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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4/19 4/22 4/23 4/24 4/25

Brent

($/bbl)
- 74.04 74.51 74.57 74.35

WTI

($/bbl)
- 65.70 66.30 65.89 65.21

Dubai

($/bbl)
- 73.36 73.77 73.67 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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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4/19 4/22 4/23 4/24 4/25

천연가스

($/MMBtu)
- 2.52 2.46 2.46 2.51

석탄

($/000Metric ton)
- 62.80 62.95 59.80 60.00

우라늄

($/lb)
- 25.80 25.80 25.70 25.6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5월 선물가격; 4월 19일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Good day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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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7 100.9 99.8 -1.1 0.8

     OECD 47.7 47.9 48.1 0.2 0.0

     비OECD 52.9 52.8 51.5 -1.3 0.8

 세계 석유공급 100.1 100.0 99.4 -0.6 1.2

     OPEC 36.2 35.9 35.2 -0.7 -1.4

     비OPEC 63.9 64.2 64.2 0.0 2.6

 세계 재고증감 -0.6 -0.9 -0.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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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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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였으며, 이후 2018년 11월 

5일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금융부문, 수송 부문에 관련된 개인, 기관, 산업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을 대상으로 對이란 2단계 경제제재 조치를 발효하였음. 그러나 이란産 원유 수입량 감산에 대한 

대응기간 제공과 석유시장에 충분한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8개국)에 이란 원유 수입 제한 조치 예외를 두었음.

▶ 그러나 2019년 4월 22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란産 원유 

수출금지 예외 조치 종료를 발표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2012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2.8% 

급감한 357.5만b/d, 2014년 311.7만b/d로, 이는 1989년(281.4만b/d)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본격적인 수출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5년 원유 

수출량이 2011년(253.7만b/d) 대비 42% 수준에 달하였음.

▶ 2015년 7월 14일 이란핵합의 이후로 다시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여 2012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18년 11월 5일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한시적인 예외국 지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주요국의 이란産 원유수입량은 2018년 상반기 대비 77.7% 감소한 80.8만b/d에 그쳤음.

▶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과 터키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우디는 자국의 석유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증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라크 또한 O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논의한 후 증산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미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의 협력 여부와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이 원유 수급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란은 주변국과 협의 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1.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예외 조치 종료 결정의 배경

▣ 2018년 11월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2단계 조치 발효

¡ 미국 정부는 對이란 2단계 경제제재 조치를 2018년 11월 5일 발효하였으며, 
제재조치의 적용대상은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금융부문, 수송 부문에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 산업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1)

‒ 2단계 제재조치는 미국이 지난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

행동계획)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임.

‒ 미 국무부는 이란 정부 세입(歲入)의 80%가 원유 수출에 의존한다며, 2단계 

제재조치는 이란의 원유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2)

1) 미 국무부 홈페이지, "Press Availability With Secretary of Treasury Steven T. Mnuchin", 

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8/11/287132.htm(검색일 : 2018.11.6.)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2018년 11월 5일 
對이란 2단계 
경제제재 조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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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로 하여금 일부 이란 은행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였음.3)

･ 미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단체, 인권유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0개의 은행과 금융기관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했으며, SWIFT는 이들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요구받았음.

･ SWIFT도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일부 이란 은행에 SWIFT의 

서비스망에 접속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음.4)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면제국 지정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8개국에 대하여 금수조치 

적용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음.5)

‒ 8개국은 우리나라 포함 중국, 인도, 일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임.

‒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적용 예외국 선정 이유는 유가 안정을 위한 것이며, 
해당국가들은 그동안 이란産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해왔고, 여러 부문에서 

미 정부와 공조해 왔다”고 언급하였음.

▣ 4월 22일 이란産 원유 수입 한시적 허용 조치 중단 발표

¡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적용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어기는 국가는 “불이익(penalty)”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2019.4.22.).6)

‒ “이번 결정은 이란이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이란의 행동에 달렸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설명하였음.

‒ 지난 2018년 11월 미국의 2차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까지 이란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의 석유 판매 수입을 얻었다고 밝힘.

･ 미국의 2차 제재 발효로 현재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란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미국은 오는 5월 2일 0시 이후로 금수조치 면제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

이며,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제재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계획임.

‒ 폼페이오 장관은 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2) ibid.
3) New York Times, 2018.11.5.

4) Reuters, 2018.11.5.

5) Reuters, 2018.11.7.

6)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검색일 : 20149.4.22.)

“미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8개국에 한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수조치 예외를 
허용”

“2019년 4월 
22일 미국이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예외 
기간을 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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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였음.

･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이란産 원유를 다른 수입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원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요 산유국들과 논의해 옴.

･ “사우디와 UAE가 공급량을 적절히 늘릴 것을 확인해 주었다며, 이란産 
원유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두 

국가가 이란産 원유를 수입해온 국가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2018년 미국의 산유량은 2017년 대비 160만b/d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정보청(EIA)에 따르면, 2019년에는 150만b/d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미 정부의 목표는 이란産 원유 수출을 전면금지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테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미 정부의 압박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백악관은, 이번 결정은 이란의 주요 세입인 원유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7) 

‒ “미국과 사우디, UAE는 세계 석유시장에 계속해서 충분한 원유 공급 보장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란産 원유 공급이 감소해도 세계 원유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설명함.

2. 對이란 제재가 세계 석유공급에 미치는 영향

▣경제제재에 따른 이란 석유 생산 및 수출량 변화 추이

¡ 2012~2015년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8)

‒ 2012년 UN과 EU,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란의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2년 374.0만b/d 수준이었으나, 경제제재 발효 후,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2.8% 급감한 357.5만b/d를 기록하였고, 2014년의 원유 

생산량은 1989년(281.4만b/d)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11.7만b/d로 집계됨. 

･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2년 5.1%, 2013년 

4.9%, 2014-2015년 4.2%로 對이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함.

‒ 이란의 원유 수출은 2011년 253.7만b/d에서 본격적인 수출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원유 수출량은 2011년의 42% 수준인 

7) 미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검색일 : 2019.4.22.)

8) 인사이트, 제18-29호, 2018.8.13., pp.8~14.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석유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

“미국은 이란産 
원유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수입선 
모색 중”

“2012년 UN, EU,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란의 석유 생산 
및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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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만b/d에 그침. 

･ 세계 원유 수출량 중 이란의 비중은 2011년 6.1%에서 경제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6% 수준에 불과하였음. 

¡ 2016년 이란핵합의에 따른 경제 제재조치의 해제9)

‒ EU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크게 감소하던 이란의 석유 생산은 이란핵

합의(JCPOA, 2015.7.14.)가 발효된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이란産 원유

수출 금수조치가 개시된 2012년 이전 수준을 회복함. 

･ 2016년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이며 2015년
(315.2만b/d)보다 15.9% 증가한 365.1만b/d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5.9% 
증가하며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세계 원유 생산에서 이란의 비중은 2017년 5.2%를 기록하며 금수조치 시행 

이전인 2011년 5.1%를 넘어섬. 

･ 2016년 OPEC의 감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경제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감산량 배정에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함. 

※ 2016년 OPEC 국가와 10개(당시 11개) 非OPEC 산유국들은 2017년 1~6개월 

동안 180만b/d 가량 감산하는데 합의하였고, 2017년 5월에는 감산 이행 기간을 

2018년 3월까지 연장하였음. 

‒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제재 완화 이후 확대되어 2016년 192.2만b/d 수준으로 

전년 대비 77.7%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12.5만b/d에 다다름.

･ 하지만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6년 이란의 석유 수출액은 2011년 석유 수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억 달러 수준에 그침. 

･ 세계 원유 수출량에서 이란産의 비중은 2017년 4.7%를 기록하며 2015년 

2.6% 대비 2.1%p 증가함. 

¡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2018.11.5.)10) 

‒ 이란의 원유 생산은 2018년 1분기 381.7만b/d, 2분기 381.8만b/d 등 380만b/d를 

상회하며 2017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선언(2018.5.8.)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 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 1단계 조치(2018.8.7. 발표)로 금융 및 일반 무역 

거래 일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란의 에너지 무역 및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는 유예기간 180일 이후(2018.11.5.)에 2단계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8년 1~2분기 이란의 원유 생산규모는 지난 2005년 대비 불과 27.5만b/d 

9) 인사이트, 제17-35호, 2017.10.16., pp.3~15.

10) 인사이트, 제18-42호, 2018.11.26., p.12.

“2015년 7월 
14일 이란핵합의 
발효 후, 이란産 
원유 생산 및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이전 수준 회복”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5월 이란핵합의 
탈퇴 선언 후, 
이란의 원유 
생산량 다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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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2018년 3분기에 2분기 대비 21.4만b/d 하락하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OPEC의 원유 생산량 중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월 11.9%에서 

미국의 제재가 재개된 10월에는 10.0%로 1.9%p 축소됨. 

‒ 2018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상반기까지 2017년 212.5만b/d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JCPOA 탈퇴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이란의 원유 수출규모는 2018년 9월 172.1만b/d로 미국의 제재가 결정되기 

전인 2018년 4월 282.0만b/d보다 39.0% 하락하였음.

▣이란産 원유 수입국에 미친 영향11)

¡ 이란産 원유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서, 미국의 

제재조치 재개 일정에 따라 수입규모를 축소함. 

‒ 對이란 제재가 해제된 2016년 주요 주요수입국12)의 이란産 원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75% 급증하였음. 특히 2015년까지 이란産 원유 수입을 금지하였던 

EU 회원국의 수입량은 28.8만b/d로 늘어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53.5% 증가

하며 161.8만b/d 수준을 회복함. 

2015 2016 2017 2018**
2018.

1~8월

2018.

9월

2018.

10월

2018.

11월

2018.

12월**

합계 1,263 2,209 2,637 2,057 2,499 1,720 1,414 745 808

아시아
1,054 1,618 1,663 1,391 1,657 1,153 899 695 705

(83.45) (73.25) (63.06) (67.62) (66.31) (67.03) (63.58) (93.29) (87.25)

  중국 531 622 622 582 667 517 246 388 503

  인도 227 459 484 521 578 421 604 307 202

  일본 170 227 170 127 166 149 48 0 0

  한국 114 279 361 154 231 0 0 0 0

  대만 11 32 27 16 16 66 0 0 0

  터키 111 138 229 145 174 155 130 0 58

  EU 회원국 0 288 570 377 502 253 225 6 0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 원유 및 콘덴세이트; ** 추정치

자료 : MEES(2019.2.15.)

< 이란産 원유* 수입량 변화(2015~2018년) >

(단위 : 천b/d)

11) 인사이트, 제18-42호, 2018.11.26., pp.14~15

12) MEES(2019.2.15.)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대만,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 

호주, EU 회원국 및 기타국가로 구분하여 이란 원유수입량을 작성하였음. 

“미국 제재조치 
단행 일정에 따라 
이란産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란産 
원유 수입 축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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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8년 상반기(1~8월)까지의 주요수입국의 

이란産원유 수입량은 249.9만b/d로, 경제제재가 있었던 2015년(126.3만b/d )보다 

50%이상 상승한 200만b/d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음. 

‒ 2018년 對이란 제재가 재개된 이후 한시적인 예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주요국의 이란産 원유수입량은 2018년 상반기보다 77.7% 급감한 

80.8만b/d에 그침. 

･ (중국) 중국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이란産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국가 중 26.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예외국으로 인정된 이후인 2018년 
12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소폭 증가하며 비중은 62.3%에 달함. 

･ (인도) 2015-2018년 상반기 기간 동안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왔지만, 2018년 9월부터 수입량을 축소하여 2018년 
12월에는 상반기(1~8월)보다 65% 급감한 20.2만b/d로 축소됨. 

･ (한국) 2018년 1~9월 기간 동안의 이란산 원유수입규모는 23.1만b/d로, 9.2%의 

수입비중을 차지했지만, 미국의 2단계 제재조치가 발효되는 11월 이전에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여 가장 큰 폭의 수입규모 감축을 이루었음. 

※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이란産 원유의 수입은 증가해 왔음. 

1월 57,000b/d, 2월 274,000b/d, 3월 약 150,000b/d(추정치)(자료 : MEES(2019.3.15., 

2019.3.29.), 원유와 콘덴세이트를 포함함.) 

주 : * 원유와 콘덴세이트를 포함함; 2019년 3월은 추정치임.

자료 : MEES(2019.3.29.)

< 아시아 국가들의 이란産 원유* 수입량 변화(2011~2019.3월) >

(단위 : 천b/d)

▣ 2019년 세계 원유 공급 변화 추이13)

¡ OPEC의 원유 공급 현황

‒ 2019년 3월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과 對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최저치인 

13) IEA, Oil Market Report, April 11, 2019.

“8개국에 한해 
금수조치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으나, 
2018년 12월 
주요국의 이란産 
원유수입량은 
2018년 
상반기보다 77.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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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MMb/d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3월 원유 생산량은 OPEC+ 감산목표치(10.31MMb/d)보다 

0.5MMb/d 낮은 9.82MMb/d에 그쳤고, 이러한 감산활동으로 인해 OPEC 회원

국의 전반적인 감산 이행율은 94%(2월)에서 153%(3월)로 상승함. 

※ 2018년 11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가 기록적인 감산을 시행한 

결과, OPEC의 원유 생산량은 2.2MMb/d 줄어들었고 이중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량은 1.2MMb/d에 다다름. 

자료 : IEA(2019.4.11.), Oil Market Report

<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 변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활동 >

‒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감산 예외를 인정받아,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2019년 3월 

생산량은 각각 2.74MMb/d와 0.87MMb/d로 2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9년 3월 이란의 생산량은 2.74MMb/d로, 제재 재개가 발표된 2018년 5월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1.1MMb/d 가량 하락하였지만, 작년 11월 미국의 제재 

예외 조치 결정 이후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올해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됨. 그러나 제재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래 최저치임.

자료 : IEA(2019.4.11.), Oil Market Report

< 非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 변화 >

¡ 非OPEC 국가의 생산량은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9년 1분기 
63.4MMb/d 수준으로, 2018년 4분기보다 0.8MMb/d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시추작업의 급격한 감소와 혹독한 겨울 날씨로 2019년 1월과 2월의 미국 원유 

생산량은 급감하였고, 같은 기간 브라질의 생산량은 정전으로 감소한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과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로 2019년 
3월 OPEC의 원유 
생산량은 4년 
만에 최저치인 
30.13MMb/d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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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019년 

3월

공급 

기준**
감산목표 공급목표

3월 

감산목표 

이행률(%)

<OPEC 생산량>* 30.68 30.13

  알제리 1.03 1.02 1.06 0.032 1.03 116

  앙골라 1.43 1.45 1.53 0.047 1.48 166

  콩고 0.35 0.35 0.33 0.010 0.32 -250

  에콰도르 0.53 0.53 0.52 0.016 0.5 -38

  적도기니 0.11 0.12 0.13 0.004 0.12 175

  가봉 0.21 0.20 0.19 0.006 0.18 -217

  이라크 4.66 4.54 4.65 0.141 4.51 80

  쿠웨이트 2.71 2.70 2.81 0.085 2.72 128

  나이지리아 1.68 1.64 1.65 0.053 1.60 19

  사우디 10.14 9.82 10.63 0.322 10.31 252

  UAE 3.05 3.05 3.17 0.096 3.07 123

  이란*** 2.74 2.74

  리비아*** 0.90 1.10

  베네수엘라*** 1.14 0.87

<非OPEC 생산량>* 18.69 18.55 18.80 0.383 18.41 64

  카자흐스탄 2.02 1.97 2.03 0.040 1.99 150

  멕시코 1.95 1.95 1.99 0.040 1.95 119

  러시아 11.67 11.63 11.75 0.230 11.52 52

  기타 3.05 3.00 3.03 0.073 2.95

주 : * OPEC 원유 생산은 순수 ‘crude oil’ 생산만을 포함함. 非OPEC 생산은 ‘crude oil’ 

      생산 및 비전통원유 생산을 포함함.

     ** 쿠웨이트(2018년 9월 기준)와 카자흐스탄(2018년 11월)을 제외한 나라들은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함. 非OPEC의 공급 기준은 추정치임.

    ***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는 OPEC의 감산대상 국가에서 제외됨.

자료 : IEA(2019.4.11.), Oil Market Report

< OPEC과 非OPEC의 석유 생산량 >

(단위 : 백만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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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조치 종료 결정에 대한 반응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해 당사국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임

¡ (이란) 이란 정부는 이번 경제 제재 예외 조치의 종료를 대비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14)

‒ 이란 Tasnim 통신사는 익명의 이란 석유부 정보원을 인용해 미국은 자국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음.15)

‒ 이란 Fars 통신도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이란 당국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기

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 이란 통신사들은 이번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유럽 및 주변 국가들과 
접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16)

‒ Alireza Tangsiri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은 이란 국영 al-Alam에 출연해, 
“국제법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로라며, 자국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이를 봉쇄하겠다”고 거듭 위협하였음.17)

※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 만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운송하는 주요 경로로,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1/3이 이 지역을 

통과함.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원유와 콘덴세이트, 

석유제품 약 1,800만b/d 및 LNG 약 300MMcm이 이를 통해 수송됨.

･ 이란 Fars 통신은, Tangsiri 사령관의 말은 인용해, 이란을 위협하면 자국의 

수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보도함.18)

･ 이 같은 위협에 대해 Bill Urban 미국 중앙 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함.19)

14) Reuters,  2019.4.22.

15) Reuters,  2019.4.22.

16) Aljazeera, 2019.4.23.

17) Platts, 2019.4.22.

18) Reuters, 2019.4.22.

19) Platts, 2019.4.22.

“이란 군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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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latts(2019.4.22.), “US military well-positioned to defend Strait of 

      Hormuz flows following Iran threat: spokesman”

< 호르무즈 해협 위치 >

¡ (중국과 터키) 예외 지정국에 포함되었었던 두 국가는 비판 의견을 내놓음. 

‒ 중국 외교부 부장은 “중국 정부와 이란의 거래는 합당하고 적법하다”고 밝힘.20)

‒ 터키 외교부 장관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는 동시에 이번 결정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음.21)

¡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한 견해를 미 정부와 긴밀히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임.22) 

¡ (인도) 인도 정부 관계자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 중이라고 가 밝혔으나 
추가적인 답변은 거부하였음.23)

¡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예외 

조치의 종료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성명을 내고, “자국은 석유시장의 상황을 지켜

보고 있으며, 증산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힘.24)

‒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산유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al-Falih 장관은 밝혔음.

‒ 그런데 Financial Times紙에 의하면, 사우디 정부는 미국의 증산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경계해 왔음. 현재 리비아와 베네수엘라發 공급 위험이 있는 상황

20) Financial Times, 2019.4.22.

21) Financial Times, 2019.4.22.

22) ibid.
23) ibid.
24) ibid.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과 
터키는 비판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사우디는 
석유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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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이란産 석유 금수 조치에 따른 원유 

공급 부족분을 메꿀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나, 이번 결정의 완전한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기다릴 가능성이 있음.

¡ (이라크) 석유부 대변인은, 자국은 OPEC 및 동맹국이 함께 참여 중인 감산에 

전념하고 있다며, 증산이나 감산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O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음.25)

‒ 이란産 원유 공급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산유량을 늘릴 준비가 되었냐는 

질문에는 이라크는 어떤 이유에서도 석유시장에 공급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전문가들은 원유 추가 공급을 위한 협력의 어려움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26)

¡ Transversal Consulting의 Ellen Wald는 미 정부는 걸프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이란産 원유 공급 감소분을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주기를 희망하지만, 사우디가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음.27)

※ Platts에 따르면, 사우디의 2019년 3월 산유량은 987만b/d를 기록해 전월 대비 

28만b/d 감소했으며, 이는 2017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지난 몇 달 동안 사우디의 산유량이 적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원한다면 6월까지는 

증산할 여력은 있음. 

¡ PetroMatrix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사우디에 이란産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증산 
역량은 있지만 이는 이란産 원유를 겨우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며베네수엘라와 

리비아를 포함하여 다른 공급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휴 공급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28)

¡ 또 다른 전문가는,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2019년 원유 수급과 유가 전망에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29)

‒ 이는 2019년 1분기 이란 원유 수출량의 40%(55.6만b/d)를 차지한 중국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임.

‒ 동기간 이란産 원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인도(23%, 30만b/d))는 금수조치 

예외 조치가 종료되는 5월 초부터 미국의 제재를 대체로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기간 이란 원유 수출량의 각 13%를 수입한 일본(17.4만b/d)과 한국

25) Reuters, 2019.4.22.

26) Platts, 2019.4.22.

27) ibid.
28) ibid.
29) Platts, 2019.4.22.

“이란産 원유 
공급 감소분 
대체를 위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원유 증산을 
확정짓지 않아 
향후 원유 공급에 
차질 발생 가능성 
존재”

“이번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2019년 
원유 수급과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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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만b/d)은 정치적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제 기간 종료와 함께 이란産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의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지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쥐고 있으며, 
석유 시장은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Hedgeye의 Joe McMonigle는 밝혔음.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란産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것이나 중국의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McMonigle은 전망하였음.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Jarrett Blanc도 중국 정부는 

원한다면 미국의 제재 조치를 무시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하였음.30)

‒ 중국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가능한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기관이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UBS의 Giovanni Staunovo도 중국의 이란産 원유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제재 준수, 그리고 결국에는 인도의 준수로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100만b/d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음.31)

¡ 다른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이란 제재 준수 여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중국이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란 제재 준수 여부는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32)

¡ Financial Times紙는 이번 결정으로 이란産 원유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다고 평가함.33)

‒ 그러나 최근 이란은 10만~30만b/d의 원유를 밀수출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란産 원유가 여전히 국제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Energy Aspect의 애널리스트는 “이란産 원유 공급 부족분을 미국과 사우디, 
UAE가 충족할 수 있다는 미 정부의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필요한 원유의 
양도 맞지 않거니와 필요한 원유 등급도 다르다고 덧붙임.”34)

¡ Black Gold Investors의 Gary Ross CEO는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원유 생산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것이며, 나이지리아의 상황도 위태롭고 리비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하였음.”35)

¡ SVB Energy International의 Sara Vakhshouri는, 이란 수출량 전면 금지 정책이 

석유시장과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였음.36)

30) ibid.
31) ibid.
32) ibid.
33) Financial Times, 2019.4.22.

34) ibid.
35) ibid.

“일본, 한국 및 
인도는 이번 
결정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이란産 
원유 수입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밀수출의 
가능성이 있지만 
합법적인 이란産 
원유 유통의 
어려움으로 
이란産 원유 
수출량은 크게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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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 시절 석유 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세계에너지

정책센터(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를 이끌고 있는 Jason Bordoff는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공급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급마저 줄이는 
것은 세계 시장의 원유 공급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37)

‒ 또한,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는 사우디와 OPEC+ 산유국이 이란의 공급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임.

4. 예외 조치 종료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

▣이번 종료 결정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의 협력 여부,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제재 

동참 수준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봄.

‒ 2020년 대통령 선거 시즌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 것임.

¡ (공급 측면) 사우디와 UAE 그리고 다른 OPEC+ 국가들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란産 원유의 부족분을 채워 줄만큼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봄. 

‒ OPEC 산유국의 여유 생산 능력은 3월 생산량 대비 사우디 2.2백만b/d, 이라크 

36만b/d, UAE 34만b/d, 쿠웨이트 23만b/d 등이며 러시아는 원유생산을 작년 

10월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3월 생산량 대비 최소 약 10만b/d 규모의 증산이 

가능함38).

‒ 단, 미국의 증산 요청에 얼마나 빨리 호응할지가 관건이며 5월 중 개최예정인 

JMMC 회의에서 사우디가 증산 의지를 피력한다면 6월 OPEC의 정례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서 증산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와 OPEC+ 국가들의 증산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수록 유가가 조기 

안정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우디가 미국의 요청에 곧바로 호응하기 보다는 국제 원유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단계적으로 증산량을 조절할 경우에는 당분간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음.

‒ 베네수엘라와 리비아에서 원유 공급 차질이 심화된다면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의 
증산 노력을 상쇄해버릴 가능성이 있음.

36) Financial Times, 2019.4.22.

37) ibid.
38) IEA, Oil Market Report, April 11, 2019.

“사우디와 OPEC+ 
국가들의 증산 
협력 정도에 따라 
유가 상승 여부 
결정”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 및 다른 
산유국들의 협력 
여부,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제재 동참 수준이 
국제 유가의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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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미국産 원유와 비전통 

원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임

¡ (수요 측면) 중국은 이번 제재 강화 조치에도 이란産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며, 이번 

유예 조치 종료도 개의치 않을 전망임

･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기존의 수입국들은 모두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다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변수로 작용하며 이란産 원유 수입량을 줄여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양을 얼마나 줄여갈지가 관건임.

･ 이란産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고 다른 산유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크게 늘린다면 유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음. 

･ 미국에는 이번 중단 결정을 지렛대로 삼아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란 변수) 이란은 유럽국, 주변국들과 협의 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전망임.

‒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봄. 

･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할 경우 유가는 폭등할 것임.

‒ 결국 이란은 과거 핵합의(JCPOA)의 과정에서처럼 협상 중재국들과 협의를 

거쳐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참여의 명분이 필요함.

･ 이번 예외 조치 종료 결정으로 인해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된다면 

유럽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미 이란 정부가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내건 12개 협상 조건에서 6~7개 조건의 수용을 천명하며 이란이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은 이번 
제재 강화 
조치에도 이란産 
원유 수입을 
지속할 전망”

“이란은 유럽 및 
주변국들과 협의 
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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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4월 16~22일)>

¡ 국제유가(Brent유)는 4월 셋째 주에 큰 변동 없이 소폭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4월 22일에는 

$74.04/bbl로 마감해 2018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WTI유와 Dubai유 가격도 4월 셋째 주에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2일에는 각각 

$65.70/bbl와 $73.36/bbl로 마감해 2018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유종

월별
Brent WTI Dubai

유종

일별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4/1 69.01 61.59 68.23

          2월 65.73 62.18 62.72 4/2 69.37 62.58 68.81

          3월 66.72 62.77 62.74 4/3 69.31 62.46 69.43

          4월 71.76 66.33 68.27 4/4 69.40 62.10 68.67

          5월 77.01 69.98 74.41 4/5 70.34 63.08 68.82

          6월 75.94 67.32 73.61 4/8 71.10 64.40 70.29

          7월 74.95 70.58 73.12 4/9 70.61 63.98 70.53

          8월 73.84 67.85 72.49 4/10 71.73 64.61 70.08

          9월 79.11 70.08 77.23 4/11 70.83 63.58 70.52

         10월 80.63 70.76 79.39 4/12 71.55 63.89 70.10

         11월 65.95 56.69 65.56 4/15 71.18 63.40 70.32

         12월 57.67 48.98 57.32 4/16 71.72 64.05 70.21

 2019년  1월 60.24 51.55 59.09 4/17 71.62 63.76 71.33

         2월 64.43 54.98 64.59 4/18 71.92 64.00 71.07

         3월 67.03 58.17 66.94    4/19** - - -

          4월* 70.92 63.55 70.12 4/22 74.04 65.70 73.36

* 4월 1~22일까지의 평균; ** 4월 19일은 Good Friday 휴일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4.16.)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4.15.)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4월 셋째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사우디의 원유생산량 감소, ▲미국 시추 리그 수 감소, ▲미국의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면제 기간 연장 불허 등이 있음.

‒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리비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 수출량 감소 등으로 

세계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4월 16일 유가에 상승압박을 주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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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의 2월 원유수출량 감소) JODI(Joint Organiz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사우디의 

2019년 2월 원유수출량이 697.7만b/d에 달해 전월 대비 27.7만b/d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월 18일 유가에 상승압력을 주었음.2)

‒ (미국 시추 리그 수 감소) 석유 서비스 기업 Baker Hughes에 따르면, 4월 둘째 주(4월 18일 기준) 
미국의 시추 리그 수가 전주 대비 8개 감소하면서 4월 18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3)

･ 시추 리그 수는 향후 생산량을 전망하는 지표인데, 최근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추 리그 수가 3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 (미국의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면제 기간 연장 불허 결정)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란産 원유 

금수조치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4월 22일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4)

※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5일부터 ‘석유제재’라고도 불리는 2단계 제재조치를 발효하고,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8개국(그리스, 대만,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터키, 한국 등)이 이란産 
원유를 6개월 동안 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5)

¡ 2019년 4월 셋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있는데,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4월 둘째 주(4월 12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39.6만 배럴 감소한 4억 5,515.4만 배럴을 기록하고 휘발유 및 석유제품 재고도 함께 감소

하면서 4월 17일 유가에 하락압력을 주었음.

‒ 일반적으로 미국 원유 재고 감소는 유가 상승 요인이나, 이처럼 유가에 하락압력을 준 이유는 

재고 감소폭이 당초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170만 배럴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동기간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17.4만 배럴 감소한 2억 2,795.5만 배럴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정제유(distillate) 재고는 전주 대비 36.2만 배럴 감소한 1억 2,769.1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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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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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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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4.23.)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4.29.) >

(단위 : 1,000배럴)

1) Reuters, 2019.4.16.

2) Reuters, 2019.4.18.

3) Reuters, 2019.4.

4) Reuters, 2019.4.22.; Financial Times, 2019.4.22.

5) 인사이트, 제18-40호, 2018.11.12.,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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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미 정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

은행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음(2019.4.24.).6)

※ 미국 정부는 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2019.1.28.), 그 즉시 

발효하였음.7)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야당이 다수로 있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지난해 12월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으로부터 5억 달러를 

대출받았음.

‒ 또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최근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하던 금보유고(gold reserves) 8톤을 약 

4억 달러에 매각하였음.

‒ Eurasia Group의 중남미 전문가 Risa Grais-Targow는 금 매매에 대한 제한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제재는 

아직도 마두로 정권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음.

‒ 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보는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제재는 “불법(illegal)”
이라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음(2019.4.18.).8)

¡ 한편,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거래하는 非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힘.9)

‒ 이는 미국이  對베네수엘라 제재를 부과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Platts紙에 따르면, 2차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對인도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PDVSA의 미 달러화 거래금지 조항이 발효되는 4월 28일 이후에 2차 

제재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베네수엘라의 對인도 원유수출량은 2019년 1월과 2월에 각각 34.98만b/d와 35.76만b/d에 

그쳤으나, 3월에는 43.13만b/d로 증가하였음.

6) New York Times, 2019.4.17.

7) 인사이트, 제19-5호, 2019.2.11., pp.27~28.

8) Reuters, 2019.4.18.

9) Platts, 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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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인도의 민간 정유기업 Reliance와 Nayara가 원유 수입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며,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Andrew Stanley 연구원은, 미국의 2차 제재가 부과되면 

이들 기업이 베네수엘라産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음.

‒ S&P Global Platts Analytics는, 미국의 2차 제재가 발효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2019년 4분기와 2020년 말까지 각각 50만b/d와 37.5만b/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국의 제재와 반복된 정전으로 베네수엘라의 2019년 3월 원유수출량은 74만b/d에 그쳐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한편, PDVSA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 Rosneft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0)

‒ Reuters紙에 따르면, PDVSA가 원유 판매 송장(invoice)을 Rosneft에 보내면, Rosneft는 판매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PDVSA에 즉시 지급하고 후에 구매자로부터 실제 판매금액을 받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Rosneft는 수익을 올리고, PDVSA는 통상 30~90일이 소요되는 원유 거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봄.

‒ 그러나 대금 지급 방법은 수출건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원유 수출 대금 중 Rosneft를 통해 

수취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Reuters가 입수한 PDVSA 내부 문건에 따르면, PDVSA는 인도 정유기업 Reliance Industries 
등의 기업에 이 같은 대금 지급 우회로를 이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4월에 Reliance로 

수출한 물량은 Rosneft를 통해 수취할 예정임.

10) Reuters, 2019.4.1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16호 2019.4.29.  25

유럽

▣유럽투자은행, 프랑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투자 승인11)

¡ 유럽투자은행(Europe Investment Bank, EIB)은 프랑스 내 2곳의 해상풍력단지(총 규모 978MW)에 
대한 건설 투자를 승인하였음(2019.4.12.).  

‒ 프랑스의 풍력단지 건설 컨소시엄 Eolien Maritime France社(이하 EMF)는 2019년 2월 해상

풍력단지 건설 투자요청서를 EIB에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최종승인 결정을 받았음.12)

※ EMF社는 프랑스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회사인 EDF EN社와 Enbridge社의 합작회사임.

‒ EIB는 유럽의 청정에너지발전시스템･청정운송시스템･청정수자원시스템의 관리 및 구축을 

위해 4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번 프랑스 풍력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유럽 

내 총 18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였음.

※ EIB는 EU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기준으로 에너지부문의 투자를 결정하며, 유럽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13)

‒ 프랑스가 2018년 11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한 국가에너지･
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 초안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 확충 

목표는 2030년까지 35GW임(2019.11.28.).14)

※ 프랑스가 2018년 제시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2030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32%임.

･ 프랑스는 2018년 기준 14.3GW의 풍력발전설비를 가동 중이며, NECP 초안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추가로 20.7GW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건설해야 함. 

･ 또한, 프랑스는 NECP 초안에서 2030년 해상풍력발전용량을 현재 계획된 3GW에 추가로 

2.2GW를 확보하여 2030년 총 5.2GW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한편, 프랑스 내 재생에너지협회인 SER(French Renewable Energy Association)과 FEE(France 
Energie Eolienne)은 현재 프랑스의 육상풍력발전용량이 15.1GW인 데 반해 가동 중인 해상

풍력발전설비가 없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2019.4.17.).15)

※ 2018년 기준 프랑스에서 전력망에 연계된 해상풍력시설은 없으며, 향후 5년 내 3GW 규모의 

해상풍력시설이 건설 및 가동을 예정하고 있음.

11) Offshorewind, 2019.4.12.

12) Renewables now, 2019.2.15.

13) European Investment Bank, https://www.eib.org/en/projects/sectors/energy/index.htm(검색일 : 2019.4.25.)

14) Offshorewind, 2019.11.28.

15) Reuters,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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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투자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단지는 498MW 규모의 Saint-Nazaire 풍력단지와 480MW 
규모의 Fécamp 풍력단지로, 두 곳 모두 EMF社의 주도로 건설될 예정임.

‒ 두 개의 풍력단지는 2022년 완공 및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Simens Gamesa 
Renewable Energy社가 양 프로젝트의 풍력터빈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2019.4.16.).16)

※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社는 2017년 Simens Windpower社와 Gamesa社의 

합병으로 탄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업체임. 

▣ EU 집행위원회, 폴란드 열병합발전에 10년간 50억 유로 규모 지원 확정17)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이를 통한 유럽 기후변화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8년까지 연간 
5억 유로, 10년간 총 50억 유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음(2019.4.15.).

‒ 이번 지원안은 지난 2016년 EU 집행위가 승인한 폴란드 고효율 열병합 발전기 도입계획 지원안의 

확장판임.

･ EU 집행위는 2016년 폴란드의 고효율 CHP 구축 지원을 승인하며 “이 지원안은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EU의 에너지․기후 목표에 부합하고, 유럽의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을 승인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18) 

‒ 이번 계획은 현재 폴란드에서 가동 중인 열병합발전 시설뿐 아니라, 가동 예정 및 건설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분야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보조금의 세부지원분야에 폴란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CHP 이용 할증료를 

인하하는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이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음.

¡ 폴란드는 전기와 열 공급 고효율화를 목표로 2014년 ‘Power Law’를 개정하여 고효율 CHP 
개발 및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19)

‒ 폴란드는 2018년 11월 EU 집행위에 제출한 국가에너지･기후계획 초안에서 2030년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총발전량의 60% 이하, 2050년까지는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20)

※ 폴란드는 2017년 총발전량의 76.6%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였음.21)

･ 유럽 내 기후부문 NGO인 Climate Action Network는 폴란드의 지나친 석탄화력발전 의존이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2019.4.16.).22)

16) EDF Renewables Press Releases, 2019.4.16.

17)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9.4.15.

18) European Commission. 2016.9.28.

19) 에너지경제연구원,『해외 집단에너지 사업여건 비교와 산업구조 변화 분석』, 2018.5월.

20) Euractiv, 2018.11.28.

21) Statistics Poland, Energy Statistics in 2016 and 2017, 2018.

22) Energy Reporters,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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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Novatek社, 북극해 LNG의 수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23)

¡ Novatek社는 북극해 지역 LNG 수출프로젝트의 수송비 절감을 위해 북극항로를 통한 LNG 
수출 시 이용하는 쇄빙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2019.4.16.).

‒ Leonid Mikhelson Novatek社 CEO는 지난 4월 16일 개최된 러시아 북극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북극해 지역에서 생산된 LNG를 수출할 때 수송선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쇄빙선 지원 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현재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에서 수송선에 선적되는 LNG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 Mikhelson은 북극해 LNG 수출 비용 대부분이 운송비용임을 감안할 때 Yamal LNG 및 

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가 가격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쇄빙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면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하였음. 

※ 러시아는 Yamal L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에 15척의 LNG 쇄빙선 건조를 

발주하여 2019년 10대를 인도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Arctic LNG-2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한 쇄빙선 14척의 추가 도입도 예정하고 있음.

‒ 또한, Mikhelson은 Yamal LNG 및 Arctic LNG-2에서 생산되는 LNG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굴단계뿐 아니라 액화단계에서도 면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러시아정부는 북극위원회 회의에서 Arctic LNG-2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에 상당 정도의 

세제혜택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2019.4.16.).24)

‒ 제시된 방안으로는 ▲특정 부문에서 최장 15년간 세제혜택 제공, 혹은 ▲프로젝트 수명 기간 

동안 총세액의 2/3 감면 등 2가지 안이 있음.

･ (특정 부문 세제혜택) 투자 시점으로부터 최장 15년간 참여기업의 이윤, 재산, 토지이용 및 

채굴 등에 대한 영(0)세율 적용 등 조세감면

･ (프로젝트 수명 기간 동안 총세액의 2/3 감면) 프로젝트 수명 기간 동안 기존 제도하에서의 

총세액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23) Interfax, 2019.4.16.

24) The Moscow Times,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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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 수입 재개25)

¡ Gazprom은 2016년 1월 이후 약 3년간 중단해 왔던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의 수입을 

2019년 4월 15일부로 한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1.155Bcm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2019.4.16.).

‒ 이번 천연가스 수입 재개 조치는 지난 2월 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및 경제협력 논의(2019.2.7.)의 후속조치로 해석됨.26)

･ Lavrov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부문을 비롯한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 수입 재개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러시아는 2010년 이후 수입 중단 시까지 연평균 10Bcm의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를 수입

하였으며, 2015년 천연가스 공급계약 개정 협상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입장 차이를 보였음.

･ (공급 규모) 러시아는 러시아 국내 및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를 이유로 2015년 수입 

규모를 연간 10Bcm에서 4Bcm으로 줄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에 반발하였음.27)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産 천연가스를 2008년 71Bcm까지 수입하기도 했으나, 점차 그 

규모를 줄여 2010년 이후 중단 전까지 연간 10~11Bcm 수준을 유지하였음.

･ (공급 가격) 러시아는 2015년 천연가스 가격 급락으로 기존보다 낮은 새로운 고정가격의 

설정을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음.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産 가스를 수입하여 일부를 유럽에 재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였으나, 

2015년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수익마진이 감소하자 고정가격변경을 요구하였음.28)

¡ Platts紙는, 러시아가 이번 계약을 장기공급계약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며, 2016년 이전

까지의 공급물량보다 적은 연간 6Bcm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함.

‒ Platts紙는 이번 수입재개의 원인을 ▲러시아 국내사용 및 유럽 수출용 물량 확보, 혹은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을 위한 유화책 등 두 가지로 분석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노선 확보를 목적으로 카스피 해 

해저를 통과하는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있음.

※ Trans-Caspian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간 수송 물량을 40Bcm으로 계획되어 있음. 

‒ 한편 Gazprom은 투르크메니스탄産 가스 수입을 재개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25) S&P Global Platts, 2019.4.16.

26) Azernews, 2019.2.11.

27) Eurasia Daily Monitor, 2019.4.18.

28) 인사이트, 제18-22호, 2018.6.1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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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NEA, ’22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리스크 예비경보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석탄화력 발전설비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리스크 예비경보에 관한 통지(關於發布2021年煤電
規劃建設風險預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2019.4.19.).29)

※ 중국 에너지 주관부처에서 2016년부터 석탄 공급 및 화력발전설비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함. 그중 일례로 국가에너지국은 4년 연속 향후 3년의 계획목표에 

근거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리스크 예비경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 ‘통지’에 따르면, 석탄발전 설비규모 적정성, 자원 제약, 석탄발전소 건설 경제성 등으로 구분하여 

리스크 예비경보를 발표하였으며, 앞의 두 가지는 규제성, 마지막은 참고 지표임. 

‒ (설비규모 적정성) 해당지역의 발전설비･전력공급 과잉 여부에 따라 적색, 주황색, 녹색으로 

구분되며, 적색은 발전설비 과잉과 설비 예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발전설비가 비교적 충분하고 설비 예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냄.30)

･ 설비규모 적정성 지표가 적색, 주황색인 지역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일시 중단하고 신규 건설되는 자가발전용 프로젝트는 일시 유예시킬 계획임. 

※ 베이징과 시장(西藏) 지역에는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 관련 

리스크 예비경보는 발령하지 않음. 베이징에서는 2017년 3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화능

(华能)열병합발전설비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 

‒ (자원 제약) 각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水자원 양, 석탄소비량에 따라 적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석탄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나타냄.

※ 설비규모 적정성 지표가 녹색이더라도 자원 제약 지표가 적색인 지역은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 

규모를 통제할 계획임.

‒ (석탄발전소 건설 경제성) 2022년에 각 지역에서 신규 가동되는 석탄발전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회수율을 근거로 하며, 투자회수율이 중장기 국채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색, 중장기 

국채 금리와 일반 프로젝트 수익률(일반 전력 프로젝트의 경우 8%)의 사이인 경우에는 주황색, 
일반 프로젝트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구분함.

29) 澎湃新聞, 2019.4.22.

30) 界面新聞, 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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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설비규모 

적정성
자원제약

건설 

경제성
지역

설비규모 

적정성
자원제약

건설 

경제성

헤이룽쟝 적색 녹색 녹색 후베이 녹색 녹색 녹색

지린 적색 녹색 녹색 후난 녹색 녹색 녹색

랴오닝 주황색 녹색 녹색 쟝시 녹색 녹색 적색

네이

멍구

동부 적색 녹색 녹색 쓰촨 녹색 녹색 적색

서부 녹색 녹색 녹색 충칭 녹색 녹색 녹색

베이징 - 적색 - 시장 - 녹색 -

톈진 녹색 적색 적색 상하이 녹색 적색 녹색

허베이
북부 녹색

중점

지역
적색

녹색 쟝쑤 녹색 적색 녹색
기타

지역
녹색

남부 녹색 적색 녹색 저쟝 녹색 적색 녹색

산둥 적색

중점

지역
적색

적색 안후이 녹색 적색 적색
기타

지역
녹색

산시 적색

중점

지역
적색

녹색 푸젠 주황색 녹색 주황색
기타

지역
녹색

샨시 녹색

중점

지역
적색

녹색 광둥 녹색 녹색 녹색
기타

지역
녹색

간쑤 적색 녹색 적색 광시 녹색 녹색 적색

칭하이 녹색 녹색 적색 윈난 녹색 녹색 적색

닝샤 적색 녹색 적색 구이저우 녹색 녹색 녹색

신쟝 적색 녹색 녹색 하이난 녹색 녹색 녹색

허난 녹색

중점

지역
적색

주황색
기타

지역
녹색

주 : * 자원제약에서 중점지역은 ‘청정대기보호 3개년 행동계획(2018)’에서 관리감독을 중점 시행하기로 

      확정한 지역임.

    ** 녹색, 주황색, 적색 구분에 대한 설명은 본문 참조

자료 : NEA

< 각 지역별 2022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리스크 예비경보 발령 현황 >

¡ 2020년, 2021년 예비경보 통지에서 설비규모 적정성 지표가 적색인 지역이 각각 24곳, 16곳에서 
2022년에는 8곳으로 줄어듦. 이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발령된 예비경보가 향후 3년간의 설비 

과잉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진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2018년 말 기준, 중국 석탄화력 발전설비 비중은 전제 발전설비용량의 53%(10.1억kW)로, 
전년대비 2.2%p감소하였음. 2018년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용량은 2,903만kW(전년대비 601만kW 
감소)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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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경쟁입찰 방식 도입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보조금 제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확보가 가능한 풍력･태양광

발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업무 방안(안)(2019.4.10.)’의 부속 문서인 ‘2019년 태양광발

전 건설 관리방안(이하 ‘방안’)’을 통해 보조금이 필요한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경쟁입찰

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31)

※ 국가에너지국은 ‘보조금 제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풍력･태양광발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업무 방안(안)’을 통해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풍력･태양광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 省급 에너지 주관부처가 해당 프로젝트의 송전 및 판매 

조건을 확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32)

‒ NEA는 ‘방안’을 통해 2019년부터 보조금이 필요한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구제 프로젝트, 가정용 태양광발전, 일반 태양광발전소(6MW급 이상), 상공업 분산형 

태양광발전(6MW 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 이외의 분산형 발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프로젝트 
등 총 5가지로 규정함.

‒ 태양광발전 낙후지역 구제 프로젝트는 관련 정책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되며,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보조금 지급 한도에 따라 연간 총 설비용량과 고정보조금기준을 확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계획임. 나머지 3가지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경쟁입찰에서 예상 계통연계(on-grid)가격은 중요한 조건임.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순으로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임. 입찰가격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발전설비용량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이에 따라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가격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음.

･ NEA는 ‘2018년 풍력발전 건설 관련 요구에 관한 통지(2018.5월)’를 통해 2019년부터 각 

省 정부에서 신규 승인하는 집중형 육·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모두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on-grid가격을 확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방안’에 따르면, 2019년 신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보조금 규모는 총 30억 위안(약 5,100억 원)
이며, 그중 7억 5,000만 위안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약 350만kW), 22억 5,000만 위안은 경쟁

입찰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이번 ‘방안’에서는 2019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FIT)을 확정하지 않았음. 
작년 5월 31일에 발표된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이하 ‘531 정책’)’에서는 기존 1년에 

1회 하향 조정하던 FIT 하락폭을 6개월 단위로 2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NEA는 ‘531 정책’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신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의 FIT를 일괄적으로 
kWh당 0.05위안씩 인하해 1류·2류·3류 자원구(태양광 자원 현황에 따라 구분)에 대한 FIT가 

각각 kWh당 0.5위안･0.6위안･0.7위안(세금 포함)으로 하향 조정함.

31) 界面新聞, 2019.4.12.

32) 인사이트, 제19-15호, 2019.4.22.,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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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5계획 기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장 규모 300억 위안 초과 전망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싱크탱크인 ‘China EV100’과 천연자원보호협회(NRDC)는 ‘중국 충전 서비스

시장 발전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13.5계획(2016~2020년) 기간 동안 중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장 규모가 318억 위안(약 5조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2019.4.20.).33)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충전서비스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전기자동차 판매, 광고수입을 통한 부가서비스 시장규모는 20억 위안

(약 3,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중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시장 예상 규모 >

충전시설

(만 개)

정격출력

(kW)

충전시설 단가 

(위안/W)

총 투자규모

(억 위안)

충전소 1.2 5*60, 10*7 0.6, 0.3 48

공무용･자가용 사용자 

전용 충전시설
430 7 0.3 90

분산형 공공 충전시설 50 60 0.6 180

합계 - - - 318

자료 : China EV100

¡ 한편,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충전시설 건설의 어려움, 충전시설 간의 큰 품질 차이, 충전

서비스 사업의 낮은 채산성 등의 여러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충전시설 증가세는 여전히 수요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여러 지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충전시설 건설 규모도 

당초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전기자동차충전기술산업 연맹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충전시설 보유량은 
921,000개로 2018년 말보다 14% 증가했음. 전국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비율도 3.6:1 
(2017년 3.8:1)까지 개선되었으며, 그중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1.5:1, 1.1:1임.

･ 2018년에는 충전시설이 월평균 9,783개 증가했고, 2019년 1월부터 매달 17,000여개가 증가해 
3월 말까지 전국 공공 충전시설 보유량은 384,000개에 달함.

‒ 자본이 충전시설 운영부문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운영유지부문은 크게 중시하지 

않고, 시설수리부문도 통일되거나 규범화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이에 충전시설 

제품 인증과 시장진입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충전인프라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점검 규정, 
샘플링 규정, 표시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 충전인프라의 안전관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충전시설 운영업체의 주요 수입원은 충전서비스 비용이지만 충전시설 이용률이 10%에 

불과해 수익성이 낮음. 초기 투자건설단가가 높은데 반해 이용률이 낮고 분산 배치에 따른 

운영･유지보수 압력 등으로 중소형 충전시설업체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33) 界面新聞, 20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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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Toshiba社, 미국 Freeport LNG 설비이용권 양도 계약 무산

¡ Toshiba社는 미국 Freeport LNG 설비이용권을 중국 민간 가스기업인 ENN Ecological社에 

양도할 예정이었으나, ENN이 계약 철회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었음.34) 

‒ Toshiba는 Freeport LNG 터미널(텍사스 주)의 제 1 트레인을 건설･운영하는 FLIQ3社와 액화

설비 이용계약(toll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생산이 개시되는 시기로부터 20년 간 연간 220만 톤 

LNG 물량을 확보하였음(2013.9.9.).35)

‒ Freeport LNG 터미널은 2019~2020년에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나, 2018년 말까지도 Toshiba는 

LNG 물량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최대 약 1조 엔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었음.36)

･ 신규 LNG 프로젝트 가동 등으로 공급량 증가 및 중국 등 LNG 주요 소비국가의 수요 

증가세 감소로 스팟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아시아 LNG 스팟가격 약 5달러/MMBtu), Toshiba는 
미계약 LNG 물량을 스팟시장에서 판매해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37)

‒ 이에 Toshiba는 2018년 11월에 발표한 중기경영계획을 통해 Freeport LNG 프로젝트에서의 

철수를 표명하고, ENN과 설비이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음.38) Toshiba는 이를 통해 손실

금액을 930억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2019년 3월 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및 중국의 국가외자관리국(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ENN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음. 

¡ 한편, Toshiba가 Freeport LNG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이유는 자사가 텍사스 주에서 추진 중이던 
STP(South Texas Project) 원전 3,4호기(ABWR) 건설 프로젝트의 측면지원하기 위함이었음.

‒ Toshiba는 2008년에 STP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 가동을 개시할 계획

이었으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등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보류되어 왔음.

‒ Toshiba는 STP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 유지를 위해 향후 STP 원전에서 발전한 전력을 

Freeport LNG 터미널에 판매하는 대신, 해당 터미널의 LNG 물량 확보 계약을 체결하였음.39) 

34) 東洋経済,2019.4.13.; 日本経済新聞,2019.4.17.

35) 인사이트, 제18-30호, 2018.8.27., p.26.

36) 日本経済新聞, 2018.8.10., 11.8.

37) 日本経済新聞, 2019.4.16.

38) Toshiba, “米国産液化天然ガス（LNG)にかかわる事業からの撤退及び関係会社株式評価損（個別）の計上に関するお知らせ”, 
2018.11.8.; Diamond, 2019.4.15.; 日本経済新聞, 2018.11.8.

39) 日本経済新聞,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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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셰일 혁명 등으로 미국 내 원전 발전 전력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Toshiba는 STP 원전 건설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였음(2018.5.31.).40)

▣일본 종합상사･자동차 제조업, 사용 후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 움직임

¡ Mitsui & CO.는 사용 후 차량용 배터리를 태양광발전용 축전지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나섰음.41) 

‒ Mitsui는 사용 후 차량용 배터리를 회수하여 자사가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축전지로 재활용하거나 기업을 상대로 판매할 계획임. 

･ 일반적으로 배터리 성능은 사용기간이 6년이 지나면 기존의 80% 수준까지 하락함. Mitsui는 이와 

같이 성능이 하락한 사용 후 차량용 배터리를 태양광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Mitsui는 사용 후 태양전지 축전지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음. 

¡ Marubeni社, 4R Energy社(Nissan자동차와 Sumitomo상사의 합작회사), SIGNET社(한국)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멀티 초급속충전기를 개발하였으며, 2019년 6월 판매를 시작할 계획

임.42) 

‒ 3개사는 50kW 이상의 급속충전기 설치 시 과제가 되는 배전반(cubicle) 설치에 따른 초기비용 및 

고압전력계약에 따른 유지비용 경감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후쿠시마현에서 멀티 초급속

충전기에 대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 이용을 시작하였음.

‒ 이번에 개발된 멀티 초급속충전기는 약 62kWh의 사용 후 배터리와 계통을 통해 공급된 전력을 
조합하여 약 90kW의 초급속충전이 가능하며, 케이블이 2개 설치되어 있어 EV 2대를 동시에 

급속충전을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 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의 경우, 7,333곳에 급속충전기가 정비되어 있음(2018.5.10. 기준).43) 

▣환경성, ’17년 온실가스 배출량(확정치) 발표 

¡ 환경성은 일본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확정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전년대비 

1.2% 감소한 12억9,200만 톤을 기록하여 5년 연속 감소하였음.44)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억1,000만 톤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온실가스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CO2 의 2017년도 배출량은 11억9,0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2013년 대비 9.6% 감소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이 중 산업부문의 CO2 배출량은 2억9,6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2억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음.

40) Toshiba, “当社海外子会社のテキサス州原子力プラント建設プロジェクトからの撤退に関するお知らせ”, 2018.5.31.
41) 日本経済新聞, 2019.4.16. 

42) Marubeni, “大型再生バッテリーを用いたEV 用量産型マルチ超急速充電器の開発について”, 2019.3.18.
43) NeV, http://www.cev-pc.or.jp/newest/charge3.html(검색일 : 2019.4.25.)

44) 환경성, “2017年度（平成29年度）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確報値）について”, 2019.4.16.; 日本経済新聞,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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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공정의 배출량은 5천 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음. 

¡ 환경성은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요인으로서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원전 재가동에 따라 에너지발전에 따른 CO2 배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9%를 차지하였음. 

< 일본 온실가스별 배출량 >

(단위 : 백만 CO2e)

2013 2016 2017

합계 1,410 1,308 1,292

CO2 1,317 1,208 1,190

CH4 32.3 30.5 30.1

N2O 21.6 20.3 20.5

대체프레온 등 39.1 48.8 51.0

자료 : 환경성(2019.4.16.)

주 : 1) 전기사업연합회 및 전기사업저탄소사회협의회 사업자의 전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990~2014년 CO2 배출량(빨간색 실선)은 전기사업연합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4~2017년 CO2 배출량(녹색 실선)은 전기사업저탄소사회협의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2) 재생에너지는 2015년부터 수력발전을 포함함.

자료 : 환경성(2019.4.16.)

< 일본 전원별 발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1990~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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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서호주 주 Carnarvon 분지 내 Corvus 가스전에서 상당 규모 매장량 발견

¡ Santos社는, 서호주 주 Carnarvon 분지 내 Corvus 가스전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Corvus-2 평가정을 통해 2.5Tcf 규모의 가스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음(2019.4.16.).45)

※ Santos社는 호주의 자원개발회사로, 2018년 11월 Quadrant Energy社를 인수해 Carnarvon 

분지의 가스 탐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가스의 초기 확인매장량은 2.5Tcf, 콘텐세이트는 2,500만 배럴로, 이는 Chevron社의 2009년 

Satyr-4 탐사정 시추 이후 최대 규모임. 또한, 이번에 발견된 가스의 CO2 함유량은 7%로 2000년 
시추를 개시한 Corvus-1 탐사정과 비슷하지만, 콘덴세이트-가스 비율(Condensate Gas Ratio)이 
Corvus-1보다 10bbl/MMscf 더 높음.

※ Satyr-4 탐사정은 서호주 주 Barrow 섬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심해에 위치해 있으며, 

총 시추심도는 4,579m임.46)

‒ Corvus-2 평가정은 Dampier 항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진 WA-45-R 광구에 위치하며, 
평가정의 수심은 63m, 총 시추심도는 3,998m임.

¡ Corvus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할 경우 인근의 Devil Creek 또는 Varanus 섬의 가스처리시설

로 이송하여 서호주 지역의 가스 부족분을 충당(backfill)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시설의 안정

생산단계(plateau)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Santos社는 전망함.

‒ 이번에 발견된 가스의 가채매장량이 2Tcf 이상일 경우, 호주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LNG 
수출도 가능해지고, Santos社의 상류부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임.

･ 현재 Santos社가 Corvus 가스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North West Shelf 
LNG 프로젝트 참여사들에 일정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음.

45) Platts, 2019.4.16.; Offshore, 2019.4.16.; Santos, 2019.4.16.

46) Offshore Energy Today,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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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antos(2019.4.16.), “Successful Corvus-2 appraisal well discovers significant offshore resource”

< 호주 Carnarvon 분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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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정보분석팀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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