 긴급 예비용 석탄화력은 주로 가정용 난방공급 부

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긴급 예비용 전원 설비는 폐지 계획에 포

함된 기존의 발전설비(생산능력 대체 계획에 포함된 설비 미포함) 중에서 확정

토록 해야 함.

‒ 긴급 예비용 전원으로 확정된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경우 반드시 환경기준 및 설

비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열병합･에너지절약･환경보호형 설비를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함.

※ NDRC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 긴급 예비용 전원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긴급 예비용 발전설비가 필요한 지역은 예비용 석탄화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시, 낙후 발전설비 퇴출 계획에 포함된 석탄화력 발전설비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2018.3.18).17)

16) 인사이트 제17-17호(2017.5.22) p.45 참조

17) 인사이트 제18-15호(4.23) p.29 참조

“자가용 석탄화력 
발전소의 
계획･건설･운영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

“긴급 예비용 
석탄화력은 주로 
가정용 난방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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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38번째 원자로 톈완(田灣) 3호기 상업 가동 개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자국의 원전 톈완(田灣) 3호기가 상업 가동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 수가 총 38기라고 밝힘(원자력미래 발전 포럼, 2018.5.4).

※ 톈완 3호기는 장수省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가 설계･제작한 VVER-1000/428 원자로를 적용

하였음. 설비용량은 1,126MW이고 2012년 12월 27에 착공되어 2017년 12월 30일에 계통연계됨.

‒ 2018년 3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원전은 총 38기로 설비용량은 37GW, 건설 중인 원전은 

총 18기로 설비용량은 21GW에 달함.

･ NEA는 ‘2018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산먼 1호기, 하이양 1호기, 

타이산 1호기, 톈완 3호기, 양장 5호기 등 신규 원전설비(총 발전용량 6GW)를 2018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15호(4.32일자) p.28 참조).

※ 중국 정부는 ‘에너지발전 13.5계획’에서 2020년까지 원전 총 가동 설비용량을 58GW, 건설 

규모를 3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 간 매

년 6~10기의 원자로가 신규 가동되어야 함.

원자로명
설비용량

(MW)
계통접속일 원자로명

설비용량

(MW)
계통접속일

친산Ⅰ 1호기 310 1991.12.15 홍옌허 4호기 1,119 2016.04.01

친산Ⅱ

1호기 650 2002.02.06

닝더

1호기 1,089 2012.12.28

2호기 650 2004.03.11 2호기 1,089 2014.01.04

3호기 660 2010.08.01 3호기 1,089 2015.03.21

4호기 660 2011.11.25 4호기 1,089 2016.03.29

친산Ⅲ
1호기 728 2002.11.19

푸칭

1호기 1,089 2014.08.20

2호기 728 2003.06.12 2호기 1,089 2015.08.06

다야완
1호기 984 1993.08.31 3호기 1,089 2016.09.07

2호기 984 1994.02.07 4호기 1,089 2017.07.29

링아오

1호기 990 2002.02.26

양장

1호기 1,086 2013.12.31

2호기 990 2002.09.14 2호기 1,086 2015.03.10

3호기 1,086 2010.07.15 3호기 1,086 2015.10.18

4호기 1,086 2011.05.03 4호기 1,086 2017.01.08

톈완

1호기 1,060 2006.05.12
팡자산

1호기 1,089 2014.11.04

2호기 1,060 2007.05.14 2호기 1,089 2015.01.12

3호기 1,126 2017.12.30
창쟝

1호기 650 2015.11.07

홍옌허

1호기 1,119 2013.02.17 2호기 650 2016.06.20

2호기 1,119 2013.11.23
팡청강

1호기 1,086 2015.10.25

3호기 1,119 2015.03.23 2호기 1,086 2016.07.15

자료 : IAEA

< 중국의 상업 운영 중인 원전 현황(2018.5.1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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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전 설비 제작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1,000MW 급 원전 설비의 국산화

율이 85% 이상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원전은 동부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주요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원으로 

부상하였으며, 2018년에도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PWR) 건

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중국원자력산업협회(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 CNEA)는 ‘중국원자력발전보고(2018)’

를 통해 중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인 10.6%와는 많은 격차가 있어 원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향후 30년 동안 원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원전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원전 분야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이를 통한 자국 내 원전설비 제조기술의 발전

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임.

･ 2018년 3월말 기준,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여 건설한 원전은 8기로 총 설비용량은 

6,700MW에 달했음.

‒ 한편, 원전산업은 여전히 안전성, 경제성, 방사능물질, 대중의 인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한층 더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을 강화하고 원전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

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사능물질 처리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사능 안

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中國核電行業協會, 2018.4.26; 澎湃新聞, 2018.5.7; 新華網, 2018.5.8)

▣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18년 전력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

 중국 전력기업연합회(China Electricity Council, CEC)는 ‘2018년 1분기 전국 전력 수급 추세 

분석 및 예측 보고(2018年一季度全國電力供需形勢分析預測報告, 이하 ‘보고’)’를 통해 

2018년에도 전력소비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특히 3차 산업부문 

및 가정부문의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8년 1분기에는 전력 사용량이 1,590TWh에 달하여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특히 

3차 산업부문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하여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기에너지로의 대체 프로젝트 등으로 가정부문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17.2% 증가함.

‒ (청정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 확대) 신규 발전설비용량은 25GW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3.04GW 

증가하였으며, 이 중 비화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용량이 19GW으로 74.3%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화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4.2GW으로 전년동기 대비 57.3%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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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증가) 2018년 1분기 총 발전량은 1,570TWh(＊일정규모 이상의 발전량)

로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하였으며, 그 중 화력은 1,210TWh로 6.95% 증가하였으나 증가율

은 0.5%p 하락하였고, 수력 193TWh, 태양광 34TWh, 풍력 97TWh, 원전 61TWh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 66.2%, 39.1%, 11.6% 증가함.

･ 풍력 및 태양광의 설비이용시간은 1분기 중 각각 592시간, 289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

각 124시간, 14시간이 증가하였고 기풍･기광 문제도 크게 개선됨.

‒ (농촌 전력화 사업 및 지역 간 송전 프로젝트 적극 추진) 농촌 지역 전력망 및 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지역 간 송전량은 빠른 증가세를 보임. 110kV 이하의 전력망에 대한 투자 비

중이 53.6%를 차지하면서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지역 간(省 단위) 송전 전력량은 전년동

기 대비 22.9% 증가하면서 12.5%p 늘어남.

 2018년에는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이며, 그 중 비화석에너지 전원의 

설비용량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 설비용량 중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전체 설비용량은 1,900GW에 달하고 비화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760GW를 차지할 것이며, 신

규 설비용량은 120GW에 달하고 비화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70GW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2017년의 전체 설비용량은 1,777GW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그 중 태양광 설비용량

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신규 설비용량은 131GW으로 그중 태양광이 약 40%를 차지하였음.  

 한편, 중국 전력기업연합회(CEC)는 2018년 전력 수급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

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 지역 간 전력 공급 능력이 상이하여 동북 및 서북 지역은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화북 지역은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고온 현상이 지

속될 경우 징진탕(京津唐, 베이징･톈진･탕산), 산동省, 장수省, 저장省, 후베이省, 장시省, 광

동省 등의 지역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함.

‒ 전력 수급 예측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수요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다단계 전력가격 제도(Multistep electricity price) 등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비자가 非피크시간대의 전력을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최

대부하와 최저부하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해야 함.

‒ 생산능력 감축 및 에너지믹스 조정, 수급 균형 유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품질 석탄 공

급 확대･국내 석탄 공급 효율성 제고･안정적인 석탄수입 정책을 통해 발전용 석탄 공급을 보장해

야 하며, 특히 전력 사용 피크기간에는 발전용 석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력가격의 안정화,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발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함.

(中電聯,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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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NEA, 생산 및 건설 중인 탄광 생산능력 현황 발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현재 중국 탄광의 기본 현황을 반영한 생산 및 건설 중인 탄광의 

생산능력 규모를 발표하였으며, 탄광의 생산능력은 탄광 구조가 최적화되고 석탄 개발이 조건

이 양호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생산량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힘(2018.4.24).

‒ 공고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안전허가증 등이 발급된 탄광은 3,907곳으로 생산능력은 33.4억 

톤/년에 달하며, 승인을 받거나 착공한 탄광은 1,156곳으로 생산능력은 10.19억 톤/년, 건설 중이

거나 시범 생산을 개시한 탄광은 총 230곳으로 생산능력은 3.6억 톤/년 규모임.

･ 2017년 석탄 생산량은 35.2억 톤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음(국가통계국).

※ 관련 법규에 근거하지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탄광, 관련 증서가 없

는 탄광은 同 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공고에 따르면 탄광 건설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규정, 기술규범 등을 준수해야 하며 승인 

후 생산규모를 확대하거나 계획된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해서는 안 됨.

‒ 또한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고가 취소된 탄광의 경우 즉시 연장해야 하며 국가

의 탄광 폐쇄 계획으로 인해 공고가 취소된 탄광의 경우 계획에 따라 폐쇄시킬 계획임.

‒ 각 성급(省級) 지방정부는 향후 탄광의 생산능력 규모, 착공, 건설, 가동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탄광 생산능력 현황에 대

해 NEA에 보고해야 함.

 NEA는 2018년 탄광 부분의 정책과 관련하여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및 관리를 강

화하고, 탄광 폐쇄 프로세스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4.9).

‒ 탄광 건설 프로젝트 추진 시 생산능력 대체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주도 하에 조건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낮은 탄광을 가동 중단･연기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 지방정부는 각 탄광을 자원통합, 구조조정, 에너지믹스 최적화, 기술개조 프로젝트 등으로 분

류하고, 장기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재가동 조건을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는 즉시 생산능

력 감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능력 대체를 적극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건설

이 가능함.

‒ 또한 2018년 생산능력 감축 대상에 포함된 탄광이 폐쇄될 경우 즉시 공시해야 하며, 즉시 폐

쇄가 어려운 탄광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한 후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동의를 거쳐 2018년 11월까지 폐쇄해야 함.

‒ 생산능력 감축 목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감독을 강화

하여 이미 폐쇄된 탄광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함.

(國家能源局, 2018.4.2,9; 中國煤炭資源網, 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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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태양광 잉여전력매입제도 보장기간 만료에 따른 잉여전력 발생 우려

 2019년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가구가 발생하여 

대량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임.

‒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11.1~2012.7.1), 이 제도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고정가격 매입대상을 태양광발전 이외의 

재생에너지원(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으로 확대한 FIT제도(2012.7.1 실시)로 전환되었음. 

･ 이 제도는 주요 전력회사에 대해,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10kW 미만)로 발전하여 자가소비

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 전력회사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

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10개사임. 

‒ 한편, 이 제도에 따른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 발전 가구는 2019년 말

에 약 53만 가구, 2023년에 약 160만 가구로 전망되며 약 7,000MW 설비용량 규모의 잉

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말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잉여전력 발생에 대비하여 신전력 사업자

를 포함한 전력회사가 주택용 태양광발전 가구와 개별적으로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 

보완을 고려하고 있음.

･ 다만, 전력 매입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약 11엔/kWh)을 고려하였을 때 10엔/kWh 이하 수준까지 낮

아질 가능성이 있음.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일본 정부는 계획의 기본 방향(안)

을 발표하여, 에너지전환･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17호(5.7

일자) pp.23~25 참조).

‒ 그러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사라져,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이 부진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잉여전력매입제도 개선과 함께 축전설비 설치 및 지역 간 융통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이미 이에 대비하고 나선 일본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

･ Panasonic Homes社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실증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

업이 실용화되면 잉여전력의 지역 간 융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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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ocera社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잉여전력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및 소형 축전지에 저장하여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내에 상업화할 계획임.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 FIT제도(2012.7~)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입가격 48 48 42 42 38 37 33 31 28 26

자료: 경제산업성

< 일본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추이(2009~2018년) >

(단위: 엔/kWh)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日本経済新聞, 2018.5.6)

▣ Marubeni社, 칠레 가스 공급시장 진출

 일본의 종합상사인 Marubeni社는 호주, 포르투갈에 이어 칠레 가스공급회사의 지분 확보를 통

해 칠레 가스공급 사업에 진출하였음.

‒ Marubeni社는 호주 가스공급회사 APT Allgas Energy Pty Ltd(이하 Allgas社)의 지분 

40%(2011.12.14), 포르투갈 가스공급회사 Galp Gás Natural Distribuição, S.A.(이하 GGND

社)의 지분 22.5%(2016.7.29)를 각각 확보하여 해외 가스공급사업에 진출해왔음.

･ Allgas社의 가스 공급지역인 Queensland州 Gold Coast 및 Brisbane 지역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가스･인프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同 사는 Allgas社를 통해 호주의 

가스･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GGND社는 포르투갈 최대의 가스 공급회사로 약 105만 건의 수용가를 보유하고 있음. 同 

사는 지분 확보를 통해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포르투갈 가스공급사업에 진출하였음.

‒ Marubeni社는 칠레의 가스 공급회사인 GasValpo SpA(이하 GasValpo社)의 지분 100%를 확

보하기로 합의하였음(2018.5.7).

･ GasValpo社는 칠레 Valparaíso州를 중심으로 약 10만 건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 온 칠레 제2위의 가스공급회사임.

･ 지분 매입 대금은 약 200억~300억 엔으로 추정됨. 한편, 칠레는 인프라 운영기업에 대한 외

국인 출자에 규제가 없어 사업 진출이 비교적 용이하여, Marubeni社는 칠레 가스 공급사업 

진출로 연간 약 10억 엔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Marubeni社는 칠레 수도회사 Aguas Chañar S.A.(이하, AC社)의 지분 100%를 확보하

기로 합의하였음(2018.5.7).

‒ Marubeni社는 INCJ(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와 공동출자한  Aguas Nuevas 

S.A.(이하, AN社)를 통해 약 100억 엔을 투자하여 AC社의 주식 100%를 확보할 예정임.

※ INCJ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관출자에 따른 투자펀드임.

※ AN社는 칠레 제3위의 수도사업자이며 산하에 Aguas del Altiplano社, Aguas Araucania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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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as Magallanes社 등의 수도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칠레 48개 도시의 약 136만 건의 수

용가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C社는 칠레 Atacama州의 10개 도시에서 약 30만 건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서

비스(상수공급,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 상･하수도관망 정비･유지, 검침 및 요금 징수 등)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지분 인수로 AN社 산하 4개 회사의 수용가는 약 166만 건(전체 칠레 수용가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日本経済新聞, 2018.5.5; Marubeni 홈페이지, 2018.5.7)

▣ 일본, ’16년도 비화석 1차에너지 공급량 전년 대비 5.9% 증가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6년도 에너지수급 실적에 따르면 1차에너지 공급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9,836×1015J을 기록하였음. 

‒ 2016년 1차에너지 중 화석에너지원 공급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648×1015J을 기록하

여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1차에너지 중 석유 공급량은 7,877×1015J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석탄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5,041×1015J을 기록하였음. 한편, 1차에너지 중 천연가스 공급량은 

4,730×1015J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 2016년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원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188×1015J을 기록하여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원자력에너지 공급량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2015년) 및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

전 3호기(2016년) 재가동에 따라 149×1015J로 전년 대비 89.4% 증가함. 또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804×1015J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음.

 2016년 발전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44.4TWh를 기록하였으며, 온실가스 무배출(zero 

emission) 전원의 비중은 16.2%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음. 

‒ 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874.9TWh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한 83.8%였음. 

･ 석탄 발전량은 337.3TWh(전년 대비 5% 감소), 석유 발전량은 96.9TWh(전년 대비 5.4% 감

소), 천연가스 발전량은 440.7TWh(전년 대비 3.6% 증가)를 기록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14.5%,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1.7%였음.

･ 수력 발전량은 78.9TWh(전년 대비 9.4% 감소), 태양광 발전량은 45.7TWh(전년 대비 31.2% 

증가), 풍력 발전량은 6.0TWh(전년 대비 6.7% 증가), 지열 발전량은 2.5TWh(전년 대비 

5.0% 감소),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8.4TWh(전년 대비 2.2%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원자력 

발전량은 18.1TWh(전년 대비 91.4% 증가)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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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차에너지공급 21,980 20,992 20,715 21,030 20,258 20,016 19,836

화석에너지
17,850
(81.2)

18,450
(87.9)

18,967
(91.6)

19,203
(91.3)

18,409
(90.9)

17,950
(89.7)

17,648
(89.0)

석유
8,858

(40.3)
9,097

(43.3)
9,220

(44.5)
9,001

(42.8)
8,351

(41.2)
8,138

(40.7)
7,877

(39.7)

석탄
4,997

(22.7)
4,672

(22.3)
4,883

(23.6)
5,303

(25.2)
5,097

(25.2)
5,154

(25.8)
5,041

(25.4)

천연가스
3,995

(18.2)
4,681

(22.3)
4,865

(23.5)
4,899

(23.3)
4,961

(24.5)
4,657

(23.3)
4,730

(23.8)

비화석에너지
4,130

(18.8)
2,541

(12.1)
1,748
(8.4)

1,828
(8.7)

1,849
(9.1)

2,066
(10.3)

2,188
(11.0)

원자력
2,462

(11.2)
873

(4.2)
137

(0.7)
80

(0.4)
0

(0.0)
79

(0.4)
149

(0.8)

수력
716

(3.3)
729

(3.5)
656

(3.2)
679

(3.2)
702

(3.5)
726

(3.6)
651

(3.3)

재생에너지
(수력 제외)

425
(1.9)

433
(2.1)

444
(2.1)

524
(2.5)

608
(3.0)

725
(3.6)

804
(4.1)

미활용에너지
527

(2.4)
506

(2.4)
511

(2.5)
545

(2.6)
539

(2.7)
536

(2.7)
585

(2.9)

참고 : 미활용에너지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열, 재생유 등 사용 후 폐기되는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임.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 일본 1차에너지원별 공급 추이(2010~2016년) >

(단위: 1015J,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률(%)

발전량(억kWh) 11,495 10,902 10,778 10,851 10,592 10,412 10,444 +0.3

원자력
2,882
(25.1)

1,018
(9.3)

159
(1.5)

93
(0.9)

0
(0.0)

94
(0.9)

181
(1.7)

+91.4

석탄
3,199
(27.8)

3,058
(28.0)

3,340
(31.0)

3,566
(32.9)

3,537
(33.4)

3,551
(34.1)

3,373
(32.3)

-5.0

천연가스
3,339
(29.0)

4,113
(37.7)

4,319
(40.1)

4,432
(40.8)

4,549
(42.9)

4,253
(40.8)

4,407
(42.2)

+3.6

석유
983

(8.6)
1,583

(14.5)
1,885

(17.5)
1,578
(14.5)

1,175
(11.1)

1,024
(9.8)

969
(9.3)

-5.4

수력
838

(7.3)
849

(7.8)
765

(7.1)
794

(7.3)
835

(7.9)
871

(8.4)
789

(7.6)
-9.4

태양광
35

(0.3)
48

(0.4)
66

(0.6)
131

(1.2)
234

(2.2)
348

(3.3)
457

(4.4)
+31.2

풍력
40

(0.3)
47

(0.4)
48

(0.4)
52

(0.5)
52

(0.5)
56

(0.5)
60

(0.6)
+6.7

지열
26

(0.2)
27

(0.2)
26

(0.2)
26

(0.2)
27

(0.3)
26

(0.2)
25

(0.2)
-5.0

바이오매스
152

(1.3)
159

(1.5)
168

(1.6)
178

(1.6)
182

(1.7)
188

(1.8)
184

(1.8)
-2.2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 전원별 발전량 및 전원 구성비 변화(’10~’16)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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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Gazprom, Turkish Stream 가스관 제1 노선 해저구간 공사 완료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Gazprom社는 흑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Turkish 

Stream’ 가스관 제1 노선의 해저 구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힘(2018.4.30).

※ ‘Turkish Stream’은 흑해 해저를 통해 터키-그리스 국경까지 연결되는 4개 노선의 가스관

(연간 총 수송용량 63Bcm)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6년 10월 10일 러시아와 터키는 4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우선 건설하여 2019년 12월 완공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함(인사이트 

제16-38호(2016.10.21일자) p.33 참조).

※ 제1 노선을 통해서는 터키 국내 시장으로 러시아産 가스를 공급하며, 제2 노선은 터키 영토를 

거쳐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됨. 제1, 2 노선의 해상 구간 및 도입 터미널은 Gazprom이 

100% 소유하며, 제1 노선의 육상 구간은 터키 국영가스기업 Botas가, 제2 노선의 육상 구간은 

Gazprom-Botas 간 합작기업이 소유함(인사이트 제15-18호(2015.5.15일자) p.44 참조).

‒ Gazprom의 Alexey Miller CEO는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터키와 유럽의 에너지안보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Gazprom이 작년 5월부터 제1 노선 해저구간 공사를 시작해 930km에 달하는 구간을 이날 완

공함으로써 Turkis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62% 달성했으며, 뒤이어 터키 북서

부 도시 Luleburgaz까지 이어지는 180km 길이의 육상구간 공사를 계속할 예정임.

･ 육상구간 공사가 끝나면 제1 노선 공사가 완료되며, 터키로의 가스 공급은 내년 말부터 시

작할 방침임. 동시에 올해 3분기부터 유럽 수출용 제 2노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편으로 Turkish Stream 가스관 건설을 추진해 왔음.

‒ 지난 2월 28일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소가 Gazprom이 우크라이나 Naftogaz에 통과료로 25억 

6,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Gazprom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

지하며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및 통과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등 양국 간 분쟁은 심화되어 

왔음(인사이트 제18-9호(3.12일자) p.26 참조).

‒ Turkish Stream 2개 노선 완공 시점(2019.12월)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통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4일 Miller CEO는 2019년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 가스 수

송량은 9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8-13호(4.9일자) p.30 참조).

※ 2017년 기준, 러시아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192.2Bcm에 달했으며, 이 중 우크라이나 통과 

가스 공급량은 총 93Bcm임.

(Tass,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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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중국 해운기업, 야말 LNG 운송을 위한 북극해 항로 개발 협력 추진

 일본 해운社 Mitsui O.S.K. Lines社(이하 ‘MOL’)와 중국 해운社 Cosco Shipping社는 북극

해 항로를 개척하여 러시아 야말 LNG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MOL社는 2017년 6월, 야말 LNG 운송을 위한 장기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쇄빙 LNG

선 3척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으며, 2017년 11월 2일 쇄빙 LNG선 3척을 Cosco 

Shipping社와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50%씩을 투자한 바 있음.

※ MOL社와 Cosco Shipping社가 공동 소유한 3척(1척 당 약 3억 달러로 추정)의 쇄빙 LNG선 

중 건조가 완료된 첫 번째 선박인 Vladimir Rusanov호(길이 299m, 폭 50m, 높이 26.5m)는 

2017년 12월 21일에 명명식을 갖고 인도되었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야말 LNG 플랜트에서 

첫 번째 LNG 카고를 선적함. 나머지 두 척의 쇄빙 LNG선 건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

며 2018년 9월 말과 2019년 말 완공 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짐.

‒ 쇄빙선 건조가 완료되면 야말 반도 Sabbeta 항으로부터 야말 LNG를 연중 운송할 계획이며, 

同 LNG는 하절기에는 북극해 항로를 거쳐 아시아로 운송되고, 북극해 항로를 통항하지 못하

는 동절기에는 유럽에서 쇄빙 LNG선에서 일반 LNG선으로 환적되어 대서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아시아로 운송됨.

･ 수에즈 운하 통과 경로를 이용하는 동절기에는 운송기간이 약 35일 소요되는 반면에, 북극

해 항로를 통과하는 하절기에는 약 15일밖에 소요되지 않음.

‒ MOL社와 Cosco Shipping社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

해 짧아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절기에도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함.

･ 이와 같은 판단은 북극해의 결빙층이 너무 두꺼워 동절기에는 주로 러시아 자국 내 LNG 

카고를 운송할 때에만 이용되어 온 북극해 항로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결빙층이 퇴각하

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항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함.

자료 : Nikkei

< 기존의 수에즈 운하 경로 및 신규 북극해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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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MOL社와 Cosco社는 양社 간 협력을 통해 북극해 항로 개발에 대한 리스크와 투자비

를 줄이고자 하며, 양社는 이번 북극해 항로 개발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가 향후 러시아, 알래

스카, 캐나다 연안의 미개발 매장지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판

단하고 있음. 

‒ 현재는 북극해 수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해하는 쇄빙 LNG선이 좌초될 위험성이 

크며, 쇄빙 LNG선에는 두꺼운 결빙층을 깨며 운항할 수 있는 강력한 쇄빙선 사양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社는 북극해 항로 LNG 운송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Nikkei Asian,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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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아시아 지역, 향후 10년간 미국産 LNG의 주요 소비국이 될 전망

 203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가 2017년 수준 대비 약 1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同 지역의 LNG 수요가 최근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규 LNG 생산설비 

증설 프로젝트와 LNG 시장의 공급 및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이하, OTC)에서 제기됨(2018.5.2).

‒ OTC에 참석한 일본 자원에너지청 석유･천연가스과의 Takuma Iino 차장은, 아시아 지역 12개 

국가가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LNG 수입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최대 LNG 소비국으로서의 입지를 여전히 유지해 나갈 것

이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자국 내 원전 중 일부가 재가동 

또는 재가동 계획 중에 있어, 2030년 일본의 LNG 수입은 6,200만 톤으로 2017년의 8,400만 

톤(IHS Markit, 2018.3.9)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OTC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규 LNG 수출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며 

미국産 LNG 수출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1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LNG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産 LNG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지

역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S&P Global Platts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LNG 수요는 

2017년의 27.9Bcf/d(LNG 환산 2억 2,200만 톤/년) 대비 24% 증가한 약 34.7Bcf/d(LNG 

환산 2억 7,700만 톤/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이 지역의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으로, 중국의 LNG 수요는 2017년 5Bcf/d(LNG 환산 

3,974만 톤/년)에서 2020년에는 약 7.2Bcf/d(LNG 환산 5,723만 톤/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파키스탄과 인도의 LNG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과 한국의 LNG 수요는 감소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 LNG 시장의 성장과 주요 유럽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LNG 시장 확대가 LNG 프로젝트 추진 기업의 최종투자결정(FID)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

견을 개진하였음.

‒ 미국의 LNG 개발업체인 NextDecade社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LNG&Gas International 

Summit’에서 미국 텍사스 주의 브라운스빌(Brownsville)에 위치한 Rio Grande LNG 수출용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및 향후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아시아로의 미국産 LNG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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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MMBtu당 7~8달러로 제시한 바 있음(2018.4.25).

･ Rio Grande LNG 터미널은 총 6기의 트레인을 건설하는 LNG 프로젝트로, 총 액화용량은 

연간 2,700만 톤 이며 2017년 2월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로부터 최종 건설 승인을 

받았음. 2020년 11월경 제1 트레인의 완공되면 Permian Basin과 인근 셰일지대로부터 원료 

가스를 공급받게 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2018.3월 기준) 미국산 LNG 수출가격의 기준인 헨리허브 가스가격은 $2.69/MMBtu임.

(NGI, 2018.3.6; Platts, 2018.5.2; Hydrocarbons Technology 홈페이지)

▣ WTI 유가, ’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 당 70달러 돌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과 러시아 주도의 원유 감산활동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지난 5월 7일 2014년 

11월 26일($73.69/bbl)이후 최고치인 $70.73/bbl을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JCPOA) 탈퇴 우려가 더해지면서 WTI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WTI 등 국제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OPEC과 러시아 등 非OPEC 산유국들이 2016년 

맺은 감산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산

유량이 급감한 것도 국제 유가 상승의 원인되었음.

‒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과 함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6년 초 배럴 당 

30달러 미만이었던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Brent유 가격은 지난 5월 10

일 배럴 당 77.47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음에

도 WTI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 당 1.67달러 하락하였으나, 이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증가

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분석됨. 이후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WTI 가격 상승이 미국의 텍사스 주와 같은 원유를 생산하는 주정부와 에너지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키며 자동차 

산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Chevron과 Royal Dutch Shell 등과 같은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은, WTI 가격이 배럴 당 

100달러 선을 기록하였던 4년 전과 비슷한 분기 수익을 최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주 미국의 시추 리그 수 또한 11개 증가하여 미국의 리그 수는 총 1,032개를 기록하였으

며, 유전 개발기업들은 높은 유가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추활동과 수압파쇄법

(fracking)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의 예산계획을 확대･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임(2018.5.8).

‒ 한편, 휘발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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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최근 며칠 간 무연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갤런 당 2.8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12개월 동

안 약 20%가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이 2.6%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지난 4월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을 크게 능가한 것

으로 분석됨. 

‒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하는 차량 모델을 조정해오고 있어, 높은 휘

발유 가격은 연비가 낮은 자동차 판매에 악재가 될 수 있음. 

･ 휘발유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연비가 낮은 소형 트럭 또는 SUV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

나, 휘발유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The New York Times, 2018.5.7; Reuters, 2018.5.8)

▣ 천연가스･재생에너지, 미국의 ’18년 신규 발전설비 증가 주도할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7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국의 신규 유틸

리티 규모(utility-scale) 발전용량 확대가 2018년에는 가스 발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미국의 신규 유틸리티 규모 발전설비용량은 총 21GW 증가하였으며, 이중 55%가 풍

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었던 반면, 2018년 미국 내에서 신규로 건설될 유틸리티 규

모 발전설비용량은 약 32GW이며, 이 중 천연가스 발전이 약 21GW로 신규 유틸리티 규모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2017년까지 미국에 신규로 건설된 유틸리티 규모 발전설비용량 중 절반 이상이 재

생에너지 발전으로 지난 4년 연속 재생에너지 발전은 미국의 총 신규 발전설비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해 왔음.

※ 2017년 신규 유틸리티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은 연방 정부나 주정부 등에서 제공하

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정책(tax incentive)의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자료 : EIA

< 미국의 유틸리티 규모 발전설비용량 증가 추이 (2009~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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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는 2018년 미국의 신규 유틸리티 규모 발전설비용량을 약 32GW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가스발전은 가장 많은 21GW, 이어서 풍력 5GW, 태양광 4GW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 (천연가스발전) 신규 유틸리티 규모 가스발전 설비용량 21GW 중 50%가 미국의 광역송전망

기구(PJM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권역에 건설되는 가스복합발전설비로 2018년 

말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신규 유틸리티 규모 가스복합발전설비는 PJM 지역의 동부에 있는 Transcontinental, 

Dominion Transmission, Texas Eastern Transmission Pipeline 등 송전시스템을 따라 건설될 예

정이며, 펜실베이니아州에 5.2GW, 메릴랜드州에 1.9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건설될 계획임. 

※ PJM은 미국의 광역송전망기구(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RTO)로 송전계통 운영 

및 도매전력 관리 전문회사이며,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13

개 州와 워싱턴 DC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풍력) 2018년에 5GW의 유틸리티 규모 풍력발전설비가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2GW가 텍사스에 건설될 예정임. 

･ 2018년 1월과 2월에 가동을 시작한 신규 풍력발전설비(1,196MW)는 이미 상당한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주 등지에 건설되었음.

‒ (태양광) 2018년에 4GW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로 건설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중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Florida Power & Light(FPL)社는 2018년 1월 4개 태양광 프로젝트(총 300MW 규모)를 완공

하였으며, 3월에 추가로 4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총 300MW 규모)가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

었음. 총 8개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FPL社의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54%를 차

지하게 됨. 

‒ 2018년 1~2월 중 미국 내에 신규로 건설된 유틸리티 규모 발전설비용량은 2GW이며, 이중 풍

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9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018년 신규 발전설

비용량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말에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발전설비용량 

중 천연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발전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2월에 신규로 건설된 유틸리티 규모 총 발전설비용량(2GW) 중 ▲재생에너지발전 

2,029MW, ▲화석연료 발전 27MW, ▲이외에 기술을 이용한 발전은 28MW이었음. 

(EIA’s today in energy, 2018.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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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국제 유가,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로 혼조세

 OPEC 주도의 감산활동 성과와 더불어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및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움직임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과 

이에 따른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인해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오후 2시(현지시각)에 이란핵협정 탈퇴에 대한 자신

의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이후인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선언하고 對이란 제재 재개를 승인하는 대통령메모에 서명했는데, 이에 국

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하였음.

※ 대통령 행정지시는 ① Presidential Proclamation(대통령 포고), ② Executive Order(행정명령), 

③ Presidential Memorandum(대통령 메모)이 있으며, 통상 법률적 우선순위는 상기 순서와 

같음.

･ 미국 정부의 이란핵협정 탈퇴 여부 검토 시한은 2018년 5월 12일까지이나, 트럼프 대통령

은 이를 나흘 앞서 발표함.

‒ 2018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이후 WTI 유가는 $70.73/bbl을 기록하면서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으나, 5월 8일 이란핵협정 탈퇴 발언 이후 오히

려 하락했으며, 5월 9일 다시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WTI유는 2014년 11월 26일 $73.69/bbl을 기록한 바 있으며 11월 28일 $66.15/bbl로 급락한 

이후 저유가 기조로 접어들었음.

‒ 5월 8일 WTI유는 배럴당 전일 대비 1.67달러(-2.4%) 하락하여 $69.06/bbl를 기록, Brent유는 

전일 대비 1.32달러 하락(-1.73%)한 $74.85/bbl에 장을 마감하였음.

･ 5월 8일 유가하락은 이란핵협정 탈퇴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에너지 헤지펀드기업 Again Capital社 창업파트너 John 

Kilduff). 한편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이라는 분석도 있음.

‒ 한편, 5월 9일 유가는 오히려 반등하면서 WTI유는 전일 대비 2.08달러(+3.01%) 상승하여 

$71.14/bbl를 기록하면서 다시 70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Brent유 또한 전일 대비 2.36달러

(+3.15%) 상승한 $77.21/bbl달러를 기록하였고, 5월 10일에도 소폭 상승함.

･ 이는 이란의 석유수출 감소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원유재고량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미국 주간 원유재고량은(5월 4일 기준) 전주 대비 220만 배럴 감소하여 총 4억 3,380만 배

럴을 기록하면서 유가에 상승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됨(EIA,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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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4/23 4/24 4/25 4/26 4/27 4/30 5/1 5/2 5/3 5/4 5/7 5/8 5/9 5/10

Brent 74.71 73.86 74.00 74.74 74.64 75.17 73.13 73.36 73.62 74.87 76.17 74.85 77.21 77.47

WTI 68.64 67.70 68.05 68.18 68.10 68.57 67.25 67.93 68.43 69.72 70.73 69.06 71.14 71.36

주 : 4월 중 국제평균유가는 WTI유 $66.33/bbl(최저 $62.06/bbl, 최고 $68.64/bbl), Brent유 71.76/bbl 

(최저 $67.11/bbl, 최고 $75.17/bbl)를 기록함.

자료 : 한국석유공사 KESIS

< 일일 국제 유가 추이(2018.4.23~5.10) >

(단위 : 달러/배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이란핵협정 탈퇴를 공식발표하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서명

(2015.7.14)한 동 협정에 대해, “상황을 진정시키지도,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동 협정처럼 일방적인 합의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

움을 주는 국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美 재무부는 이란핵협정 탈퇴 결정 이후 90~18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對이란 경제제

재를 재개(Snapback)하게 된다고 밝혔음(2018.5.8). 

‒ 미국은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이후 對이란 제재조치를 해제하거나 유예하였으며,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법과 행정명령을 각각 철회･폐기해 온 바 있음(인사이트 제17-35호(2017.10.16일자) 

p.8 참조).

･ 미국은 對이란 제재 완화를 위해 제재의 근거가 된 법률들을 한시적으로 철회하고 있으며, 

철회조치의 유효기간을 각 법률별로 따로 정하고 있음.

 이란 Hassan Rouhani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핵협정을 탈퇴하더라도 이에 서명한 나머지 안보

리 이사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이는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탈퇴에 대해 반

발하였음(2018.5.7).

‒ 이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Rouhani 대통령은 미국 없

이도 핵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음(2018.5.8).

‒ 이란의 2012년 2월 산유량은 375.2만b/d 수준이었으나,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2014년 7월 300만b/d까지 감소한 바 있으며, 2016년 초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석

유 생산규모를 1백만b/d 증대하여 2016년 12월에는 401만b/d를 기록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

17-35호(2017.10.16일자) p.4 참조). 

･ 이란은 OPEC 국가 중 제3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전 세계 원유공급량 중 약 4%를 담당하고 

있음. 

･ 2018년 4월 원유수출량은 2016년 1월 제재 해제 이후 최고치인 260만b/d를 기록함(Reuters,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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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BC

<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와 이란의 산유량 추이 >

(단위 : 백만b/d)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란핵협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핵협정을 탈퇴하더라도 협정 자체가 백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이란핵협정의 체계를 유지하고, 다른 모든 당사국의 협정 이

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 러시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며, 협

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중국 Gong Xiaosheng 중동특사는 이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핵협정이 평화를 구축해왔

다고 밝히며, “협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갈등보다는 대화가 낫다”고 발언함.

‒ 호주와 일본도 미국의 핵협정 탈퇴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UN 사무총장은 

이란핵협정 당사국들이 기존 협정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원유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zero 

impact)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원유 공급규모가 80만b/d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Oil Price, 2018.5.8). 

‒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로 인한 영향은 

2019년 들어서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번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인해 미국은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나, 이란産 원유

를 수송하는 유럽 해운업계는 이란과의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이란핵협

정 탈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WSJ는 분석하였음(2018.5.7).

･ 2015년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이란産 원유가 1백만b/d 축소된 규모로 공급되었으

나, 이번 결정 이후 원유공급이 25만b/d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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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아시아 정제기업들은 이란産 원유를 대체할 대안을 물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우디는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산유국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함(Reuters, 2018.5.9).

(CNBC, 2018.5.3,8; WSJ, 2018.5.7,8; BBC; Tehran Times; Reuters, 2018.5.9)

▣ 사우디(Aramco), ’18년 6월 인도분 OSP 발표

 사우디(국영에너지기업 Aramco)는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Arab Light유의 2018년 6월 

인도분 가격조정계수(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를 배럴당 +1.90달러(전월 대비 0.7달

러 인상)로 상향조정하면서,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인상함(Bloomberg, 2018.5.3).

※ OSP: 산유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과 주요 유종(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가격 간의 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를 의미함. Aramco의 對아시아 수출 기준 유가는 Oman/Dubai 유가 평균, 

對유럽 수출 기준유가는 브렌트유 가격, 對미국 수출 기준 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임.

‒ Reuters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예상을 벗어나 5월 인도분 OSP를 인상함에 따라 6월 인도분 

OSP는 전월 대비 50~60센트 선에서 다소 완만하게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 사우디는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Arab Light유 등 모든 유종의 OSP를 인상했는데, 이는 

유가 상승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일부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였음.

･ Energy Aspects社 수석 석유분석가 Amrita Sen은 원유판매자의 가격책정 통제력이 다시 강해

지고 있다며, 정제기업들은 6월 중 석유보유분을 유지하다가 현재 수급이 타이트한 원유시

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 산유국들이 유가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nergy&Economic Research社 Michael Lynch 대표는 시장 강세(market strengthening)와 더불

어 중국의 석유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사우디가 OSP를 인상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지난 달 사우디가 對아시아 Arab Light유 OSP를 +1.20달러로 인상한 이후, 중국 Sinopec社

(Aramco의 최대 원유수입기업)는 사우디産 원유 수입물량을 전월 대비 40%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Press TV, 2018.4.11), 거듭된 OSP 인상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원유 의존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 시장 원유 소비자들은 5월 인도분 OSP가 배럴당 최소 0.2달러 인하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사우디가 예상을 뒤엎고 對아시아 Arab Light유의 OSP를 전월 대비 0.1달러 인상

함에 따라, Sinopec社가 원유구입비용 부담을 느껴 수입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됨.

 한편,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OSP는 동결하거나 소폭 조정하였고, 지중해 및 북서유

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OSP는 모두 전월 대비 0.8~1.65달러 인하하였음. 

‒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OSP는 Medium유, Heavy유의 경우 동결, Extra Light유는 

+2.9달러(전월 대비 20센트 인하), Light유는 +0.7달러(전월 대비 10센트 인상)로 전월 OSP 

대비 소폭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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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 시장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OSP는 모두 전월 대비 0.8~1.1달러 인하하였고, 북서유럽 시

장으로 수출하는 원유의 OSP 또한 전월 대비 1.25~1.65달러 인하함.

 

지역 유종
’18.5월 인도분 OSP

(A)*

’18.6월 인도분 OSP

(B)

’18.6월 OSP 증감

(B-A)**

미국

Arab Extra Light유 +3.10 +2.90 ▽0.2
Arab Light유 +0.60 +0.70 ▲0.1
Arab Medium유 -0.80 -0.80 0
Arab Heavy유 -1.95 -1.95 0

북서 

유럽

Arab Extra Light유 -0.90 -2.50 ▽1.6
Arab Light유 -2.95 -4.20 ▽1.25
Arab Medium유 -4.70 -6.10 ▽1.4
Arab Heavy유 -6.70 -8.35 ▽1.65

아시아

Arab Super Light유 +5.10 +6.30 ▲1.2
Arab Extra Light유 +2.35 +3.25 ▲0.9
Arab Light유 +1.20 +1.90 ▲0.7
Arab Medium유 -0.85 -0.05 ▲0.8
Arab Heavy유 -2.05 -1.35 ▲0.7

지중해

Arab Extra Light유 -0.70 -1.65 ▽0.95
Arab Light유 -2.70 -3.50 ▽0.8
Arab Medium유 -4.35 -5.25 ▽0.9
Arab Heavy유 -5.60 -6.70 ▽1.1

주 : * 2018년 4월 5일에 발표된 내역

     ** MEES(2018.5.4)에 근거한 추산치

자료 : MEES(2018.5.4) 바탕으로 재구성

< 사우디(Aramco)의 ’18년 6월 인도분 OSP 조정 내역 >

(단위 : 달러/배럴)

(Financial Times; Bloomberg, 2018.5.3; MEES, 2018.5.4)

▣ UAE, 아부다비에 대한 전력 의존도 감축 계획

 UAE 7개 토후국(아부다비, 아지만, 두바이, 푸자이라, 라스알카이마, 샤르자, 음알쿠와인) 중 

아부다비를 제외한 소규모 토후국들은 자국 내 가스발전설비 증설을 통해 아부다비産 전력 수

입의존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임.

‒ UAE 연방전력수자원청(FEWA)은 아부다비 전력수자원청(ADWEA)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

여 소규모 토후국에 공급하고 있음.

‒ 한편, FEWA는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내에 2.4GW 규모의 가스발전설비 건설을 계

획하고 있으며, Mubadala Development社 및 Siemens社와 전력구매계약에 대해 논의 중임.

･ FEWA는 동 발전설비의 기술적･재정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협약을 1년 전에 맺은 바 

있고, 2018년 2월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전력구매가격 협상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

･ 동 사업은 FEWA가 민간과 최초로 파트너십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인데다, 소규모 토후국

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프로젝트라고 판단

할 수 있음(FEWA 회장 및 UAE 에너지부 장관 겸임 Suhail al-Mazrouei).

‒ 샤르자(Sharjah)는 Hamriyah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양자협약 체결 절차에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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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자 전력수자원청(SEWA)은 동 발전소의 발전설비를 750MW 추가 증설하기 위해 스미

모토社 및 GE社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발전설비는 샤르자 및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샤르자에서 도입할 예

정인 FSRU(Hamriyah 항 인근에 도입 예정)를 통해 발전연료용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됨.

･ 샤르자는 2016년 기준 아부다비로부터 전력수요 피크기간 동안 2.4GW의 전력을 수입한 바 

있음(2011년 기준 707MW 수입).

 한편, 아부다비는 원전을 건설하여 자국 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소규모 토후국에 대한 

전력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소규모 토후국들의 발전설비 증설 계획으로 인해 계획에 차

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임.

‒ 아부다비는 바카라 원전 건설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발전설비를 거의 증설하지 않았는데, 

자국 내 전력 수요 증가 및 인근 토후국에 수출하는 전력이 증가하면서 총 발전설비용량과 피

크 수요가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음.

자료 : Natural Gas Daily

< 아부다비 및 두바이 전력수자원청 발전용량 및 피크수요 추이 >

‒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는 2018년 3월 바카라 원전의 제1원

자로(1.4GW 규모)를 완공한 바 있음.

･ 동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발전단가는 kWh당 0.11달러로 9년 전 원전사업 착수 당시에는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태양광 발전단가의 하락과 함께 가격경쟁력이 다

소 낮아졌음.

※ 두바이에 위치한 Mohammed Bin Rashid Al Makroum 태양광발전단지(총 3단계 중 1단계 

완공, 200MW 규모)의 3단계 발전단가 입찰에서 Masdar社가 kWh당 0.03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낙찰 받은 바 있음.

‒ 아부다비는 FEWA가 라스알카이마에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설비를 비판하며, 자국의 발전설비

를 통해 소규모 토후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표함(Natural 

Gas Daily, 2018.5.4).

(Natural Gas Daily, 2018.5.4)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main.nsf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문영석

편집인  양의석 esyang@keei.re.kr 052) 714-2244

편집위원  노동운, 서정규, 김태헌, 마용선, 유학식, 

 조철근,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 김기중

문   의  김아름 arkim@keei.re.kr 052) 714-2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