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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 중국 NDRC, 가스저장시설 건설 및 비축능력 관련 지침 제시

•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안)” 발표

• 러-중 간 ‘Sila Sibiri(Power of Siberia)’ 가스관, 올해 말 완공 예정

• 미국의 27개 지자체, 청정전력계획(CPP) 폐기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상승세 보이다가 달러화 강세로 하락

• 인도 Modi 총리, 마을단위 전력화율 100% 달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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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단신

중국 p.19 • 중국 NDRC, 가스저장시설 건설 및 비축능력 관련 지침 제시

• 중국 NEA, 태양광발전 부문 ’18년 중점 추진 업무 발표

• 중국 NEA, 신재생에너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 발표

일본 p.23 •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안)” 발표

• 일본 기업, 석탄화력 신･증설/고효율화 계획 철회･변경 움직임 증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p.27 • 러-중 간 ‘Sila Sibiri(Power of Siberia)’ 가스관, 올해 말 완공 예정

• 러시아, ‘Nord Stream-3’ 가스관 건설 의사 표명

미주 p.29 • 미국의 27개 지자체, 청정전력계획(CPP) 폐기 반대 의견서 제출

• 미 안전･환경감독국, 해양 시추활동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미국 17개 州, EPA의 소형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철회에 반대소송 제기

중동 
아프리카

p.33 •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상승세 보이다가 달러화 강세로 하락

• 이라크, 석유 인프라 부족으로 석유 수출 애로 봉착

아시아 
호주

p.38 • 인도 Modi 총리, 마을단위 전력화율 100% 달성 선언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4/27 4/30 5/1 5/2 5/3

Brent

($/bbl)
74.64 75.17 73.13 73.36 73.62

WTI

($/bbl)
68.10 68.57 67.25 67.93 68.43

Dubai

($/bbl)
70.88 70.05 - 70.25 70.54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5/1은 싱가포르 Labor Day로 인한 휴장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4/27 4/30 5/1 5/2 5/3

천연가스

($/MMBtu)
2.77 2.76 2.80 2.75 2.73

석탄

($/000Metric ton)
86.20 86.95 87.10 85.95 86.15

우라늄

($/lb)
20.75 20.90 21.25 2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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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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임지영(jyyim@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2013.5월)’을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종합적인 인프라 투자(‘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2016.5월),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추진 일환으로 JBIC법을 개정하고(2016.5.11) 프로젝트별 상환확실성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투자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국환 장기차입을 허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서 현지통화 

융자를 확대하였음.

▶ 또한, 정부는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NEXI법을 개정하여(2016.4월)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보험 기간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일본의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는 Marubeni상사 등 종합상사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도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1.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략

▣ 인프라･시스템 수출 목표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

으로 설정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각료회의인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이하 ‘전

략회의’)’를 설치하고(2013.3월), 세계 각국으로 인프라･시스템 진출을 위해 정

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전략회의는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진출규모(수주액 기준)를 2020년까지 

약 30조 엔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수출규모는 2010년 9.6조 엔 규모에서 2015년 

26.9조 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인프라･시스템 진출분야는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생활환경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음.

･ 인프라･시스템 진출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부문은 정보･통신 부문과 에너지 

부문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7%(정보통신: 22.3%, 에너지: 16.4%, 

2015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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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10 2014 2015

에너지 3.8 5.6 4.4

교  통 0.5 1.0 1.3

정보통신
통신사업 1.0 5.7 6.0

통신기기 3.0 3.4 3.4

도시 기반정비 1.0 1.8 1.7

생활환경 개선 0.3 0.4 0.5

자료 : 경협인프라전략회의, ‘인프라시스템수출전략 follow-up 제5탄’

< 일본의 해외 주요 인프라･시스템 수출 실적 >

(단위: 조 엔)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이하 ‘수출전략’)’을 마련하여(2013.5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종합적인 인프라 투자(‘질 높

은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정부는 ‘수출전략’에 근거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인프라･시스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를 독려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2016년)’
 일본 정부는 G7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고(2016.5월),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하였음.

※ 정부(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1)을 발표

하고(2015.5월), 아시아 국가에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 부문에 일본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정부는 향후 5년간 세계 각 지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너지･자원 부

문 포함)에 약 2,0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구상이며, 진출대상국의 일본 엔 차

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차관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을 표명하였음. 

‒ 또한 자국 내 민간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진출을 촉진하고자 투자 및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의지를 표명하였음.

2.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 체계

▣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 협력체계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는 

1) 일본 정부는 ADB와 연계하여 향후 5년 간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아

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2016.5)’
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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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집행기관으로서, 개도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기술협력과 엔 차관 및 무상자

금 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유상 원조･차관 관리기능과 외무성의 무상 원조자금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로 일원화하였음(2008.10월).2)

‒ (민간투자 투･융자 지원) JICA는 자국 기업들에 대하여 개도국 민간투자 사업

에 투자 및 융자방식으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 JICA는 자국 기업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등으로 개도국 인프

라 구축사업에 참여 시 출자 또는 융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 보급 촉진 사업) JICA는 개도국 정부 관계자를 주 대상으로 일본內 연수

프로그램 및 현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JICA는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기술의 해외 진

출 대상국가의 현지적합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JICA는 ‘기술보급 촉진 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보급･실증)’ 

등을 연계하여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JICA는 해외 에너지인프라 진출지원에 ‘3L(Low-Cost, Low-Carbon, Low-Risk)’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대상국의 전력 접근성 제고 및 전력공급 안

정성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전력망 확충, 지열발전 도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 인프라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개도국 대상의 기술지원 및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내 대학에서의 장기 연수 프

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

고 있음.

▣ 금융지원 체계 강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은 정

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

공하고 있음.

‒ JBIC는 ‘해외진출지원 출자제도’ 및 ‘해외진출지원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사업 M&A 및 자원개발 사업에 장기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하

고 있음.3)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10.6),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8-34호

3) JBIC는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2013.1.11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해외진출 출자제도’
와 ‘해외진출 지원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음(2013.4.1).

“JICA는 ODA 
집행기관으로서, 
개도국에 
기술협력과 엔 
차관 및 무상자금 
협력을 담당”

“JBIC는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서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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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정책 추진 일환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촉

진을 위해 JBIC법4)을 개정하여(2016.5.11) JBIC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기존 JBIC법 하에서는 JBIC가 수익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에만 융자를 제공했으

나, JBIC법 개정 이후부터 프로젝트별 상환확실성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투자

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

하도록 하였음.

‒ 현지 통화 조달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국환 장기차입을 허용하여 개도

국의 인프라 사업에서 현지통화 융자를 확대하였음.

‒ 또한 자국 기업의 현지법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

자에 대한 융자를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거점 활동을 지원하는 로컬 바이어스 크

레디트(Local Buyer’s Credit) 제도도 도입하였음.

‒ 중동지역 진출 촉진을 위해서 이슬람 금융 지원수단을 다각화하였음.

･ 이슬람 율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실물자산 매매나 이용을 통해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자료 : 도현재(2017.5), 자원개발 지원체제와 효과의 한･일 비교 분석, 자체 연구보고서 

16-03, 에너지경제연구원

< 일본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체계 >

▣ 수출금융 보험 체계 개선

 일본 무역보험공사(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이하 ‘NEXI’)는 

2001년 설립된 정부 100% 출자의 무역보험기관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국

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4) 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JBIC법 개정으로 
‘특별 투자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

“‘NEXI’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국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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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I가 제공하는 주요 보험 상품은 수출보험, 투자보험, 융자보험 등이 있으며, 

무역보험 보상범위에는 전쟁･테러･송금규제 등 ‘비상 리스크(Country Risk, 

Political Risk)’와 수입자의 파산 등 수입자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Commercial 

Risk, Credit Risk)’를 포함하고 있음.

･ 수출보험: 자국 수출기업이 수출 시에 선적을 하지 못하거나 선적 후에 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투자보험: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 유

지 불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융자보험: 자국 은행 등이 해외 사업에 융자했으나 원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에 따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

를 확대하였음(2016.4월).

‒ NEXI의 책임준비금은 설립연도(2001년도)에 약 7.5조 엔 수준에서 2016년 말

에는 약 15.7조 엔까지 증가하였음.

‒ NEXI의 2016년 보험보상 규모는 약 7.0조 엔으로 이 중 수출보험 보상규모가 

약 5.4조엔(전체 일본 수출금액의 약 8% 상당)에 달하였음.

자료 : mizuho은행, mizuho global news

< NEXI의 책임준비금 규모 변화 추이(’01~’16년)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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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하여 NEXI법을 개정

하여(2016.4월), NEXI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개정된 법제도는 해외투자보험 기간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하

여,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음.

‒ 해외투자보험에 대해 비상 리스크에 대한 보상비율을 기존의 95%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국 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음.

‒ 플랜트･설비 수출 및 기술 제공 등에 대한 대금회수 관련 손실보상 수출보험의 

비상 리스크 보상비율 상한을 97.5%에서 100%로 확대하였음.

‒ 정부는 자국 기업･금융기관의 수출 및 해외 사업진출 지원강화를 위해, NEXI를 

독립행정 법인체제에서 100% 정부 출자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음(2017.4월).

3. 자원개발 및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 활동

▣ 석유･가스전 개발 참여 지원

 JBIC는 UAE 아부다비 육･해상유전의 프로젝트 참여 지속(갱신･신규 지분 확보

계약 체결)을 위한 금융지원(3억 3,900만 달러 한도)을 결정하였음(2017.6.27).

※ UAE는 일본의 대표적 해외자원개발 전략국가로 석유수입 의존도가 25%(337만

b/d, 2015년)에 달하고 있음.

‒ (육상유전) JBIC는 INPEX社가 UAE의 ‘최고석유협의회(Supreme Petroleum 

Council, SPC)’로부터 ADCO광구(약 160만b/d)의 지분 5%를 40년간(2015.4월~ 

2054.4월) 확보하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이에 따라 일본은 

아부다비 육상유전(ADCO광구) 지분을 유지하게 되었음.

‒ (해상유전) JBIC는 INPEX社의 UAE 아부다비의 해상유전 지분 보유기한 연장 

계약(2018.3월 만료)에 요구되는 자금(21억 달러 한도)을 지원하였음(2018.1.16).

※ JBIC는 ADNOC와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2015.11.10), 융자공여를 통해 자국 

기업의 자원개발 활동 등을 지원해 왔음.

･ INPEX는 약 40년 간 보유해온 Satah 및 Umm Al Dalkh 해상유전 지분 계약을 

2042년 12월까지 약 25년간 연장하기로 ADNOC와 합의하였음(2017.1.16). 

･ 또한, Umm Al Dalkh 유전의 지분을 현재의 12%에서 40%로 늘리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두 유전의 생산량 중 INPEX의 생산지분은 1.4만b/d 수준에 달

하게 되었음.

･ INPEX는 UAE의 Lower Zakum 해상유전(2013년 기준 생산량 30 만b/d)의 지

분을 기존의 12%에서 10%로 축소하고, 보유기간을 40년(2018.3.9~2058.3.8)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SPC 및 ADNOC와 체결한 바 있음(2018.2.26). 

“NEXI법을 
개정하여(2016.4), 
NEXI의 역할을 
강화”

“JBIC는 UAE 
아부다비 
육･해상유전의 
프로젝트 참여 
지속을 위한 
금융지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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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전력인프라(발전･송･배전) 구축 지원

 JICA는 자국 기업의 개도국 전력인프라(발전설비, 송배전망 구축 등) 진출을 위

하여 기술역량 강화와 유상 금융지원 및 무상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기술역량 강화) JICA는 미얀마를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부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부문 발전계획 수립(국가전력 Master Plan)을 지원하는 한편, ‘송･배전 

계통 운영 기술능력 향상 프로젝트5) 등을 지원하여 왔음.

‒ 미얀마 기술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미얀마 송･배전 분야 엔지니어들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2017.1~2월, 2017.5월). 

 (유상 금융지원) JICA는 2016~2017년 기간 중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방글라데시 Matarbari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해 3회에 걸쳐 엔 차관을 제공하

였으며, 일본기업(Sumitomo, Toshiba, IHI) 컨소시엄은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

전공사의 600MW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2기 건설 및 400kV 송전망 구축 등

의 사업에 진출하였음(2017.7월).

 (무상 금융지원) JICA가 2016~2017년 기간 중 지원한 무상 금융지원 대상 국가

들은 아프리카 국가들(르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과 동남･중앙

아시아 국가(필리핀, 타지키스탄 등)들이 대표적으로 예시되고 있음.

‒ JICA의 무상금융 지원 프로젝트는 주로 송배전망 연계를 통해 전력화를 지원하

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통한 전력화 

사업(아프리카 통가)도 포함되어 있음.

‒ 무상금융 지원 규모는 국가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19억 

엔 규모(르완다: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and Distribution 

Network Phase-2, 2016.3월)에서 최소 1.4억 엔(시에라리온: The Project for 

Urgent Improvement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Freetown- Phase 2, 

2017.3월)에 이르고 있음.

5) The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JICA는 자국 
기업의 개도국 
전력인프라 
진출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유상 
및 무상 금융지원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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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지원 국가 프로젝트명 기간

지원 

규모

기술

역량

강화

피지

The Project for Introduction of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i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2017.3

~2022.6

미얀마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Power Sector Development Planning

2016.9

~2018.2

유상

자금

지원

이집트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2016.2 247.62

Hurghada Photovoltaic Power Plant 

Project
2016.2 112.14

Electricity Sector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
2016.10 410.98

탄자니아
Kenya-Tanzania Power Interconnection 

Project
2016.1 118.47

케냐
Olkaria V Geothermal Power 

Development Project
2016.3 456.90

볼리비아
Laguna Colorada Geo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econd Stage）
2017.3 614.85

코스타리카

Borinquen 1 Geothermal 

Project（Guanacaste Geothermal 

Development Sector Loan）

2017.6 259.91

미얀마

Power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in Major Cities
2017.3 48.56

Hydropower Plants Rehabilitation Project 2017.4 107.87

베트남
Thai Binh Power Plant and Transmission 

Lines Project （4）
2016.5 549.82

방글라데시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motion Project
2016.6 119.88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2）
2016.6 378.21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 3
2017.6 107.45

Dhaka Underground Substation 

Construction Project
2017.6 204.77

파키스탄
Islamabad and Burhan Trasnmission Line 

Reinforcement Project（Phase 1）
2017.5 26.55

인도
Transmission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in Madhya Pradesh
2016.3 154.57

자료 : JIC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JICA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지원 활동 내역(’16~’18.4월) >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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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단
국가 프로젝트

기간 및 

계약 시기
규모

무상

자금

지원

르완다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and Distribution Network （Phase 2）
2016.3 22.19

모잠비크
The Project for Emergency Rehabilitation 

of Transmission Network
2017.8 13.90

나이지리아
The Project for Emergency Improvement 

of Electricity Supply Facilities in Abuja
2016.2 13.17

시에라리온

The Project for Urgent Improvement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Freetown（Phase2）

2017.3 1.40

통가
The Project for Install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2017.5 21

필리핀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Equipment for Power Distribution in 

Bangsamoro Area

2017.3 7.71

파키스탄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raining 

Center on Grid System Operations and 

Maintenance

2016.3 9.94

타지키스탄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in Dushanbe
2017.6 21.90

캄보디아
The Project for Expansion of Distribution 

Lines in Southern Economic Corridor
2016.9 8.93

자료: JIC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JICA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지원 활동 내역(’16~’18.4월)(계속) >

(단위: 억 엔)

▣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금융보험 지원 활동

 JBIC는 자국 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JBIC는 베트남 Nghi Son-2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약 5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同프로젝트는 발전규모 1,200MW(600MW×2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
소유･운영하여 25년간 베트남 국영전력회사(Vietnam Electricity, EVN)를 상대

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임.

‒ (이집트) JBIC는 이집트 Ras Ghareb Wind Energy SAE社(이하 Ras Ghareb)

와 이집트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약 1억9,200만 달러 한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Toyota Tsusho와 Eurus Energy Holdings Corporation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

규모 약 262.6MW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소유･운영하는 사업으로 가동시점부

터 20년간 이집트 송전공사(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에 생산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JBIC는 자국 
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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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I는 자국 기업의 전력인프라 진출지원을 위하여 금융 지불보증 활동을 확대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지열발전소) NEXI는 Sumitomo상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지열발

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불보증 보험을 발행하였음(2017.1.30).

･ NEXI는 일본 시중은행의 융자에 대한 지불보증 보험을 발행(보험가액: 1억 

3천만 미국 달러, 보험 기간 약 20년)하였음.

･ 同프로젝트는 2019년 가동예정인 발전소로 80MW 규모이며, West Japan 

Engineering Consultants(규슈전력 자회사)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일본 시중

은행, JBIC 및 ADB가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임.

‒ (쿠웨이트 Mina Al Ahmadi 정제설비 근대화 프로젝트) NEXI는 쿠웨이트 석

유공사(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KNPC)의 Mina Al Ahmadi 정

제설비 근대화 사업에 대하여 수출·융자 보험 제공을 결정하였음(2017.4.3).

･ 同정제설비의 개･보수는 자국의 기업(건설회사 및 Japan Gasoline Company)

이 참여하고 있으며, NEXI는 개･보수와 관련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상

으로 수출보험을 제공(보험가액: 5억 미국 달러, 보험기간: 11년) 하였음.

･ 일본 시중은행 및 JBIC가 KNPC의 자금 조달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 

대금에 충당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10억 미국 달러의 협조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해외 전력인프라 진출 기업

 일본의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견인하는 기업들은 종합상사들로서, 

그중 Marubeni상사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 23개국(2017.3월 말 기준)에서 주로 

장기 전력공급계약에 의거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Marubeni는 PT Jawa Power(Pertamina: 40%, Marubeni: 40%, 

Sojizt: 20%)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Jawa-1)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영전력회사(PT PLN)과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2017.1.31).

･ 同사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규모 가스 화력발전소 및 LNG저장･재가스화 

사업으로 발전소 규모는 1,760MW이며, 완공은 2021년 예정임.

･ PT Jawa Power는 완공 이후 PLN에 25년간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 (UAE) Marubeni는 Sweihan PV Power Company(Marubeni: 20%, JinkoSolar: 

20%, ADWEA: 60%)를 통해 UAE Sweihan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2017.5.29).

※ ADWEA: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NEXI는 자국 
기업의 
전력인프라 
진출지원을 
위하여 금융 
지불보증 활동을 
확대”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견인하는 
기업들은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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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프로젝트는 1,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운영 사업으로 발전전

력은 아부다비 수력전력회사(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ADWEC)에 25년간 공급하며, 상업가동 개시는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음.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 공동출자회사): JERA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 발전설비 규모를 2,000만k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였음.

･ (인도) JERA는 인도 재생에너지발전사(ReNew Power Ventures Private 

Limited(ReNew社)의 지분 10% 확보하고(2017.2.14), ReNwe社를 통해 인도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미국) JERA는 미국 Cricket valley energy center(CVEC)社의 44% 지분을 확

보하고, CVEC社는 2020년 상업가동 개시를 목표로 천연가스 발전소(100만

kW)를 건설하고 있음. 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은 뉴욕州 전력도매시장

을 통해 판매될 예정임.

‒ J-Power: 발전기업 J-Power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6개 국가에 36개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85만kW(지분 비중 기준 설비용량: 668만kW) 설비

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를 1,000만kW(지분 비중 기준)까

지 확대시킬 계획임.

･ (태국) J-Power의 태국 발전 프로젝트는 16개에 달하며, U-Thai가스 화력발전

소(160만kW)는 2015년 가동을 시작하였음.

･ (미국) J-Power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 프로젝트는 총 11건으로 설

비규모는 202만kW(지분 기준)에 달할 전망임. J-Power는 펜실베니아州에서 

건설 중인 Westmorland 발전소 프로젝트 지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2017.1월), 

2018년 중에 상업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간사이전력: 간사이 전력은 필리핀, 태국, 대만, 싱가폴, 오스트리아, 라오스, 인

도네시아, 미국, 아일랜드 등에서 총 13건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발전설

비 규모 약 257만kW(지분 기준)에 달하고 있음.

･ 간사이전력은 2026년까지 해외의 자사 발전설비 규모를 1,000~1,200만kW(지

분 기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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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회사

현재

(가동)
지역 및 전원

진출 전략지분

용량

(만kW)

확대계획

(지분용량: 

만kW)

지역 전원

JERA 690
2,000

(2030년)

아시아

중동

북미

가스

석탄

재생에너

지

· 상업발전(Merchant 

Generation) 확대

· 재생에너지 촉진

J-Power 670
1,000

(2025년)

아시아

미국

가스

석탄

· 자유화된 전력시장 

(미국) 적극 진출

간사이 147

1,000

~1,200

(2026년)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

북미

유럽

가스

석탄

재생에너

지

· 현지 네트워크 강화

· 종합상사 연계 추진

· 유럽으로 투자지역  

확대

· 재생에너지 전원 

중점 

규슈 153
500

(2030년)
아시아

가스

석탄

지열

·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

· 주력 발전원인 

가스와 함께 

석탄·지열을 중점 

분야로 우량 프로젝트 

개발 추진

주고쿠 48 NA NA NA

· 새로운 해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구체화

시코쿠 24
150

(2026년)

중동

동남아

미국

가스

재생에너

지

· 재생에너지 전원 

중점

도호쿠 22
120

(2030년)

북미

중미

동남아

가스

· 북미 및 중남미, 

동남아시아를 

중점으로 사업기회 

확대 도모

자료: 경제산업성, ‘국내전력사업자의 해외 전개 전략와 아시아 국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일본 주요 전력회사 해외 발전사업 진출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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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NDRC, 가스저장시설 건설 및 비축능력 관련 지침 제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천연가스 생산･공급･비축･판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비축 및 피크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스저장시설 건설 가속화 및 비축 및 피크대응 관

련 보조 서비스 시장 시스템 완비를 위한 의견(關於加快儲氣設施建設和完善儲氣調峰輔

助服務市場機制的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함(2018.4.26).

‒ ‘의견’에서는 가스공급기업, 도시가스기업, 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스저장능력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절성 수요 피크 및 천연가스 공급 부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가스공급기업 : 2020년까지 당해 연도 판매계약량의 10%에 해당하는 가스저장능력을 갖추

어야 함.

･ 도시가스기업 : 2020년까지 당해 연도 가스 사용량의 5%에 해당하는 가스저장능력을 갖추

어야 함.

･ 현급(縣級) 이상 지방정부 : 가스 긴급비축제도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최소한 3일분 이상

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스저장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
허베이)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또한 2020년까지의 가스저장능력 목표치와 기존의 저장능력을 비교한 후 가스저장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프로젝트는 2018년 

내에 착공해야 함.

 ‘의견’에서는 비축 및 피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하가스저장시설 개조(용량 확대) 및 신규 건설 촉진) 저장시설의 부지 선정 및 평가에 대

한 논의를 가속화하여 다양한 투자 주체가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할 것이며, 해당 기업은 국가에서 제시한 지하가스저장시설 저장용량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 (LNG 터미널의 가스저장능력 확충 가속화) 다양한 투자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연해지역

에 旣건설된 LNG 터미널의 처리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규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임. 

또한 전국적으로 LNG 수송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LNG 공급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지방정부 및 도시가스기업의 가스저장능력 제고) 성급(省級) 이상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투

자 주체가 LNG터미널, 지하가스저장탱크 등 대규모 지하가스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가스저장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현급(縣級) 이상의 지방정부는 가스저장

시설의 발전 목표, 프로젝트 추진계획, 건설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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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건설 및 전국 범위의 파이프라인망 구축) 수송능력 부족 및 지역 간 수송제약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범위의 간선 파이프라인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개조를 

통해 긴급 대응능력 및 피크조절 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매매계약을 통한 피크 수요 대응)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가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연간 공급량, 월별 공급량, 최대･최소 일일 공급량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기업이 LNG 현물 구매 및 시간대별 매매계약(피크조절 계

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피크시간대의 천연가스 공급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모니터링 강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가스저장 및 피크조

절 능력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및 

기업을 문책, 처벌할 것임.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크조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

업과 고의적으로 가정용 가스공급을 중단한 기업이 적발될 경우 신용불량명단에 올리고, 심

각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임.

(發改委, 2018.4.23)

▣ 중국 NEA, 태양광발전 부문 ’18년 중점 추진 업무 발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8년 태양광부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태양광발전의 양

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4.24).

‒ 제시된 중점 추진 업무는 ‘기술력 제고를 통한 발전원가 인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발

전규모 엄격히 제한, 태양광발전소 운영 효율 증대’ 등임. 

‒ 임의로 규모를 확대했거나 승인 없이 건설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

록 할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8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FIT)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분산형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FIT도 인하함.

※ NDRC가 발표한 ‘2018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가격정책 관련 통지(2017.12.22)’에 따르면 2018

년 1월 1일 이후 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1류, 2류, 3류 자원구에 대한 FIT를 

kWh당 0.55위안, 0.65위안, 0.75위안으로 하향조정(2017년 대비 각각 0.1위안씩 인하)하였으

며, 분산형 태양광(자가발전 및 잉여전력 판매)의 경우 0.05위안 인하되어 kWh당 0.37위안임.

‒ 또한 분산형 태양광 및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주로 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

획이며, 분산형 발전설비를 2018년에 10GW 건설할 계획임.

※ 2017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30GW(발전소 100.6GW, 분산형 29.7GW)로 ‘13.5계
획’에서 설정한 목표치(110GW)를 초과 달성함.

･ NEA는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지원 프로젝트 관리방법(2018.3.26)’을 통해 농촌지역의 태양

광 보급 사업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자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밝혔으며, 전력망 기업에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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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말 NEA는 ‘13.5계획’ 기간 중의 제1차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지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총규모는 4.18GW로 약 71만의 에너지 빈곤 가구가 혜택을 누림. 또한 2018년

에는 적절한 시기에 제2차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지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한편 2018년 1분기에는 신규 건설 및 증설 규모가 모두 확대되었고 기광률 및 기광전력량은 

감소세를 보였음.

‒ 신규 설비용량은 9.65GW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그중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

은 1.97GW로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하였고, 분산형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7.69GW를 기록

하면서 전체 신규 증설 규모의 76.9%를 차지하였음.

‒ 태양광 발전량은 35.1TWh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하였고, 기광전력량은 

1.6TWh로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기광률은 4.3%를 기록하여 5.4%p 낮아짐.

(界面新聞, 2018.4.24; 光伏們, 2018.4.25; 界面新聞, 2018.4.26)

▣ 중국 NEA, 신재생에너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關於減輕可再生能源領域企業負擔有關事項的通知)’를 발표함(2018.4.2).

※ 同 통지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됨.

‒ (토지비용 부담 경감) 각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 및 생태

계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계획을 고려하여 미사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재

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시 토지 이용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녹색금융을 통한 융자지원) 금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

화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신용평가등급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용등

급이 우수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적용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할 계획임. 

‒ (불필요한 비용 삭감) 각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자원양도비(資源出讓費) 등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공익사업 관련 투자비용을 기업에 전가 또는 

요구하는 행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당지역의 기타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미 징수한 비용은 同 통지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에 환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관리감독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관련 법규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연간 건설 규모, 프로젝트 전

력망 접속 여부, ‘매입 보장분’ 전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

련 산업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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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기업은 매월 해당 지역의 에너지 관리감독기관에 신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망, ‘매입 보장분’ 전력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전액매수 관리방법(2016.3.24)’을 통해 

전력계통 기업이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량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신

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량을 ‘매수 보장분’과 ‘시장거래분’으로 구분하고 매수 보장분은 표준 

송전망 접속요금에 따라 전액 매수하고 시장거래분은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검사비용 기준 마련) 전력망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계통연계 및 운전･안전

검사 진행 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계통연계 검사기관(並網檢測技術機構)은 프로젝트

에 이미 검사를 필한 제품을 적용할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없으나, 검사 또는 운영 중인 프로젝

트와 연결된 전력망 설비가 계통연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기술정비 

마친 후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함.

(中證網,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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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안)” 발표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향(안)을 발

표하였으며(2018.4.27), 경제산업성 논의를 거쳐 5월에 에기본 개정안(을) 제시하고 6월에 각의 

결정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에너지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라 에너지정책 환경변화와 기존 추진 중인 에너

지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새로운 에

너지기본계획을 도출해야함.

‒ 정부는 제5차 에기본 작성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문가 활동을 추진하여왔으며, 이의 결과

로 에기본 수립 기본방향(안)을 마련하였음.

‒ 同 기본방향(안)은 2030년 대책 및 2050년까지의 에너지전환･탈탄소화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정세간담회 제언이 반영되었음.

･ 에너지정세간담회는 정부가 파리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이 주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되었으며

(2017.8.1), 장기(~2050년)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음(2018.4.13).

 제5차 에기본 수립 기본방향(안)은 일본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4차 에기본 정

책방향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일본은 2030년 전원구성(발전량 기준) 목표를 석유 3%, 석탄 26%, LNG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로 설정한 바 있음.

‒ (에너지효율 개선 강화)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수준을 

약 3.2억kl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임(2016년: 약 3.4억kl).

‒ (온실가스 無배출 전원 비중 확대) 2030년까지 온실가스 無배출 전원 비중을 약 44%(재생에

너지 22~24%, 원자력 20~22%)로 확대할 계획임(2016년: 재생에너지 14.5%, 원자력 1.7%).

‒ (발전 부문 CO2 배출량 감축 촉진) 2030년까지 발전 부문 CO2 배출량을 약 9.3억 톤 수준으

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2016년: 약 11.3억 톤).

‒ (에너지 자급률 제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및 원전 재가동을 통해 24%로 확대

할 계획임(2016년: 8%).

 또한, 에너지정책 기조를 3E+S(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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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유지･심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에너지원별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無배출 및 국산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조율 강

화(재생에너지･수소 관계 각료회의의 기능을 강화 등) 

‒ (원자력)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원

전 의존도는 에너지효율 증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화력발전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감축 추진 

‒ (석탄)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기하는 한편, IGCC(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및 IGFC(Integrated coal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CCUS(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의 첨단기술 개발･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의 환경부하 감

축 추진

‒ (천연가스) 천연가스 화력발전은 중간 전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문 에너지원을 천연가스

로 전환 추진

‒ (석유) 원유의 공급원 다각화, 산유국 간 협력, 비축 등 위기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용 효율성 

제고, 수송용 연료의 다각화, 조정 전원으로서의 석유 화력의 활용 도모

 同 기본방향(안)은 2030년까지 일본이 유지할 에너지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자원 확보) 신흥국의 대두 등으로 일본의 협상력 저하 및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 자원시장 형성 및 아시아 대륙에서의 에너지 가치 사슬(value chain) 구축 

등을 추진

･ JOGMEC의 리스크 머니 공급 기능 강화, 자원 조달국(중국･한국･인도･EU 등)과의 연계 강

화, 유연한 LNG 시장 구축,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해양자원 개발 촉진, EV 등에 사용

되는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 (에너지 효율 사회 지향) 에너지효율 증진 활동 강화를 위해 IoT･AI･빅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산업영역의 연계성 강화 추진

･ 가정･산업부문에서의 IoT･AI 등 기술 활용, 수송부문에서의 전동차량 보급 확대 및 산업부

문에서의 Top Runner제도 도입 확대

‒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도모

･ 태양광의 비용 감축 및 분산형 전원으로서 활용도 제고,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지열･수
력･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촉진, 투자환경 정비, 계통제약 문제 해소 추진 

‒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원자력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을 위한 안전성 향상, 방재･사고 

후 대응 강화, 핵연료 사이클 및 Back-end 역량 강화, 기술·인재･산업 기반의 유지･강화 등 추진

※ 원전 Back-end: 원자로 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핵연료 사이클 관리

･ 기술 개발을 통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인재･기술･산업기반 유지･강화, 재가동 및 폐로를 

통한 현장 인력 유지･강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인재 육성,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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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정책 유지

‒ (수소사회 실현) 수소기본전략(2017.12.26)에 의거하여 수소에너지의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제조, 저장, 수송, 이용 체계를 정비하여 이용 확대를 도모

･ 해외의 저렴한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공급체계 개발, 재생에너지원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한 

Power-to-Gas 기술 개발, 연료전지 보급 촉진, 수소충전소 정비, FCV 보급 촉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2018.4.27; SankeiBiz, 2018.4.28)

▣ 일본 기업, 석탄화력 신･증설/고효율화 계획 철회･변경 움직임 증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및 고효율화 계획이 증가하였으나 파리협정이 발

효되고 일본 내 전력의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계획을 

철회･변경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석탄화력은 일본 총 발전량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2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일본은 석탄화력발

전소 추진국가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판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환경성은 일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및 고효율화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음. 

･ 환경성은 주고쿠전력과 JFE Steel社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가(蘇我)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과 주부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다케토요(武豊)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환경 

부하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29호(2017.8.23일자) pp.24~25 참조).

･ 환경성은 주고쿠전력의 미스미(三隅)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신설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이 없는 한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재검토

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함(인사이트 제18-3호(1.22일자) pp.27~28 참조).

‒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철회･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간사이전력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와 일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 3월부터 진행해오던 아코(赤穂)발전소의 연료를 석

유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철회하였음(2017.1.31).

･ 일본 정유기업 Tonen General Sekiyu社(현재 JXTG)와 간사이전력은 일본 내 이산화탄소 배

출 규제 움직임 강화로 신설 예정이던 이치하라(市原)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한

다고 발표함(2017.3.23).

･ 일본 건설회사 Maeda社는 파리협정 발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와테縣에 건설할 예정이던 

바이오매스 혼합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100%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변경하는 방침을 밝힘

(20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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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유대기업 JXTG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은 시즈오카縣에서 추진하고 있던 시미즈(清
水) 천연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인사이트 제18-12호(4.2일자) pp.22~23 참조).

 또한 J-Power社 노후설비인 다카사고(高砂)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로 개체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함(2018.4.27). 

‒ J-Power社는 亞임계압(Subcritical Pressure) 발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다카사고 석탄화력발

전소 1,2호기(설비용량 각 250MW)를 폐지하고 초초임계압(Ultra-Super-Critical Pressure) 발

전방식을 적용한 각 600MW 발전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이었음.

･ J-Power社는 노후 설비 개체 및 발전용량 확보를 위해 同 발전소의 개체 계획을 경제산업

성에 제출하였으며(2014.7월),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개체 공사를 시작하여 1호기는 

2021년에, 2호기는 2027년에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었음.

‒ J-Power社는 同 계획의 사업 환경 및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同 발전소가 위치한 간사

이 지역 내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화력발전소를 신설하여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소 개체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J-Power 홈페이지, 2018.4.27; 日本経済新聞, 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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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중 간 ‘Sila Sibiri(Power of Siberia)’ 가스관, 올해 말 완공 예정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Gazprom社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Sila 

Sibiri(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시운전을 통

해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2018.4.25). 

※ ‘Sila Sibiri’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 Gazprom과 중국 CNPC가 10년 넘는 협상 끝에 

2014년 5월 합의에 이르렀으며, 연간 38Bcm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공급하게 됨. 同 가스관

은 동부 시베리아에서 극동 Khabarovsk를 거쳐 Vladivostok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으로, 총 

길이는 4,000km에 달하며 중국 동북 국경선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길이는 3,000km임.

‒ ‘Sila Sibiri’ 가스관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첫 번째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의 천연가

스 수요 급증에 따라 同 가스관이 중국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이 될 것임.

･ 중국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도 감축 정책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 비중을 

2015년 5.9%에서 2020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따라 LNG와 PNG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Caixinglobal, 2017.8.18).

 한편 Gazprom社는 카자흐스탄과 몽골 사이의 좁은 국경선을 통과해 중국 서부지역으로 연결

되는 또 다른 가스관인 ‘Sila Sibiri-2(Power of Siberia-2)’ 가스관 건설 계획도 논의 중에 있

다고 밝힘. 

‒ Gazprom社 Aleksey Miller 회장은 2016년 200Bcm에 달했던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머지

않아 300Bcm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증가하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Gazprom은 對중국 가스 수송망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Gazprom, 2017.12.21).

‒ Sila Sibiri-2 가스관은 서부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으로 연간 30Bcm

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同 가스관이 완공되면 서부 시베리아의 가스전들은 유

럽과 중국 모두를 수출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Sila Sibiri-2 가스관 프로젝트는 2015년 러시아와 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되어 

온 것으로, 가격협상에 난항을 겪어 2016년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적도 있으나, 금년 3월 

Gazprom社측의 공식 발표에 따라 재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ilprice, 2018.3.22; RT, 2018.4.26)

▣ 러시아, ‘Nord Stream-3’ 가스관 건설 의사 표명

 Gazprom社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러시아는 對유럽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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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Nord Stream-3 가스관을 건설할 준비도 되어있다고 밝힘(Rossiya24 TV 

인터뷰, 2018.4.25).

‒ Medvedev 부회장은 유럽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네덜란드의 Groningen 가스전과 영국에서의 

가스 생산이 크게 둔화되면서 유럽의 가스 수입량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러시아는 이러한 

유럽의 수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Nord 

Stream-3 가스관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Gazprom社의 2017년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194.4Bcm으로 2016년에 비해 8.4% 증가했으며, 

유럽의 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産 가스의 비중은 2016년 33.1%에서 2017년 34.7%로 증가함.

 한편, 미국의 對러 제재 강화로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관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해 

왔으며, 더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셰일가스 LNG 수출 확대 정책은 Gazprom의 對유럽 

가스공급 확대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음.

･ 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폴란드 방문 시 미국産 LNG의 중･동부 유럽 수출을 확대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폴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

을 도와 유일한 공급국인 러시아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에너지안보 문제를 내세워 미국産 LNG가 러시아産에 비해 경쟁력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LNG를 도입하기 시작함. 

‒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가스 가격을 낮추고 독점적인 가격 책정 방식에서 벗

어나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유럽 내 가스시장에서의 입지를 강

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Platts, 2017.11.24).

‒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 가스시장에서 미국産 LNG가 러시아産 가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

진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Gazprom의 對유럽 가스 공급량을 미국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Vogon Consulting의 Maria Belova 연구원은 미국産 LNG의 對유럽 공급가격이 유럽 가스 허

브에서의 현물가격이나 러시아 PNG의 공급가격보다 크게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설명함.

･ 미국産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액화과정을 거쳐 수송해야 하고 재기화비

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스관을 통해 수출하는 러시아産 가스보다 비용이 높음.

･ 2017년 독일 국경에서의 Gazprom의 가스 평균 공급가격은 MMBtu당 약 5.65달러로 유럽 

평균 가격(장기계약 및 현물가격의 가중평균가격)에 근접했으며, 2018년 1분기 가격은 

MMBtu당 7.15달러였음. 반면, 미국産 LNG의 2018년 1분기 가격은 액화, 수송, 재기화 비

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벨기에 도착가격이 MMBtu당 8.1달러를 기록함.

(RT, 2018.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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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미국의 27개 지자체, 청정전력계획(CPP) 폐기 반대 의견서 제출

 미 뉴욕 州를 포함해 총 27개의 민주당 주정부, 시(City), 카운티(County)의 법무장관과 최고

법무책임자(CLO)들은 연대하여,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부문 핵심 

정책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폐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

는 공식 의견서를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하였음(2018.4.26).

‒ 27개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州, 市, 카운티)들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EPA는 미국의 

‘청정전력계획(CPP)’에 따라 자국 내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27개 지자체 : 州(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Iow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市
(Boulder(Colorado), Chicago, Los Angeles, New York, Philadelphia, South 

Miami(Florida)), 카운티(Broward (Florida)).

･ 또한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하는 EPA가, 어떠한 

대체 규제안도 없이 ‘청정전력계획(CPP)’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비판함.

‒ 뉴욕 州의 Eric Schneiderman 법무부장관은 4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 폐기를 위한 시도는 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경제를 보호하기 보다는 

화석연료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환경보호청(EPA)이 ‘청정전력계획

(CPP)’ 폐기 절차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2017.3.28)에 따라,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7년 10월부터 

현재(2018.4.27)까지 ‘청정전력계획(CPP)’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EPA는 2018년 1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는 의견수렴기간을 4월 26일까지로 재연

장하고 최근까지 세 차례(2018.2.21, 2018.2.28, 2018.3.27)에 걸쳐 ‘청취 세션(Listening 

Sessions)’을 가진 후 의견수렴절차를 최종 완료하였다고 밝힘.

･ EPA는 2017년 10월 ‘청전전력계획(CPP)’ 폐기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한 후, CPP 폐기안을 

미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17년 12월 15일까지를 의견수렴기간으로 정하였으나(2017.10월), 

이후 공청회(2017.11.28~29)를 실시한 후, 의견 수렴기간을 2018년 1월 16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8-8호(3.5일자) p.33 참조). 

(EPA, 2018.4.26; The Hill,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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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안전･환경감독국, 해양 시추활동 관련 규제 완화 추진

 미 내무부 산하 안전･환경감독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BSEE)은 

해상시추장비에 대한 기준과 시추개발활동 시 의무준수사항을 담은 ‘2016년 해상시추활동 관련 

규제(2016 Well Control Rule, ‘2016 WCR’)’를 개정하기 위한 개선안(Proposed Rulemaking)

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힘(2018.4.27).

※ ‘2016년 해상시추활동 관련 규제(WCR)’는, 2010년 4월 20일 미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BP Deepwater Horizon) 호’의 석유 시추시설 폭발과 대량 원유 유

출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2016.7.28)임.

‒ 안전･환경감독국(BSEE)이 마련 중인 ‘2016년 해상시추활동 관련 규제(WCR)’ 개정을 위한 

개선안은, 석유･가스 시추개발 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의 준수비용을 줄여 자국의 석유･
가스자원 개발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2017.3.28)에 따른 것임.

‒ 안전･환경감독국(BSEE)은, ‘딥워터 호라이즌 호’ 폭발사고 이후 14개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제

출받은 424개의 권고사항과 ‘2016 WCR’ 개정을 위한 BSEE의 제안 사항을 비교한 결과, 

‘2016 WCR’의 총 324개 조항 중 약 18%에 해당하는 59개 조항만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

･ BSEE가 개정을 위해 제안한 주요사항은 ▲유정폭발 방지장치(blowout preventer)를 BSEE로

부터 검증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폐지, ▲유정폭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수중 원격 작동 

장비에 대한 규제준수 관련 조항 폐지, ▲보트가 유정 근처를 지날 시에 유정의 일시적 가

동 중단에 대한 관련 조항 폐지, ▲유정의 실시간 관리에 대한 조항 완화 등임.

‒ BSEE의 Scott Angelle 국장은 ‘2016년 해상시추활동 관련 규제(2016 WCR)’ 완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9억 4,600만 달러의 규제 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과 환경을 최우

선으로 하고 미 국민과 에너지･경제안보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BSEE는 ‘2016 WCR’ 규제 개정을 위한 재검토 및 분석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안(Propose Rulemaking)을 미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향후 60일 간의 공개의견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하였음.

 한편, 석유업계는 이번 BSEE의 발표를 환영했으나,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의 Erik Milito 상류부문 담당 이사는, 기술 

관련 조항에 결함이 있는 ‘2016년 해상시추활동 관련 규제(WCR)’를 개정하겠다는 BSEE의 

결정은, 정부가 위험요소를 더 잘 관리하고,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미 해양산업협회(National Ocean Industries Association, NOIA)의 Randall Luthi 회장은, 기존의 

‘2016 WCR’ 규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 운영을 저해하는 모호한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다며, BSEE가 제안한 개정안은 해상시추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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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Bill Nelson 상원의원(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고 발생 위험을 무시한 채 석유업계

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BSEE의 결정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플로리다 州의 아름다

운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의 Sierra Weaver 수석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딥워터 

호라이즌 호’ 폭발사고의 교훈을 잊고 있으며, ‘2016 WCR’의 완화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

협할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해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

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The Hill, 2018.4.27; BSEE, 2018.4.27)

▣ 미국 17개 州, EPA의 소형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철회에 반대소송 제기

 미국 내에 17개 州와 워싱턴 D.C.는 ‘2022~2025년에 출시되는 승용차･경트럭 등 소형 차량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중기평가보고서(Mid-term Evalu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 for Model Year 2022~2025 Light-duty Vehicles, 이하 ‘2017 Final Determination’)’ 결정을 

철회하려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소송을 제기하였음(2018.5.1). 

‒ 소송에 참여한 17개의 州와 워싱턴 D.C.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작성한 ‘2022~2025년 모델 

소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기준’에 대한 중기평가보고서(2017 Final Determination) 결

정을 철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PA가 미국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및 ‘청정대기법(Clean Air Ac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 D.C. 연방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 EPA를 제소하였음. 

※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

세츠, 뉴저지,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미네소

타 州와 워싱턴 D.C.가 참여하였으며, 이들 주정부에는 미국 인구의 44%가 거주하며 신규 

자동차 판매 시장의 약 43%를 차지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 州의 Xavier Becerra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2022~2025년 모델 소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기준’은 ▲연간 미국 내에 134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오염물질에 상당하는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차량 1대당 1,650

달러를 절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EPA는 충분한 자료 및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기평가보고서(2017 Final Determination) 결정’에 대한 철회 개정안을 발표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EPA와 Scott Pruitt 청장이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 기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해나가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 국민의 건강과 경제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한편,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4월 2일 ‘2022~2025년에 출시되는 승용차･경트럭 등 소형

차량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중기평가보고서(2017 Final Determination)’ 결정

을 철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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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안은 2011년 말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2017~2025년 모델의 소형 차량에 

대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기초로, EPA가 2017년 초에 

발표한 ‘2022~2025년 모델 소형차량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중기평가보고서(2017 Final 

Determination)’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것임. 

※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EPA의 중기평가보고서(2017 Final Determination)는 2025년까지 승

용차 및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54.4mpg로 높일 경우,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7천억 

달러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6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될 것이라는 중기평가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 낮은 연료가격과 소비자의 대형차량 구입 경향을 감안할 때, 2022~ 

2025년부터 출시되는 소형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현가능성이 낮

다고 주장하며, ‘2017 Final Determination’의 철회를 위해 동 개정안을 미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14호(4.16일자) pp.31~32 참조).

(The Hill, 2018.5.1;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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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상승세 보이다가 달러화 강세로 하락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최근 2주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유종 4/17 4/18 4/19 4/20 4/23 4/24 4/25 4/26 4/27 4/30 5/1

Brent 71.58 73.48 73.78 74.06 74.71 73.86 74.00 74.74 74.64 75.17 73.13

WTI 66.52 68.47 68.29 68.38 68.64 67.70 68.05 68.18 68.10 68.57 67.25

자료 : KESIS

< 일일 국제 유가 추이(2018.4.17~5.1) >

(단위 : 달러/배럴)

‒ 국제유가는 OPEC 주도의 감산활동과 미국･프랑스･영국 3국의 시리아 공습 및 중동 내 갈등

국면 고조, 미국의 對러 추가 경제제재 및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며 2018년 

2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4월 30일 이스라엘 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폭

로함에 따라 이란핵협정(JCPOA) 파기 및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0.69%(WTI유)~0.71%(Brent유) 상승하여, WTI유는 배럴당 68.57달러, 

Brent유는 75.17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스라엘 Netanyahu 총리는 주요 6개국의 이란핵협정 서명 이전에 이란 측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55,000페이

지에 달하는 문건과 CD 183장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이란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였음

(이스라엘 국방부 프레젠테이션 생방송 중계, 2018.4.30). Netanyahu 총리의 이번 발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정 탈퇴 검토일(2018.5.12)이 도래함에 따라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를 부추기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국면에 있던 국제유가가 하

락하여, 5월 1일 Brent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2.04달러(2.71%)하락한 73.13달러를 기록했으며, 

WTI유 또한 전일 대비 배럴당 1.32달러(1.93%) 하락한 67.25달러에 장을 마감하는 등 국제유

가의 하락세를 보였음.

･ 미국의 2018년 1분기 민간부문 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2.9% 상승하면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6개월째 이어나가는 등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WSJ, 2018.4.29).

※ 미 연준은 2018년 5월 2일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4월 초 90.05 수준이던 달러지수(dollar index)는 5월 들어 전월 대비 2.88% 상승하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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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장 높은 92.64까지 상승하였음.

※ 달러 지수(dollar index) :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

랑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1973년 3월

을 기준점인 100으로 설정한 후 이후 변화 추이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발표

함.

자료 : Financial Times

< 미국 ’18년 달러 지수 변화 추이 >

 한편, OPEC 주도의 감산활동이 세계 석유시장 균형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향후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상류부문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 사우디 Khalid al-Falih 석유부 장관은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며 감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OPEC 회의에서 향후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4~5백만b/d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상류부문 개발 및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반면 IEA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상류부문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Bloomberg는 저유가 상황에서 상류부문 개발에 따른 투자 부담으로 인해 시추기업들이 운영

비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였고 수익 구조를 개선했다고 보도하였음. 

･ BP社는 멕시코만 Mad Dog 유전에서의 운영비를 약 60% 감축했으며, Statoil社는 Johan 

Castber 유전에서 운영비 지출을 효율화시킴으로써 유가가 배럴 당 35달러 수준(기존 운영

비는 유가가 배럴 당 80달러 시 수익 창출)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주간 원유시추기 대수 및 원유생산량은 모두 전주보다 증가했으며, 미국의 석유재고는 

원유와 휘발유가 전주보다 증가하고 중간유분은 전주보다 감소하였음(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동향 684호, 2018.5.1).

･ (미국 석유생산) 4월 20일 기준 미국 석유시추기 대수는 전주(4월13일) 대비 5기 증가한 825

기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주간 원유생산량도 5만b/d 증가하여 총 1,059만b/d를 기록함.

･ (미국 석유재고) 상업용 원유재고는 전주 대비 210만 배럴 증가한 4억2,970만 배럴을 기록

하였고, 휘발유재고는 전주 대비 80만 배럴 증가한 2억3,680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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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 재고는 전주 대비 260만 배럴 감소한 1억2,270만 배럴을 기록함.

(Financial Times; Oil Price, 2018.5.1; Bloomberg, 2018.5.2)

▣ 이라크, 석유 인프라 부족으로 석유 수출 애로 봉착

 이라크는 2022년까지 원유 생산을 최대 7백만b/d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Jabbar al-Luaibi 석유부 장관, 2018.2월), 정부의 예상보다 원유 증산이 부진하고, 자국 내 원

유 수송 및 수출 인프라가 미비하여 원유 수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라크는 OPEC 주도의 감산활동 참여국으로서 원유생산 상한선을 5백만b/d로 설정한 바 

있음.

‒ (원유 생산)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2001년 260만b/d에서 2017년 436.2만b/d로 증가하여, 이

라크 정부의 기대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이라크의 원유 증산 둔화 요인은 남부지역의 석유 인프라 부족, 북부 지역의 공급차질 사

태 및 생산계약 체결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원유 수출) 이라크의 원유 수출은 대부분 남부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라크 원유수출

설비의 총 처리용량은 530만b/d이며, 현재 이라크 남부지역의 석유수출은 Basra Oil Terminal

(처리용량 160만b/d)과 일점계류(single point mooring, SPM) 시스템 4개(각 처리용량 90만

b/d)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자료 : MEES

< 이라크 북부 및 남부의 석유수출량 추이 >

(단위 : 백만b/d)

※ 남부 지역은 수출설비 보수･관리 미비로 인해 설비용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수출물량

을 선적하여 왔으며, 이라크는 SPM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출용량을 확대할 수 있었음.

･ 노후설비인 Khor al-Amaya(KAAOT) 수출터미널(처리용량 60만b/d, 남부 해상에 위치)은 송

유관 파손 이후 가동을 중지한 상태임.

‒ 이라크 남부지역의 석유수출능력은 공식적으로 460만b/d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수출

설비의 노후화 및 육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수출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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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약 400만b/d)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음(이라크 국영석유판매기업 SOMO社 고위급 임원 

Ali Nazar al-Shatari).

‒ (수출터미널) Basra 수출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해 장기간 최대가동률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육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원유를 수출설비까지 수송하는 데 병목현상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어 2017년 11월 기준 SPM 시스템 1~3호의 가동용량은 150만b/d에 불과함.

‒ (저장설비) 이라크는 자국의 원유수출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향후 새로운 유전 시추 시 수출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유저장설비 증설이 요구되고 있음. 

･ 이라크는 남부 Basrah Medium 유전에서 신규 유전을 시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신규 저

장설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이라크 국영석유판매기업 Somo社의 저장설비는 Fao, Zubair-1&2, Tuba 등 총 3개를 보유하

고 있으며, 저장용량은 2018년 4월 기준 100만 배럴 수준임.

 이라크는 석유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류부문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부 수출터미널 연결 송유관 건설) 이라크는 현재 KAAOT 수출터미널에 수출용 원유를 공

급하기 위한 48인치의 송유관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송유관을 통해 인근의 Basra 터미

널 및 SPM 4호기 등 다른 수출설비에도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송유관은 현재 Fao 저장설비에서 출발하는 육상 송유관까지 완공하였으며, 해상 수출터

미널까지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을 남겨놓은 상황임.

자료 : MEES

< 이라크 남부지역 해상 수출설비 현황 및 건설 중인 송유관 >

‒ (북부지역 송유관을 통한 육상원유수출 증대) 이라크 중앙정부가 생산한 원유는 현재 모두 

Basra 터미널을 통해 수출되고 있으나, 쿠르드 자치정부(KRG)의 생산분 35만b/d는 터키 

Ceyhan 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음. 

･ 이라크 중앙정부가 운영하던 Kirkuk-Ceyhan 송유관(당초 수송용량 160만b/d)은 2014년 IS와

의 교전으로 크게 파괴된 바 있는데, KRG는 동 송유관을 보수하여 Kirkuk 유전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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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유 약 28만b/d를 수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반면, 현재 이라크가 구상 중인 중류부문 인프라가 모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남부 Basra 수출

터미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라크와 요르단 Aqaba 항을 연결하는 송유관(수송용량 100만b/d)을 건

설하는 것이 적합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되나, IS와의 교전으로 송유관 건설사업이 오랫동

안 지연되어 왔음.

(MEES, 2018.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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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 Modi 총리, 마을단위 전력화율 100% 달성 선언

 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 자국 내 마을단위(약 60만개 마을)의 전력화율 100%를 달성했다

고 발표하였음(2018.4.28). 

‒ 인도는 자국의 전력화사업을 통해 총 7,600억 루피(약 114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8

년 5월까지 모든 마을의 전력화 달성, ▲2018년 12월 말까지 모든 가구의 전력화 달성, ▲

2019년 3월까지 모든 가구에 상시전력공급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2015.8.15).

‒ 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 전력화사업계획 발표일인 2015년 8월 15일 기준으로 향후 1,000

일 내인 2018년 5월까지 모든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2018년 4월 28

일 Manipur州의 Leisang 마을에 오프 그리드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마을단위 

기준 전력화율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일각에서는 Modi 총리가 소속된 인민당(BJP)이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the Congress)으로부

터 전력화 공약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비난을 받아온 상황에서, 이번 Modi 총리의 전력화율 

100% 달성 발언이 Karnataka州 의회 하원의원선거(2018.5.12.~5.15)를 약 2주 앞두고 이뤄

졌다며, 선거에서의 득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인도 전력부는 마을 내 10% 이상의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거나, 학교, 보건시설 등 공공기

관이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인도에는 총 597,464개 마을이 있고 Modi 총리가 전력화계획을 발표할 당시 인도 내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마을의 수는 총 18,453개였음.

 반면, 이번 인도의 전력화율 100% 달성 발표는 마을단위의 전력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가정은 여전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인도 전력화사업추진본부 Saubhagya에 따르면 현재 3,400만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2017.10.11 기준).

‒ 특히, 인도 30개 州 중 12개 州의 전력화율은 80% 미만 수준이며, Uttar Pradesh州, Jharkhand

州, Assam州의 전력화율은 60%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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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전력화율 州 전력화율

Goa 100 Madhya Pradesh 86

Kerala 100 Sikkim 85

Andhra Pradesh 100 Jammu & Kashmir 79

Gujarat 100 Rajasthan 79

Tamil Nadu 100 Manipur 77

Punjab 100 Nagaland 74

Himachal Pradesh 99 Bihar 74

Maharashtra 98 Tripura 73

Haryana 97 Meghalaya 70

Kamataka 94 Arunachal Pradesh 67

Telangana 94 Odisha 64

West Bengal 93 Assam 57

Chhattisgarh 91 Uttar Pradesh 56

Mizoram 90 Jharkhand 48

Uttarakhand 89

자료 : Saubhagya(접속일: 2018.5.4)

< 인도의 州별 가정용 전력화율 현황 >

(단위 : %)

(The Times of India; India TV, 2018.4.29; CNNMoney; Economic Times, 2018.4.30)



단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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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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