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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라오스 전력산업 발전과 전원 개발계획(~2020년)

  주간 포커스

p.21 미국 셰일 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요인

  주요단신

중국 p.35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발표

•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 ‘2016~17년 중국 전력수급 현황 및 예측 보고서’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국토자원부,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 발표

일본 p.38 • 일본 환경성･경제산업성 의견차이로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 난항

• 도쿄가스･도쿄전력,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대비 움직임

• 경제산업성, 소비자부담 경감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규제안 검토

러시아 
중앙아시아

p.42 • 러-헝가리,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 러 국영석유기업 Rosneft, 국내외 가스산업에서 입지 확대 추진

북미 p.45 • 미 의회,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개발 관련 규제 폐지 법안 승인

• 미, ’16년 10월 對중남미 석유 무역수지 흑자 기록

• ExxonMobil社, ’17년 투자비 및 생산량 증대 계획 발표

유럽 p.48 • 영국, Moorsid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새로운 투자자 물색 중

• 영국, 브렉시트가 원자력 부문에 미칠 파장에 우려

• 덴마크 Dong Energy, ’23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중동 
아프리카

p.51 • 중동 3개 산유국의 에너지부문, 반이민 행정명령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전망

• 사우디 Aramco, 3월 인도분 원유 OSP 인상 

• 오만,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발전용량 확대 추진

아시아 
호주

p.55 • 인도,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현행 기후변화 대응정책 유지

• 인도네시아, 지열발전 프로젝트 확대 추진

• 동티모르･호주, 해상 영유권 분쟁조정절차 돌입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2/3 2/6 2/7 2/8 2/9

Brent

($/bbl)
56.81 55.72 55.05 55.12 55.63

WTI

($/bbl)
53.83 53.01 52.17 52.34 53.00

Dubai

($/bbl)
55.45 55.31 54.17 53.35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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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2/3 2/6 2/7 2/8 2/9

천연가스

($/MMBtu)
3.05 3.06 3.14 3.14 3.12

석탄

($/000Metric ton)
80.50 80.35 80.10 79.45 78.80

우라늄

($/lb)
25.75 26.15 26.15 26.50 26.6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6년 증  감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3 97.2 98.4 1.2 -1.3 

     OECD 46.6 46.8 47.6 0.8 -0.4

     비OECD 50.7 50.4 50.7 0.3 -0.9

 세계 석유공급 98.8 99.9 100.4 0.5 -2.9

     OPEC 39.8 40.1 40.2 0.1 -1.9

     비OPEC 59.1 59.7 60.1 0.4 -0.9

 세계 재고증감 1.5 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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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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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전력산업 발전과 전원 개발계획(~2020년)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 라오스는 전력화율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창출을 위해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잠재력을 적극 개발해 오고 있음.

▶ 라오스 전력 수요 증가는 2005~2014년 동안 연평균 15.8%를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2010~2020년 연간 

전력수요량 증가 및 피크전력수요량 증가를 각각 21.1%, 17.9%로 전망하고 있음.

▶ 라오스는 2017년 1월 기준 총 6,391MW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력(70.0%), 화력(29.4%), 

바이오매스(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2020년까지 10GW 이상으로 설비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임.

▶ 라오스의 전력공급은 EDL 및 EDL-Gen(EDL 자회사), 발전사업자(IPP), 수입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발전량(총 15,270GWh) 중 EDL과 IPP의 비중은 각각 12.7%, 87.3%를 차지하였음.

▶ 라오스는 수력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하는 한편, 자국 내 

국가전력망 연계가 어려운 국경지역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의 전력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향후 라오스는 지속 가능한 수력전원 개발･활용을 위해 국가･사회발전 계획에 기초한 전원개발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재원조달, 선진기술 도입, 인력양성 등에서 전력산업 선진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 라오스 경제발전 계획과 에너지수급

▣ 경제발전 구상

¡ 라오스는 5개년 발전계획인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2016~2020년)’1)

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 2030년까지 중산국가 진입’ 이라는 국

가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라오스는 지난 20년 동안 연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
히 2016년에는 각종 건설･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견실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 라오스는 매장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 대부분이 높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사회･경제 발전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본격 개발되기 시작

한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라오스는 개방･자유화를 기치로 내건 1986년 제4차 전당대회2) 이후 △국영기업

의 민영화, △재정･금융개혁, △서방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에 주력하여 왔음.3)

1) 라오스 기획투자부,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2) 라오스는 1986년 제4차 전당대회에서 ‘신경제 제도(New Economic Mechanism)’를 채택하고 외

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3) 권율(2005.4), 라오스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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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980년대 말 시작된 정부의 민간(외국)자본 유치 노력은 수출용 수력발전 

전원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음.

‒ 수력발전 전력은 라오스의 3대 수출 품목으로서, 전력수출 외화수익은 라오스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빈곤퇴치 재원으로 활용되는 한편, 국영전력기업(EDL: 
Electricité du Laos)의 재정여건 개선에 투입되어 왔음.

▣ 에너지수급 구조4)

¡ 라오스의 에너지수급 구조는 바이오매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바이오매스의 1차에너지 분담율은 56%(2014년)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18%), 석탄(14%), 수력(1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림자원은 라오스의 중요한 국부 창출 자원 중 하나이나, 산림자원에 기초한 

바이오매스 에너지공급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라오스는 1940년 국토의 70%가 산림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6년 현재 

50% 수준으로 감축되었음.

‒ 석유는 인접국가(태국: 70%, 베트남: 30%)로부터 전량 수입되어 수송부문에 주

로 소비되고 있으며,5) 석유제품 총수입 규모는 42만 톤(2014년 기준) 수준임.

･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라오스 정부는 과거 수차례 탐사허가권을 인허하

였으나, 실질적인 탐사활동으로 진전되지 못하였음.

‒ 수력의 1차에너지 분담율은 2005년 5%에서 2014년 12%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력발전 전력은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 라오스 국가 전력화사업 추진과 전력산업

▣ 라오스 전력화사업 추진경과

¡ 라오스는 전력화율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창출을 위

해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잠재력을 개발하는 국가 전력화사업을 추진하여왔음.

‒ 정부는 전력보급률 제고를 위해 1987년부터 지역별 전력화사업을 추진하는 한

편, 지방 전력망 통합을 위한 사업과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2014
년까지 추진하였음.

‒ 전력화사업은 2020년까지 전력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 수

출 확대를 위한 국가전력화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발전설비(Hongsa 석탄화력 

1,878MW; Xayabouly 수력 1,258MW; Xekhaman1 수력 290MW)를 확충하고 있음.

4) Enerdata(2015.12), Country Energy Report: Lao PDR

5) Phaysone Phouthonesy(2015.8), Energy Policy of Lao PDR 2015

“산림자원에 
기초한 
바이오매스 
에너지공급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수력의 
1차에너지 
분담율은 2005년 
5%에서 2014년 
1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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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전력보급률은 1995년 1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기준 87%를 달성

프로젝트 기간 주요 내용

남부지방 전력화 사업

(Southern Province 

Electrification)

1987~ 

1993년

∙ 국가 총 인구의 약 32%(벼 생산 39%)를 

담당하는 남부 3개 지역에 전력 공급

-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EDL의 남부지역 

전력공급 능력 확대)으로 8,534가구에 전력 

공급 달성($2,580만 투입)

- Xeset 수력발전소 연계 115kV 송전망 건설 

및 Selabam 수력발전소 발전능력 확충, 

지역 전력화 프로그램 포함

지방 전력망 통합 사업

(Provincial Grid 

Integration)

1993~ 

1998년

∙ 4만100가구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4,900만 투입)

남부지방 

농촌전력화 사업

(Southern Province Rural 

Electrification

1998~ 

2004년

∙ 전력망 확충 및 오프그리드 발전을 통한 중앙 

및 남부 7개 州 농촌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

- 해당 지역 5만1,801 가구 대상 전력망 구축, 

6,000 가구 이상에 태양광･소수력 

오프그리드 전력망 구축

- 전력망 확충($3,122만), 오프그리드($221만) 

정책기관($739만) 등에 재원 투입

농촌지역 전력화 

1단계 사업

(Rural Electrification 

Phase I)

2005~ 

2012년

∙ 전력망 확충을 통한 지역 전력화율 제고를 

달성하는 한편, 전력화 추진의 부정적 환경 

영향 최소화(벌목･소음발생 등 최소화)

- Na Tangchai 등 7개 농촌 마을에 중저압 

(22kV, 0.4kV) 송전망 확충

농촌지역 전력화 

2단계 사업

(Rural Electrification 

Phase II)

2010~ 

2014년

∙ 전력망 연계 및 오프그리드 전력망 확대를 

통해 4만2,300가구에 전력 공급 달성

∙ 송배전 손실률 감축 등 공급 효율성 개선

- 미터기 교체, 정산시스템 개선 추진

∙ 지역전력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수력･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보급

- 30만CO2톤의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

주 : World Bank의 지원을 받은 전력화 프로그램 위주로 정리함.

자료 : ADB(2012); World bank - Documents & Report 홈페이지(접속일: 2017.2.6)

< 라오스 국가 전력화 사업 (1987~2014년) >

▣ 라오스 전력 소비구조

¡ 라오스 전력 수요는 2005년 1,011GWh에서 2014년 3,791GWh로 3.7배 증가하

였음. 2005~2014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는 연평균 15.8%를 기록하였음.

‒ 라오스는 2008~2015년 기간 중 7%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 1인당 GDP가 $1,818 수준으로 2008년($900) 대비 2배로 증가6)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 World bank - World Databank 홈페이지(접속일: 2017.2.1)

“정부는 지역별 
전력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전력망 
통합을 위한 
사업과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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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후 라오스 전력소비 구조는 가정부문 중심에서 산업부문 중심으로 개

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정부문 전력소비 비중은 2005년 50.5%에서 2014년 37.5%로 감소한 반면, 
산업부문은 2005년 23.4%에서 2014년 41.4%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라오스 경

제의 산업화 결과로 분석됨.

･ 2014년 전력 총소비량은 3,791GWh 수준이며, 산업(41.3%), 가정(37.6%), 상

업･공공(20.2%), 농업(0.9%)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2010~2020년 연간 전력수요량 증가 및 피크전력수요량 증가를 각각 

21.1%, 17.9%로 전망하였으며, 이중 산업부문의 증가량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하였음(2012년).7)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05~’14)

전력소비량 1,011 2,258 2,441 2,556 3,075 3,381 3,791 15.8

산업

(%)

23.4 33.7 29.0 29.0 28.7 33.1 41.3 23.3

가정 50.5 36.0 38.6 39.3 37.7 37.8 37.6 12.1

상업･공공 22.6 28.6 30.7 29.9 32.3 28.1 20.2 14.4

농업 3.5 1.7 1.7 1.8 1.3 1.0 0.9 0.1

주 : %△(연평균 증가율): 각 부문별 전력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20), Electricity Statistics Yearbook 2014, p.32

< 라오스 전력 소비구조 변화(2005~2014년) >

(단위 : GWh, %)

▣ 전력 공급능력 및 전력화율

¡ 라오스는 2017년 1월 기준 총 6,391MW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전원별로는 수력(70.0%), 석탄화력(29.4%), 바이오매스(0.6%)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8)

‒ 발전설비는 총 42개의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력 발전소(39개, 4,473MW), 
화력(1개, 1,878MW), 바이오매스(2개, 40MW) 등이며, 2017년 연말까지 가동발

전소는 50개9)로 확대될 예정임.

※ Hongsa 석탄화력 발전소는 2015년 1･2기의 가동이 개시된 데에 이어 2016년 

3월 3기가 가동에 돌입함에 따라 총용량 1,878MW 규모의 발전소로 확대됨.10)

‒ 라오스는 4,000MW 설비용량을 건설 중에 있으며 10GW 규모의 설비용량 건

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음.11)

7) Khamso Kouphokham(2012.7), Overview of the Lao Power Development Program

8) Laotian Times(2017.1.10), LAOS: Electricity Facts

9) Vientian Times(2017.1.21), Govt hikes electricity rates for business, int'l organisations

10) Hongsa Power 홈페이지, Unit 3 started the commercial operation(검색일 : 2017.2.8)

11) Xaypaseuth Phomsoupha(2016.3), Concession Agreement of IPP from the Lao Government’s 

“라오스 전력소비 
구조는 가정부문 
중심에서 
산업부문 
중심으로 변화”

“2017년 1월 기준 
라오스 발전설비  
(6,391MW)는 
수력(70.0%), 
석탄화력(29.4%), 
바이오매스(0.6%)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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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S(2016.3.20), EDL 재인용

< 라오스 지역별 주요 발전시설 현황(2014년) >

¡ 라오스의 전력공급은 EDL 및 EDL-Gen(EDL 자회사), 독립발전사업자(IPP), 수
입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발전량(총 15,270GWh) 중 EDL과 

IPP의 비중은 각각 12.7%, 87.3%를 차지하였음.12)

Perspective 발표자료 

12)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20), Electricity Statistics Yearbook 2014

“2014년 발전량
(15,270GWh) 중 
EDL과 IPP의 
비중은 각각 
12.7%,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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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EDL의 발전비율은 45.4%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IPP의 비중은 54.6%에서 87.3%로 크게 확대되었음.

‒ 이는 라오스의 발전설비 증설이 IPP가 주도하는 BOOT(Built-Own-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결과임.

¡ 라오스의 전력공급은 2006년 49만2,000가구(49.2%)에서 전력화사업의 결과로서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음.

‒ 2014년 말 기준 전력화율(전력보급률)은 86.72%에 도달하였으며, 당초 전력화 

사업의 목표 90%(2020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빠른 전력화율 제고(2006년 이후 매년 5%p 이상↑)는 농촌지역 전력화사업의 추

진과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수입전력에 기초한 전력공급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됨.

연도
라오스 

발전량*

국영전력기업(EDL)* 발전사업자(IPP)* 전력공급**

GWh % GWh %
가구

(만 戶)

보급률

(%)

2006 3,609 1,639 45.4 1,970 54.6 49.2 50.87

2007 3,420 1,398 40.9 2,021 59.1 53.7 56.24

2008 3,678 1,778 48.3 1,901 51.7 59.7 61.76

2009 3,381 1,656 49.0 1,725 51.0 70.1 69.25

2010 8,449 1,552 18.4 6,896 81.6 75.3 74.01

2011 12,979 2,083 16.0 10,897 84.0 81.7 78.29

2012 12,860 1,896 14.7 10,964 85.3 87.7 82.25

2013 15,505 2,078 13.4 13,427 86.6 94.4 87.34

2014 15,853 2,009 12.7 13,844 87.3 111.0 86.72

주 : 통계청 발표 발전량은 에너지광물부가 발표한 발전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라오스통계청 홈페이지, 2014 Statistical Yearbook; **에너지광물부(2016.5.20)

< 라오스의 전력발전량 구조 및 전력화율(2006~2014년) >

▣ 전력망 구축과 송배전 손실

¡ 라오스 정부는 국가전력공사(EDL)가 국가전력망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 

전력망은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송전망(각 115kV)으로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13)

※ 중부 전력망은 2011년까지 중부-1 및 중부-2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후 통

합되어 단일 전력망으로 전환되었음.

‒ 국가 전력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격지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85개의 미

니그리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디젤 화력 및 소수력 발전을 이용

하고 있음.

13) IES(2016.3.20), Alternatives for Power Gen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2014년 말 기준 
전력보급률은 
86.72%로, 당초 
전력화 사업의 
목표 90%(2020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가 전력망은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송전망 
(각 115kV)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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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의 국경 간 전력망은 라오스 ↔ 태국, 라오스 ↔ 베트남, 라오스 ↔ 중국 

등 전력망으로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 

‒ 라오스 전력 수출용 송전망은 라오스→태국(14개), 라오스→베트남(2개), 라오스

→중국(1개), 라오스→캄보디아(2개), 라오스→미얀마(1개)가 구축되어 있음.14)

송전망 전압 길이 용량
수요시장

(수입사)

1
Theun Hinboun →

Sakhonnakhon 
230kV 176km 440MW

태국

(EGAT)

2
Houay Ho →

Ubon 2
230kV 230km 150MW

태국

(EGAT)

3
Nam Theun 2 → 

Roi Et
500kV 300km 1,000MW

태국

(EGAT)

4 Na Bong →Udon 3 500kV 100km 615MW
베트남

(EVN)

자료 : IES(2016.3.20)

< 라오스 주요 국경 간 전력 송전망 구축 현황(2014년) >

‒ 라오스가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력은 국가 전력망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

며, 주로 구리･금 등의 광산 지역과 전력수요가 많은 국경지역 산업단지에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함임.

‒ 중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은 Luang Prabang 등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는 건기에 내수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전력화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오프그리드(off-grid)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초소형 수력, 바이오매스 전원을 활용하기 위하

여, 단기적으로 전력망 연계가 불가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가정용 태양광 사업의 경우, 설비 설치 후 설치비용을 지불하고 시스템 대여료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 운영되며, 대여기간 만료 후에는 영구 소유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라오스는 전력 송배전 효율성 제고를 전력화사업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송배전 손실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전력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라오스의 송배전 손실률은 

19.3%에 달한 바 있으나, 2014년 말 현재 8.9%로 대폭 축소되었음. 

‒ 송배전 손실률의 감축은 EDL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에 따라 EDL이 2007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14) Laotian Times(2017.1.10), LAOS: Electricity Facts

“라오스 정부는 
전력화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오프그리드 
전력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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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손실률 19.3 17.9 15.3 13.7 12.0 10.8 10.1 10.3 12.0 8.9

자료 :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 Electricity statistics yearbook 2014

< 라오스 송배전 손실률 변화 >

(단위 : %)

▣ 전력 수･출입

¡ 라오스는 수력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

하는 한편, 자국 내 국가전력망 연계가 어려운 국경지역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의 전력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라오스의 전력 수출입 구조(2013년 기준)는 태국(71%), 캄보디아(29%) 등으로 

수출하고, 수입은 태국(80%), 중국(18%), 베트남(2%) 등으로부터 이루어졌음. 

※ 2014년 기준 11,936GWh의 전력수출, 1,559GWh의 전력수입이 발생하였음.

‒ 라오스의 수력전원의 특성상 전력생산은 대체로 건기(전년도 10월 ~ 이듬해 4
월)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3월~6월 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수입이 증

가하는 형태를 시현하고 있음. 

‒ 이는 라오스가 지역별 전력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만한 발전능력 및 송배전 능

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함.

2014년
전력공급량 EDL IPP 수입전력

(GWh) 구성(%)

1월 335.9 35.3 34.0 30.7

2월 326.6 29.4 36.2 34.4

3월 438.2 29.0 28.7 42.4

4월 409.1 29.2 30.3 40.5

5월* 420.1 24.3 28.7 47.0

6월* 430.2 32.8 23.9 43.3

7월* 391.0 44.3 24.4 31.4

8월* 347.9 45.4 37.8 16.8

9월* 331.8 43.5 35.2 21.3

10월 372.0 40.1 38.7 21.2

11월 371.6 33.2 36.2 30.6

12월 395.3 28.3 30.3 41.5

주 : *라오스의 5~9월은 우기임.

자료 :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20)

< 월별 라오스 전력 공급 구성(2014년) >

“3월~6월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수입이 
증가하는 형태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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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S(2016.3.20)

< 라오스 전력 수출입 현황(2013년) > 

¡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태국(7,000MW) 및 베트남(5,000MW)과 전력수출 양

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기에,15) 라오스 전력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

※ 2016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은 전력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라오스는 수출량을 

기존 7,000MW에서 9,000MW로 확대하기로 합의함.16)

‒ 라오스는 2020년까지 10GW 발전설비를 확충하여, 그중 75%를 수출에 활용할 

계획임. 또한, 추가 발전설비 증설을 통해 2030년까지 20GW 이상의 발전능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17)

‒ 정부는 2017년 9월까지 태국 전력망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100MW 규모의 전

력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 태국･말레이시아를 통해 싱가포르에 전력 수출계획

을 밝힌 바 있음.

※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망(‘Laos, Thailand, 

Malaysia and Singapore Power Integration Project (LTMS-PIP)’) 추진을 

위해 당사국들과 MOU를 체결할 예정임. 

3. 전력 요금제도

▣ 전력 요금 조정

¡ 라오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도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EDL의 부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EDL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직면

하게 되었음.18)

‒ 정부는 2004년까지 전력요금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2005년 말에 이르러 ‘전력 

부문 재무 안정성 실행계획(2005~2011년)’19)을 확정하고 요금조정 프로그램을 

15) IES(2016.3.20);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3), Lao PDR Country Report 재인용

16) The Nation(2016.9.9), Thailand signs up for more Lao Power

17) The Nation(2017.1.18), Laos eyes electricity export to Malaysia this year

18) World Bank(2008.11), Lao PDR Economic Monitor, The World Bank Office, Vientiane, p.18

19) Power Sector Financial Sustainability Action Plan for 2005–2011

“라오스는 
2020년까지 태국 
및 베트남 등에 
전력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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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게 되었음.20)

¡ 라오스가 ‘전력 부문에 대한 재정 안정성 실행 계획(2005~2011년)’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낮은 전력요금, 높은 송배전 손실률, 높은 미수금 비율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

‒ 특히, 정부는 전력요금을 자국 내 전력 가격이 EDL의 국내 사업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인상을 추진하였음.

※ 라오스는 2005년 당시 전력 가격이 손익분기점 대비 10% 낮았기 때문에 

EDL은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력전원 전력 수출수익으로 만회하

는 재정구조를 보유하였음.

‒ 또한 정부는 빈곤계층에 대한 전력요금 및 전력망 연계 비용의 국가 보조 필요

성을 인지하는 한편, 산업･관개용 전력 요금은 지속적으로 낮춰 산업경쟁력 강

화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였음.

‒ 요금 조정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전력 소매요금이 인상되

었고, 이로써 국영기업 EDL이 국가 전력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가정용 전력요금 체제

¡ 라오스 전력요금은 정부가 관장하며, 요금체계는 기본요율, 미터기임대료 및 부

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정용 전력 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 구간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누진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정부는 2016년 8월까지 가정용 전력요금 체계를 3단계 누진체제로 운영하였으

며, 2006~2016년 기간 중 구간별 전력 요금 인상률은 0~25kWh 구간에서 

10.1%, 26~150kWh 구간 4.1%, 150kWh 초과 구간에서는 2.6%의 인상률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2016년 이후 생활환경 개선 등에 따른 국민 전력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50kWh를 초과하여 전력을 소비하는 계층이 증가하였고, 동 구간에 부과되는 

전력 요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음.21)

‒ 이에 정부는 2016년 8월부로 가정용 전력 가격 인상률을 조정하고, 2017년에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음.22)

20) IES(2016.3.20), Alternatives for Power Gen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21) 최은영(2016.6.24), 라오스 전기세 대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Kotra 해외시장뉴스

22) Vientian Times(2017.1.21), Govt hikes electricity rates for business, int'l organisations

“정부는 낮은 
전력요금, 높은 
송배전 손실률, 
높은 미수금 비율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가정용 전력 
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 
구간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누진적 구조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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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kWh) 2006 2011 2012 2015 2016* 2017*
∆%

’06-’16

⋅0~25 133 269 321 341 348 355 10.1

⋅26~150 276 320 382 405 414 422 4.1

⋅150 초과 773 773 923 979 999 - 2.6

⋅151~300

-

499 499 -

⋅301~400 880 880 -

⋅401~500 965 965 -

⋅500 초과 999 999 -

주 : 1) 1 kip = 0.00012 USD(2017.2월 환율 기준)

     2) *0~150kWh 구간 요금은 2016년 8월 전까지 적용된 내역. 이후 가격은 7

단계로 전환

자료 : Khamphone Nanthavong(2015.10);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20); 

Vientian Times(2017.1.21); Lao News Agency(2016.6.5) 종합

< 라오스 가정용 전력 가격(2006~2017년) >

(단위 : kip/kWh)

▣ 산업용 전력요금 체제

¡ 라오스 정부는 2006~2011년 기간 중 가정용 전력 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력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기조를 유

지하였음.

‒ 정부는 산업(제조업) 및 정부기관 사용 전력에 대해 2012~2016년 기간 중 연간 

2% 수준의 전력 요금 인상률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농업부문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높은 인상

률을 적용하여 2012~2016년 기간 중 평균 인상률은 6.9%에 달하였음.

부문 2006 2012 2015 2016 2017 2017*
△%

(’06~’16)

⋅외국인기업 1,077 1,286 1,365 1,392 1,420 1,448 2.8

⋅산업용 634 706 749 764 779 794 2.1

⋅상업용 835 997 1,058 1,079 1,101 1,123 2.8

⋅엔터테인먼트 1,106 1,321 1,401 1,429 1,458 1,487 2.8

⋅스포츠･교육 - 783 831 848 865 882 -

⋅정부기관 703 783 831 848 865 882 2.1

⋅농업(관개) 313 376 506 516 526 536 5.3

주 : 1) 1 kip = 0.00012 USD(2017.2월 환율 기준)

     2) *2017년 1월 21일 이후 적용 예정

자료 : Khamphone Nanthavong(2015.10); 라오스 에너지광물부(2016.5.20); Vientian 

Times (2017.1.21) 종합

< 라오스 산업용 전력 가격(2006~2017년) >

(단위 : kip/kWh)

“정부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력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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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부는 산업･외국인기업에 적용되는 전력 요금을 재조정 하여 기존 계

획보다 1.9~2.0% 인상하는 요금조정을 승인하였음.23)

4. 전원개발 계획 및 애로요인

▣ 전원개발 계획

¡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수력발전 전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력수출 수익을 

국가･사회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수력발전 잠

재력이 23,000MW24)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정부는 2014년까지 수력발전 잠재용량의 약 15.3%(3,529MW)만이 개발된 상

태로 평가하고, 향후 수력전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 총 유량의 약 35%가 자국의 영토를 경유하고 있으며, 

특히 몬순(계절성 장마)시기에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20년 전력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50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

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IPP 참여를 예정하고 있음.

¡ 라오스는 수력발전 설비 확충을 주로 IPP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수력전원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완료되었거나 2020년까지 예정된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에는 

일본, 태국, 홍콩, 노르웨이, 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표> 라오

스 주요 IPP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현황)

23) Vientian Times(2017.1.21), Govt hikes electricity rates for business, int'l organisations

24) Khamso Kouphokham(2012.7), Overview of the Lao Power Development Program

“정부는 자국의 
전력수출 수익을 
국가･사회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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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역
용량

(MW)
투자자(지분: %)

상업

운전 

전력

수요처

Xekaman 1 Attapue 322 ⋅VLP(Vietnam): 100% 2016
태국

/라오스

Nam Sim Houaphanh 8

⋅ECI(Laos): 25%

⋅Energy Development 

(Norway): 75%

2016 라오스

Nam Mang 1 Bolikhamxay 64

⋅EEDL(Laos): 15%

⋅Far-East Industrial Co., 

Ltd(HongKong): 85%

2016 라오스

Nam Lik 1 Vientiane 61

⋅EDL(Laos): 20%

⋅Hydro Engineering Co. 

(Thailand): 80%

2017 라오스

Nam Phay - 86
⋅EDL(Laos): 15%

⋅Norinco: 85%
2018 라오스

Nam Tha 1
Louangnamtha

& Borkeo
168

⋅EDL(Laos): 25%

⋅China Southern Grid: 75%
2018 라오스

Xayabouly 

(Mekong)

Xayabouly-

Luangphabang
1,285

⋅EDL(Laos): 20%

⋅Ch.Kanchang: 30% 

⋅EGCO: 12.5%

⋅Natee Synergy: 25%

⋅Bang KikExpressway: 7.5%

⋅PT: 5%

2019
태국

/라오스

Sepien- 

Xenamnoy

Attapeu &

Champasak
410

⋅LLHSE: 24%

⋅SK E&C(Korea): 26%

⋅Korea Western Power 

Co., Ltd.: 25% 

⋅Ratchaburi Electric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Limited: 25%

2019
태국

/라오스

Nam Ngiep 1 Bolikhamxay 290

⋅LHSE : 25%

⋅Kansai Electric(Japan): 

45%

⋅EGAT Inter: 30%

2019
태국

/라오스

Nam Pha Luangnamtha 130
⋅AP Bizlink Group 

(Malaysia): 100%
2019 라오스

Nam Phak Champasak 45

⋅EDL (Laos) 20%

⋅Kobe Green Power 

Co.,Ltd (Japan): 40%

⋅Investors yet to be 

found 20%

2020 라오스

Don Sahong Champasak 240

⋅GOL 20% 

⋅Mega First(Malaysia): 

80%

- 라오스

Nam Ou 

1,3,4 & 7 
Luangphabang 732

⋅Sinohydro: 85%

⋅EDL: 15%
- 라오스

자료 : 라오스 에너지광물부 에너지사업국 홈페이지, www.poweringprogress.org/new/ 

power-projects/construction; 라오스 에너지광물부 에너지정책계획국(2016.8.4)

< 라오스 주요 IPP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현황(~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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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요인 및 과제

¡ 라오스는 수력전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재원 조달, 송배전 

손실률 개선,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존 등 경제･기술･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해결

해야할 과제에 봉착해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력전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국가･사회발전 계

획에 기초한 전원개발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재원조달과 선진 발전기술 도입, 
인력양성 등에서 전력산업 선진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선진 수력발전 기술 및 전력시스템 운영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계 IPP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원조달은 다자 금융기구의 에너지인프라 구

축 지원 및 ODA 개발원조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분야별 전원개발 애로요인 및 해결과제

경제적

 ∙ ‘2020년까지 전력화율 90% 달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 및 오프그리드 

보급을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성에 직면

  - 국가 전력망 통합, 전력공급 신뢰성 개선, 고전압 송전시스템

(230kV, 500kV급) 확충, 수출용 발전설비 및 송전망 구축에 막대한 

재원 필요

 ∙ EDL의 미수금 관리 필요성

  - 소비자 전력요금 결정시 EDL의 미수금 반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

보 필요

기술적

 ∙ 송배전 손실률 감축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필요

  - EDL은 송･배전 손실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국들과 비교하여 높은 송배전 손실률에 직면하고 있음. 

 ∙ 대규모 수력전원 프로젝트 개발 필요

  - 현재 라오스의 수력발전은 중･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

으나, 향후 정부의 전력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

력전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외국기업들의 경험･기술 유치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음.

 ∙ 발전부문 기술인력 양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

  - 라오스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발전프로젝트 추진 시 중국 기술인력

에 의존해야하는 한계에 봉착

사회･환경적 

 ∙ 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력 자원 개발 필요

  - 라오스 GDP의 농업(주로 벼농사) 비중이 25% 이상이고, 국민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

  - 라오스 수력전원 개발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됨.

자료: ADB(2010.10); BMI Reserach(2015.4); Chanthaboun Souk Aloun (2014.4.2); CIA 

홈페이지, World Factbook; World Bank – Databank 홈페이지

< 라오스 전원개발 애로 요인 >

“정부는 지속 
국가･사회발전 
계획에 기초한 
전원개발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선진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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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일 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요인

해외정보분석실 정귀희(ghjung15258@keei.re.kr)

▶ 저유가 기조에서도 미국의 여러 셰일 자원 및 타이트 오일(tight oil) 플레이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음.

▶ Permian basin의 원유 생산량은 2014년 이래 1/3이상(50만b/d)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수･합병 및 

지분 매각, 신규 자원 발견 등이 이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초 붐이 시작되었던 Bakken에서는 

Permian basin과 같은 수준의 진보된 수압파쇄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생산 활동도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음.

▶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생산기업들이 셰일 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시행하였고 게다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개발이 집중된 점이 생산성 향상에 일부 기여하였음.

▶ 유정 개발을 완료하고 수압파쇄를 실시하는 오일필드 서비스 기업들은 유가 하락이 시작되면서 개발이 

주춤하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상당히 할인하였음. 서비스 비용이 하락하면서 생산기업은 

시추나 신규 유정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연구도 집중하였음.

▶ 생산기업들은 이처럼 서비스 비용이 낮은 시기를 이용하여, 유가 상승 시 완공할 수 있는 유정을 지속적으로 

시추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 탐사 및 개발(Exploration & Production, E&P)의 방법과 기술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음. 

유정 개발 완공 디자인에 대한 이해, 유정의 간격, 암석 분석의 중요도에 대한 강조, 적절한 수평 시추 위치 

등의 요소가 유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 매장지에 대한 생산기업의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유정 간격 및 수평 시추 위치가 조정되었고, 신규 수압파쇄 

디자인 적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1. 미국 셰일자원 개발

▣ 셰일 산업의 생산성 변화

¡ 저유가 기조에서도 미국의 여러 셰일 자원 및 타이트 오일(tight oil) 플레이

(play)1)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생산성 개선을 이루었음.

‒ 특히 Permian, Williston, Powder River basin에서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을 이룩

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역 내 유･가스정이 생산 개시된 후 최

초 12개월 동안 회수가능 매장량(Estimated Ultimate Recovery, EUR)2)은 41% 
증가하였으며, 60개월 동안의 EUR은 22% 증가하였음.

･ 이는 특히 전 세계 에너지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이 저유가 환경에 대처하

기 위해 비용 및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한편, 생산 활동을 축소하는 등 각고

1) 셰일지대 내 유망한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basin 내 여러 플레이가 존재할 수 있음.

2) EUR은 석유･가스 매장지나 유･가스정에서 잠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략적인 자원량이나 이미 

회수된 자원량을 나타냄.

“미국 셰일 자원 
및 타이트 
오일(tight oil) 
플레이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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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Permian, Williston, Powder River basin의 회수가능 매장량 >

‒ Permian, Williston, Powder River basin 지역의 모든 수평정(horizontal well)의 

평균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2014~16년 생산을 개시한 유･가스정의 생산량은 

2011~2013년 생산을 개시한 유･가스정 대비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유･가스정의 생산성 향상은 생산이 개시된 이후 최초 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주 : * 주요 셰일 지대는 Permian, Williston, Powder River basin 등임.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주요 셰일 지대* 내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 >

(단위 : b/d)

▣ 셰일자원 생산량과 유정 개발 현황

¡ 2014년 원유 시장 침체 이후 Eagle Ford, Permian, Williston, Powder River 
basin의 원유 생산량과 유정 개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유･가스정의 
생산성 향상은 
생산이 개시된 
이후 최초 2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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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유가가 하락하면서 Permian basin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유정의 수는 

급감했으나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수직정(vertical well)의 생산량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수평정의 생산량 

증가가 이를 능가하였기 때문임.

‒ Eagle Ford의 생산량은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2015년 봄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음.

‒ Williston basin에서 개발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활동을 집중

하면서 이 지역의 생산량도 감소세를 보임.

‒ Powder River basin의 생산량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

들이 유정 개발을 완공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주요 셰일지대의 원유 생산량(2013~2016년) >

(단위 : 천b/d)

주 : * 추가된 유정은 수평정과 수직정을 모두 포함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주요 셰일지대에서 연간 추가된 유정*의 수(2013~2016년) >

2. 주요 셰일자원 생산지대별 생산성 변화

“2014년 말 
유가가 
하락하면서 
Permian 
basin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유정의 
수는 급감했으나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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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an basin

¡ Permian basin의 원유 생산량은 2014년 이래 1/3이상(50만b/d)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수･합병 및 지분 매각, 신규 자원 발견 등이 이 지역에 집중되었음.

‒ Permian basin 내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유가 하락

이 시작되었던 2014년 생산이 개시된 유정의 생산성이 그보다 앞서 생산을 개

시했던 유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2013년 생산이 개시된 유정의 초기 생산량(initial production, IP)은 300b/d에 

그쳤으나, 2016년 생산이 개시된 유정의 IP는 500b/d로 대폭 향상됨.

･ 또한, 생산 개시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생산량도 과거에 비해 높게 유지됨.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Permian basin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2011~2016년) >

(단위 : b/d)

‒ 부분적으로 이 같은 생산량 증가는 과거 전통적 구조(formation)로 여겨졌던 Bone 
Spring, Trend Area, Wolfcamp 플레이 등에 비전통적인 시추 기술을 적용한 덕분임. 

‒ 지난 3년 동안 매년 Permian basin에서 추가된 유정의 수는 Williston basin, Powder 
River basin, Eagle Ford 등 세 지역에서 추가된 유정의 총합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 Permian basin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유 생산 지역 중 하나이며, 2016년 8
월 기준, 15만6,000개가 넘는 유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이 지역 생산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수직정 시추에 집중하였으나, 2015년
에 추가된 수직정은 3,000여 개에 그쳤으며, 최근에는 수평 시추가 더욱 우세함. 

“Permian 
basin의 원유 
생산량은 2014년 
이래 
1/3이상(50만b/d) 
증가하였음”

“Permian 
basin에서는 
2016년 8월 기준, 
15만6,000개가 
넘는 유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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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Permian basin 내 수평정에서 생산된 원유는 75만b/d에 그쳐, 이
는 Bakken이나 Eagle Ford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 중순에는 120만
b/d를 상회하였음.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Permian basin 내 수평정과 수직정의 원유 생산량 비교(2000~2016년) >

▣ Bakken

¡ 2000년대 초 붐이 시작되었던 Bakken에서는 Permian basin과 같은 수준의 진보

된 수압파쇄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생산 활동도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음.

‒ 2014년 Bakken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 지역 생

산자들이 Permian에서 막 생산을 개시하려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Bakken으
로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였음.

‒ 2014년 이후로 Bakken에서 개발 및 생산 활동이 감소하였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이 지역에서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함.

¡ Bakken에서는 Permian basin에서보다 시추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유정 개발이 

완공되는 경우가 드물었음.

‒ Bakken, Eagle Ford, Powder River basin 플레이의 상위 10개 생산기업

이 전체 생산량의 2/3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Permian에서는 대

략 절반을 차지함.

‒ 최근 Bakken에서 활동은 기업의 모든 자산 또는 주요 셰일 자산이 Bakken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Bakken에서 뒤늦게 셰일 자원 개발을 시작한 몇몇 기업도 시추 활동을 

활발히 하며 유정 개발 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4년 11월, 
Permian basin 
내 수평정에서 
생산된 원유는 
75만b/d에 그침”

“2000년대 초 
붐이 시작되었던 
Bakken에서는 
Permian basin과 
같은 수준의 
진보된 
수압파쇄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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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ston basin은 미국의 비전통 원유 플레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

이지만, 2015년과 2016년에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생산자들은 Williston basin, Bakken, Three Forks 등의 자원 

부존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임.

‒ Williston basin의 생산량은 최초 생산 수준과 상관없이 생산 개시 후 20개월이 

지나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감소폭을 낮추고 EUR
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Williston basin 내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2011~2016년) >

(단위 : b/d)

▣ Powder River basin

¡ Powder River basin의 현재 생산량은 10만b/d에 못 미치나 비전통오일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생산량 향상을 이룩하였음.

‒ 이에 따라 2016년 생산이 시작된 유정의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른 플레이에 비해 유정의 개수가 매우 작은 편이

고, 몇몇 기업이 생산량을 주도하고 있음.

‒ 원유시장이 회복되면 Powder River basin에서 개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

로 기대되고 있음.

･ Devon社, Chesapeake社, ConocoPhillips社 등 대규모 개발 기업들은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Powder River basin 내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며, 
EOG社는 Yates Petroleum社 인수를 통해 이 지역 내 자산을 증대한 바 있음. 

‒ 이 지역의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한데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중류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Powder River 
basin 개발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임.

“Williston 
basin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Powder River 
basin의 현재 
생산량 많지 
않지만, 
비전통오일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생산량 향상을 
이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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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Powder River basin 내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2011~2016년) >

(단위 : b/d)

▣ Eagle Ford

¡ Eagle Ford는 2014년 이래 생산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대부분 유정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못하였음.

‒ 이 지역에서 개발 활동을 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며, 이들 기업이 보유한 지역 대부분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

･ 게다가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보유한 자산은 원유가 아니라 콘덴세이트

(condensate)나 휘발성 유종(volatile oil)이기 때문에 유정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음.

‒ Eagle Ford 내 신규 유정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Bakken이나 

Permian과 같은 증가세는 보이지 않음.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Eagle Ford 내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2011~2016년) >

(단위 : b/d)

‒ Eagle Ford 내 원유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EOG社는 저유가 기간에

“Eagle Ford는 
2014년 이래 
생산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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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시추, 유정 완공, 신규 유정에서 생산 개시 등 개발 활

동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신규 유정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Eagle Ford 내 EOG社 수평정의 생산 개시 연도별 생산량 >

(단위 : b/d)

3. 셰일 산업의 생산성 향상 요인

▣ 탐사･개발 및 생산 지역 변경

¡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생산기업들이 셰일 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생산성 향상에 

일부 기여하였음.

‒ 2014년 이후 신규 유정을 개발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2015년 신규 유정을 추가한 기업의 수가 2014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6년 

신규 유정을 추가한 기업의 수도 2015년 대비 감소하였음.

‒ 소규모 기업이 저유가 기간 동안 주요 셰일 지대에서 추가한 신규 유정의 수는 

매우 적었거나, 아예 신규 유정을 개발하지 않은 기업도 있음.

･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유정 생

산성은 낮기 마련임.

‒ 또한, 각 지역 내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곳에서 시추 활동이 감소하였음.

･ 시추나 유정 개발 비용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유가 시

기 동안 시추 및 유정 개발 완공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게 되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 Permian basin 내 주요 기업들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생산기업들이 
셰일 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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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정 생산성은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2014년 이전에는 전통적인 수직정 개발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준이 되는 2014
년에는 생산성이 비교적 높지 않았음.

‒ 그러나 비전통적인 타이트 오일 개발 기술이 적용되고 수평정 개발이 진행되면

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충분한 중류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

제 시설 허브에 가깝게 위치한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였음.

주 : * Permian basin의 Bone Spring의 2014년 생산량을 1로 보고 각 지역 

별 생산량을 배수로 표기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2016.11)

< 각 지역 내 주요 개발 기업의 생산량 변화(2014~2016년) >

¡ Powder River basin 내 Turner의 생산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정도 증

가하였음.

‒ Powder River basin 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Turner에서도 수평 시추가 시

작되는 등 비전통적 기술이 최초로 적용됨.

‒ 2016년에는 상위 2개 기업이 원유 1만b/d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

업이 생산성 향상을 주도해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수평 시추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Williston basin의 Middle Bakken과 Three Forks는 상당한 생산성 향상

을 이룩하였음.

‒ 그러나 중류 인프라(수송)에 대한 제약이 정두(Wellhead) 가치를 낮추고, 이 지

역 개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시추 및 유정 개발 비용 때문에 2016년 신규 유정을 추가한 

독립 생산기업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

“비전통적인 
타이트 오일 개발 
기술이 적용되고 
수평정 개발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Powder River 
basin 내 
Turner의 
생산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정도 
증가하였음”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호 2017.2.13

¡ 유정 개발을 완료하고 수압파쇄를 실시하는 오일필드 서비스기업들은 유가 하락

이 시작되면서 개발이 주춤하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상당히 

할인하였음.

‒ 특히, 시추, 압력 펌프(pressure pumping), 장비 대여 비용 등이 상당히 하락하

였음. 

‒ 2013년 이후로 매년 마이너스 수익을 거뒀던 Pioneer Resources社, Continental 
Resources社, Oasis Petroleum社 등 일부 대규모 독립 생산기업이 2016년 매 

분기 플러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수익은 시추 기간 단축, 유정 완공 디자인의 향상, 정확한 수평

(lateral)3) 시추 위치, 정교한 수압파쇄(fracture treatment) 등을 통한 생산성 향

상과 함께 서비스 기업의 수수료 할인 때문이었음.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에 지불하는 수수료 감소와 내부적인 효율 향

상 및 운영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50%씩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이 시추나 유정 개발 비용이 25~45% 감소하였다고 언급함.

･ 예컨대, 2014년 시추 및 개발 완료에 9억 달러가 소요됐던 Bakken 지역의 유

정에 현재는 5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음.

▣ 기술적 요인

¡ 서비스 비용이 하락하면서 생산기업이 시추나 신규 유정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하였음.

‒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자산 및 매장지역을 점검･연구하고, 지질학 및 지질 물리

학적인 투자를 확대하였음.

･ 따라서 생산기업들은 지질과 암석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으

며, 더욱 효율적인 리그(rig)와 시추방향 제어(geosteering) 기술, 수평 시추 길

이(lateral length) 연장, 더욱 강력한 펌프 압력 등을 이용하게 됨.

‒ 시추와 유정 개발 완료 시간 단축은 원유 시장 침체 동안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효율 향상에 속하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추 및 유정 완료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리그와 서비스, 장비에 대한 생

산기업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추 및 유정 완공 시간이 단

축되었음에도, 유정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 생산기업들은 이처럼 서비스 비용이 낮은 시기를 이용해 유가가 상승하면 완공

하기 위한 유정을 계속해서 시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3) 비전통자원 석유･가스 시 지하 셰일 암석층에 도달하기 위해 수직(vertical) 시추 이후 수평

(lateral)으로 시추하는 것을 의미함.

“오일필드 
서비스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상당히 
할인하였음”

“서비스 비용이 
하락하면서 
생산기업이 
시추나 신규 유정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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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시추했으나 완공되지 않은 미완결유정(drilled but uncompleted wells, 
DUCs)의 수가 수천 개에 달했으며, 생산기업들은 이들 DUCs에 필요한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음.

･ 이 같은 인프라에는 펌프 잭(pump jack)이나 탱크 배터리(tank battery)뿐만 아

니라 파이프라인과 같은 가스 채집 시스템(gathering system)도 포함됨.

‒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저유가 기간 동안 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상

당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

･ Bakken 지역의 개발 기업은 오수 처리를 위해 전문 기업에 막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Permian 지역도 엄청난 양의 오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 탐사 및 개발(Exploration & Production, E&P) 방법과 기술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유정 개발 완공 디자인에 대한 이해, 유정의 간격, 암석 분석의 중요도에 대한 

강조, 적절한 수평 시추 위치 등과 같은 요소가 유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 

‒ 생산기업들은 자사가 시추하는 매장지에 대해 더욱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게 되

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페이존(pay zone)에 유지될 수 있도록 수평 시추를 실

시하고 있음.

･ 이는 초기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EURs을 향상시키고, 생산 개

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방지함.

¡ 매장지에 대한 생산기업의 이해도가 향상되고, 유정 간격 및 수평 시추 위치가 

조정되고, 새로운 수압파쇄 디자인 적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또 다른 변화

로 이어지고 있음.

‒ 생산기업은 수압파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보다 균열(fracture)을 유정구

(wellbore)에 가까이 유지하여, 매장지로부터 원유를 쉽게 채굴하는 기법을 개

발하게 됨.

‒ 또한, 암석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수평 시추를 실시하고, 그와 근접한 곳에 또 

다시 수평 시추하고 있음.

･ 이는 곧 수평 시추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매장지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시추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게다가 한 유정에 균열이 생겨도 다른 유정의 원유가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각 구역에 더 많은 유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장지와 시추 

지점이 더욱 증가됨.

‒ 생산기업들이 균열을 유정구에 가까이 둠으로써 더 저렴한 균열지지제

“탐사 및 
개발(Exploration 
& Production, 
E&P) 방법과 
기술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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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pant)나 액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과거 젤(gel)이나 하이브리드(hybrid), 세라믹 혹은 수지 가공 모래(resin-coated 
sand)를 사용했던 것 대신 슬릭워터(slickwater)나 모래 등 저가의 균열지지제

를 이용하면서, 이 또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참고문헌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Unravelling the US Shale Productivity 
Gains, No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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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 발표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13.5 계획’ 기간 동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000TWh까지 증대하는 계획을 밝힘(2017.1.19).

‒ 이는 ‘전력부문 13.5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한 목표치(2,200TWh)보다 약 1.8배 높은 수

준으로, 전력 피크 발생 시 전력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전력망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국 27개 성(省)･자치구 중, 2016년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신규 화력발전량을 초과하는 성･자치구는 15개이며, 16개 성･자치구에서는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가에너지국(N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국의 기광(棄光)･기풍

(棄風) 전력량은 37.1TWh으로, 이는 2015년의 연간 기광･기풍 전력량에 육박함.

‒ 이에 대해 국가전력망공사 장정링(張正陵) 발전기획부 부주임은 기광(棄光)･기풍(棄風) 문
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6년의 경우 전국 27개 성(省)･자치구 중 15개 성･자치구에

서는 기풍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힘.

‒ 기풍 문제는 서북 및 동북지역에서 심각한 편으로 전체 기풍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중 간수(甘肅), 신장(新疆) 지역은 전체 기풍량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덧붙임.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20가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장정

링 부주임은 이를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눠서 정리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 피크 부하 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부문 13.5계
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 확대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함. 

･ ‘전력부문 13.5계획’에서는 2020년 풍력 210GW, 태양광 110GW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2016년 말 대비 설비용량이 풍력은 40.9%, 태양광은 42.1% 증가하는 것임.

‒ (송전망 확충) 지역 간 송전망을 확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송전하도록 하고, 도시

와 농촌간의 송전망 건설에 대한 투자 방안을 마련함. 

‒ (신규 수요처 창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전기에너지로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

력 피크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함.

‒ (전력거래시장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유리한 가격 시스템 및 전국적인 전력거래시장

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전력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中國經營網, 2017.2.3; 中國經濟網,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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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 ‘2016~2017년 중국 전력수급 현황 및 예측 보고서’ 발표

¡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는 ‘2016~2017년 중국 전력수급 현황 및 예측 보고서(2016-2017年
度全國電力供需形勢分析預測報告, 이하 ‘보고서’)에서, 2017년 중국의 전력 사용량 증가

율이 2016년의 5%보다 낮은 3%에 그칠 것으로 예측함(2016.2.25).

‒ 서비스업 및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 현황, 전기에너지로의 대체, 기상 여건 등의 요소들을 고려

하여 전망한 결과, 2017년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 하절기 및 동절기에 이상기온(혹서 또는 혹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

가 약 1%p 정도 변동할 수 있음.

･ 2016년 전력 수요 증가율은 5%로, 분기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 2.1%, 7.8%, 6.5% 
증가하였으며, 3분기에는 지속적인 고온현상 등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고 4분기까지도 증가

세가 지속되었음.

¡ ‘보고서’에서는 신규 발전용량이 2017년에도 110GW에 달하고 비화석에너지 발전 비중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전력 수급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신규 증설 발전설비는 약 110GW이며, 그중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는 약 60GW로 예측함. 또
한 2017년 말에는 발전설비 총용량이 1,750GW에 육박할 것이며, 그중 비화석에너지 발전설

비 총용량은 660GW로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은 120GW, 이 중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72GW였음.

‒ 화베이(華北) 지역의 전력 수급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화동(華東), 화중(華中) 
및 남방(南方) 지역의 전력 수급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함.

¡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은 13.5계획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 효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예측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력시장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함.

‒ 또한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투자를 제한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전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전력기업들의 경영부담과 리스크를 낮춰주어야 하며, 전력부문의 

개혁과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經濟參考報, 2017.1.29)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국토자원부,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과 국토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13.5계획(2016~2020년)’을 바탕

으로 작성한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地热能开发利用“十三五”规划, 2016~2020, 이
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17.1.23), 이번 ‘계획’은 처음 발표된 지열부문 13.5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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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신규 냉･난방 공급 면적은 11억m2이며, 그
중 천부(淺部) 지열에너지 이용 냉･난방 공급 면적은 7억m2, 수열형(水熱型) 난방 공급 면적

은 4억m2이고, 신규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500MW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누적 냉･난방 공급면적은 16억m2,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530MW에 달할 것임. 2016년 이전의 중국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30MW에 불과했음.

‒ 2020년 연간 지열에너지 공급량은 7,000만tce, 연간 난방 공급량은 4,000만tce로 예측되며, 징
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지역의 연간 지열에너지 공급량은 2,000만tce에 육

박할 것으로 전망함.

‒ 계획기간 중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에 총 2,600억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천부 지열에

너지 이용 냉･난방에 1,400억 위안, 수열형 난방에 8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

¡ 중국에서 지열에너지가 풍부한 336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천부 지열에너지의 매년 가채자

원량은 약 7억tce, 수열형 지열에너지의 자원량은 약 1.25억tce로 예측되나 낮은 탐사수준, 관
리체제 미흡, 일관된 기술규범 및 기준 부재 등으로 지열에너지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지급시(地級市)는 성(省)과 현(縣) 사이의 행정구역 단위로 2급 행정 단위에 속하며, 1983년 

11월 5일 지급시 제도가 도입됨.

‒ ‘계획’에서는 ‘집중형 및 분산형 결합 방식’을 응용하여 수열형 난방을 확대하고, 건열암

(HDR) 기술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건열암(hot dry rock, HDR) 기술 :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기술의 하나로 지하 

심부에 있는 고온의 암반에 물을 주입하여 가열된 물을 지표로 끌어올려 발전하는 것으로 

주입공과 생산공 등 최소 2개 이상의 시추공이 필요함.

‒ 또한 천부 지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열에너지 평가기술, 고효율 열교환기

술, 중고온 히트펌프기술 등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중･저온 지열발전 및 EGS 발전 프로

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지열에너지 발전용량이 매년 100MW에 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西藏)지역을 중심으로 400MW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임.

‒ 대상 지역은 당슝현(當雄縣), 나취현(那曲縣), 취메이현(措美縣) 등 11개 지역이며, 이들 지

역은 발전 잠재력이 총 830MW에 달하는 고온 지열대임.

‒ 또한 수열형 지열에너지 난방 보급률이 높은 징진지(京津冀) 지역 외에 산시 타이위안(山西

太原), 산시 셴양(陝西鹹陽), 산동 둥잉(山東東營) 등의 지역에도 수열형 지열에너지 난방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2015년 말 기준, 수열형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공급 면적은 1.02억m2, 천부 지열에너지

를 이용한 냉･난방 공급 면적은 3.92억m2였으며, 약 80%의 천부 지열에너지가 징진지(京津

冀), 허난(河南), 랴오닝(遼寧), 산동(山東)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界面新聞; 中國網,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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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환경성･경제산업성 의견차이로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 난항

¡ 파리협정 체결로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 논의에 착수하였음.

‒ 파리협정은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전략’을 UN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 이상이라는 감축목표를 위한 전략을 이미 제출하였으

며, 멕시코･독일･캐나다･프랑스도 제출하였음. 주요 7개국(G7) 가운데 영국･이탈리아･일본

은 아직 전략 수립 중임. 이탈리아와 영국은 금년 5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정상회담 

이전까지 공표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각의 결정하였음

(2016.5월). 이르면 2017년 4월에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의견을 조정하여 일원화된 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 그러나 온난화대책 방향성 및 감축 방법 등을 둘러싸고 양 성의 기본 방침이 크게 상이하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온난화에 대한 견해)

･ 환경성은 온난화가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며 과거 공해로 인한 피

해를 입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혁명 이전과 비

교하여 지구 온도 2도 이내 상승을 억제하자는 ‘2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배출량을 

1조 톤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온실가스가 2배가 된 시점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기후민감도(climate 
sensitivity)’ 등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으며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폭 

넓게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임. 또한, 장기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UN에 제출한 미국･독일･프
랑스 등 국가들이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별도로 검토 중’이라며 일본도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온난화대책 방향성)

･ 환경성은 일본 내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환경성은 해외 

잉여배출권을 매입하여 국내 초과배출분을 충당하여도 실질적인 배출량 제로(0)는 어렵다

고 보고 자국 내 감축을 중시하는 입장임.

･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에 한해 80%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본의 투자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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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한 국제적 감축 기여를 중시하는 입장임.

･ 한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모두 80%감축에 대한 기준년도를 제시하지 않았음.

‒ (경제적 관점)

･ 환경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난화대책은 “저탄소기술 및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여 정체되고 있는 일본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자국 내에 2050년까지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할 경우, 모든 전력

을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으로 충당하더라도 “농림수산업과 2~3개 산업만 가능한 수준”
이라며 거액의 비용 부담을 동반하는 산업구조의 대변화의 가능성을 우려함.

‒ (탄소가격제 도입)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환경성의 장기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온실가스 배출

량 상한을 기업 및 지자체에 할당하는 제도임.

･ 환경성은 탄소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국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선행하여 도입하고 

있는 도쿄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실례로 탄소배출가격이 높은 스웨덴

과 같은 경우 탄소생산성과 1인당 GDP도 높음. 

･ 경제산업성은 탄소가격제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력 및 철강 등의 업계

에 대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도입에 소극적임. 지구온난화대책세율은 289엔/톤이나 에너

지 관련해서 석유세, 석탄세 등으로 “이미 4,000엔/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임. 

‒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 발효된 파리협정은 온난화

대책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교토의정서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향후 일본 정부의 장기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좌우될 가능성

도 있음.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17.2.3)

▣ 도쿄가스･도쿄전력,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대비 움직임

¡ 도쿄전력과 도쿄가스가 2017년 4월에 실시되는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타 회사와 

제휴 등을 통한 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로써 간사이지역에 비해 저조했던 간토지역의 

가스시장자유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도쿄가스는 LPG 판매회사 Saisan과 도시가스 및 LPG 판매 등에서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2017.2.2). 도쿄가스는 제휴를 통해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한 기존 

소비자 이탈에 대비할 계획임.

･ 도쿄가스는 도시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Saisan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며, 
Saisan의 소비판매망을 이용하여 LPG 사업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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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san은 경제산업성에 가스소매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르면 4월에 간토지방의 도

쿄가스 공급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임. 同 사는 도쿄가스로부터 도매로 공급

받은 가스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PG 판매가 주력 사업인 同 사는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에도 참가하였으며 이번 도시

가스소매시장 참가로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종합에너지회사로 거듭나고자 함.

‒ 도쿄전력 자회사는 LPG 대기업인 Nippon Gas와 제휴하여 도시가스 소매시장에 참가할 방침

임. Nippon Gas는 2017년 4월부터 도시가스 공급처를 도쿄가스에서 도쿄전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10개사(2017.2.1일 기준)
에 그친 상황임. 경제산업성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필요

하므로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참가를 촉구할 계획임.

‒ 현재 가스소매사업자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주요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총 10개
사이며, 이로 인해 자유화된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일본 전국 면적의 약 6%에 불과함. 이는 같

은 시기에 100건 이상이었던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

･ 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소매사업자가 조달할 수 있는 거래소가 적어 진입장벽이 높음. 

･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규슈전력, 시코쿠전력, INPEX, San-Ai Oil, Tohoku Natural Gas, Japan 
Facility Solutions, Kumamoto Mirai LNG, Chikugo Gas이 참여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스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지침

을 발표하였음(2017.2.6). 

･ 가스소매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을 요청받은 주요 가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가스소매시장 참가를 촉진함.

･ 同 지침에서는 대량의 가스를 보유한 주요 가스회사는 신규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도매공

급 및 LNG기지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경제산업성, 2017.2.1, SankeiBiz, 2017.2.3, 日本経済新聞, 2017.2.2,3,6)

▣ 경제산업성, 소비자부담 경감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규제안 검토

¡ 경제산업성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관한 정부 인가를 받은 이후 태양광 패널만

을 증설하여 전기 판매 수입을 늘리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 검토에 착수하였음.

‒ 태양광발전 매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패널로,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FIT매

입가격이 결정됨. FIT 도입 당시 대규모 태양광 매입가격은 40엔/kWh이였음(2017년 21엔
/kWh로 인하 예정). 

‒ 그러나 최근 패널가격이 기술혁신 및 저렴한 중국제 도입 등으로 인하되어 ‘과적재’인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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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컨디셔너(Power Conditioner,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가정용연료전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정 등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인버터) 용량 이상의 출력 패널을 

설치할 경우를 과적재라고 함.

‒ 이처럼 과적재 설비가 증가된 결과, 태양광발전의 설비이용률(발전규모에 대한 발전량의 비율)
은 매년 상승하였음. 

･ 발전규모가 1,000kW이상의 실적치를 보면 2015년 7월~2016년 6월에 가동을 시작한 경우, 
설비이용률이 15.1%가 되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0.5p% 상승한 수준임. 또한, 2,000kW
이상의 발전설비에서는 16.3%로 상승하였음.

‒ 현행 제도에서 과적재는 제도상 출력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만을 증설하여 발전한 

전력도 인가를 받은 당시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 

･ 2012년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후에 저렴하고 출력이 높은 새로운 패널을 설치하더라도 

모든 전력을 40엔/kWh으로 판매할 수 있어 업계 내에서도 매년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이 인

하하는 상황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태양광의 과적재 설비는 6만 건 이상으로 파악되며, 이대로

라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경제산업성은 2017년 여름 이후 인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설치한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계획임.

¡ 한편,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존의 FIT에서 자가소비 등 자립 가능한 재생에

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임. 

‒ FIT를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순조롭게 증가하였으며, 도입 이후 가동을 개시한 발전설비

규모는 3,000만kW를 넘었음.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
년에는 국가 전체의 4.7%까지 확대되었음. 

‒ 해외의 약 2배 수준인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물이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출 목표를 제시하였음.

･ 비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비용을 2020년에는 14엔/kWh, 2030년에는 7엔/kWh까지 낮출 계

획임. 14엔/kWh는 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와 같은 수준이며 7엔/kWh로 인하되면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비용보다도 저렴한 수준이 됨.

･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비용은 2019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와 같은 수준인 24엔/kWh
까지 인하할 계획임. 2020년 초기에는 11엔/kWh까지 낮춰 전력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 

단가와 동등하게 할 것임.

‒ 이미 해외에서는 태양광 발전전력 거래가격이 6엔/kWh이하인 사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 태양광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은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연료비가 들지 않으므로, 발
전설비를 장기적으로 가동하여 저렴한 단가로 전력을 공급해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

(スマートジャパン, 2017.1.5; SankeiBiz; 産経新聞,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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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헝가리,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Viktor Orban 총리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를 비판하고 양국 간 에너지부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2017.2.2).

‒ Orban 총리는 EU의 對러 제재 조치 이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에서 

지난 3년간 약 6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앞으로는 러시아의 정치 및 무역 파트너

로서 자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푸틴 대통령은 관련 협정을 수정한다는 조건 하에, 헝가리 Paks-2 원전의 2개 원자로 신규 건

설 사업(총 사업비가 125억 유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힘.

※ 헝가리 유일의 Paks 원전(총 설비용량 2,000MW)은 부다페스트에서 100km 떨어진 Paks市
에 위치하며, 구소련이 건설함. 총 4기의 VVER-440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982, 

1984, 1986, 1987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헝가리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2014년 12월 러시아 국영원전기업 Rosatom과 헝가리 정부는 Paks 원전 증설 프로젝트인 

Paks-2(VVER-1200 원자로 5, 6호기 건설)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앞서 2014년 3월 러시아와 헝가리는 Paks-2 원전 건설비용의 80%를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가 최대 100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한편, 2015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Paks-2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시장 규칙에 따라 진행되

고 있는지와 반독점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등 同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음.

･ 2016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수의계약으로 Rosatom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EU 입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현재는 Paks-2 원전 건

설 사업의 자금조달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EU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Orban 총리는 원전 증설과 관련된 장애물이 대부분 

정리되었고 러시아와의 협약이 EU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고 확신한다며, 2017년 내에 

Paks-2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Carnegie Europe의 Judy Dempsey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EU 회원국 간에 분열을 조장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푸틴 대통령이 對러 제재 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헝가리를 파트너로 삼아 회유한 것이라

고 설명함(Financial Times, 2017.2.3).

¡ 또한, 양국 정상은 현재 Gazprom이 추진하고 있는 Nord Stream-2 및 Turkish Stream 가스관

을 통한 對유럽 가스 공급부문에 헝가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Orban 총리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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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 중인 모든 가스관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힘.

‒ 러시아는 헝가리 석유 수요의 75% 이상을, 가스 수요의 60%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를 통해 헝가리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헝가리는 2016년에 약 6Bcm의 러시아 가스를 수입

하였고 현행 공급계약은 2021년에 종료됨.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관 통과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이후에도 Nord Stream-2 
나 Turkish Stream 가스관의 지선을 통해서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든 헝가리에 안정적으

로 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통과계약 만료 이후 자국으로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 우

려해왔음. 당초 계획상 Nord Stream-2(독일로 연결) 및 Turkish Stream 가스관(터키 통해 그

리스와 이탈리아로 연결)이 가동되더라도 對헝가리 가스 공급 노선이 없었기 때문임.

･ 푸틴 대통령은 對헝가리 가스 공급을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통과계약 연장 가능성도 염두

에 두고 있다고 언급함.

‒ 이밖에 두 정상은 현행 가스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의 가스 공급에 관한 협상에 착

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가스가격에 관한 협상은 이미 시작했다고 언급함.

(Neftegaz, 2017.2.1; RIA, 2017.2.2,3; Financial Times; Kommersant, 2017.2.3; Vesti.ru, 2017.2.5)

▣ 러 국영석유기업 Rosneft, 국내외 가스산업에서 입지 확대 추진

¡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Rosneft는 2016년 러시아 가스 생산부문에서 민간가스기업 Novatek을 

제치고 제2위의 가스 생산기업이 되었음.

‒ 2015년 러시아의 기업별 가스 생산 실적을 보면, 국영가스기업 Gazprom이 전체 생산량의 

65.9%를 점하여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Novatek이 8.2%로 2위를, Rosneft가 6.7%로 3
위를 기록하였음(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 자료).

‒ 2016년 Rosneft의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대된 67Bcm을 기록하였고 Novatek은 

66.2Bcm을 생산하였음. 

‒ 2017년에도 Novatek이 가스 생산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Rosenft는 가스 생산부문에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Rosneft는 BP와 연간 약 7~20Bcm의 가스를 유럽에 판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2016년에 

체결했다고 발표하고(2017.1.25), PNG 수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는 가스(PNG 및 LNG) 수송･판매･수출을 Gazprom이 독점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13년 10월 정부가 LNG 수출 자유화법을 공포하여 2013년 1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Gazprom에만 주어졌던 LNG 수출권이 Rosneft와 Novatek에도 부여되었으며, Rosneft는 PNG 
수출 독점법도 폐지하여 PNG 수출을 자유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대통령 공보수석 Dmitry Peskov는 Rosneft에 PNG 수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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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을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언급함. 

‒ 정부가 Rosneft에  PNG 수출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Rosneft는 BP와 이미 MOU를 체결했

고, 독일을 통해 가스를 수출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Rosneft가 PNG 수출 허가를 받게 된다면, 2018년부터 BP와의 계약에 따라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것이고 계약 기간은 16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P는 자체 가스 생산량 감소로 인해, 장기계약에 의해 가스를 공급해 줄 것을 Rosneft에 

요청한 바 있음(2015.12월). 

‒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BP와의 거래가 향후 약 5,000억 루블(약 84.6억 달러)의 추가 연

방 세입(歲入)을 가져다 줄 것이며, Rosneft가 유럽 시장에서 Gazprom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미국産 LNG를 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Rosneft는 이집트의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4년간 

4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Rosneft는 2016년 12월 ENI社로부터 이집트 대륙붕 내 Shorouk 라이선스 광구의 지분 30%
를 11.25억 달러에 매입하였음.

･ ENI社는 2016년 11월 BP에 10% 지분을 매각하였고, 현재 60%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 

‒ 지분 매입으로 Rosneft는 이집트 내 대형 Zohr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지분 양도 조건에 의거하여 앞으로 5%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도 있음.

‒ 이밖에 Rosneft, 프랑스 Engie 및 오만 OTI(Oman Trading International)는 이집트 국영가스

기업 EGAS(Egyptian Natural Gas Holding Company)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LNG 공급 계약

을 체결하였음(2017.2.6). 

･ 이들 3개 기업은 2017년에 43~45개의 LNG 카고(각 카고당 13.8~15.6만m3)를 이집트에 공급

할 것이며, 공급은 2017년 3월에서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것임.

(Newsru, 2017.1.24; Lenta, 2017.1.23,25; Neftegaz; Vestifinance, 2017.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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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의회,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개발 관련 규제 폐지 법안 승인

¡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석유･가스 및 기타 자원 개발과 관련된 2개의 규제를 폐지

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하였음(2017.2.3).

‒ 첫 번째 규제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 시 개발권에 대한 대가로 해당 국가의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을 미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2010년에 최초로 발의된 SEC 규제는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 
로열티, 허가 수수료(licensing fee), 보너스, 배당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년 SEC에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만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

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가 반대 소송을 제기해 4
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음.

‒ 또 다른 규제는 미국 내에서 석탄 채굴 시 주변 강 지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한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의 규제임(인사이트 제16-46호
(2016.12.26일자) pp.39~40 참조).

･ 이 규제는,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석탄산업과의 전쟁(war on the coal industry)을 선

포했다”고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위의 두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6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지난 1월 말 미 하

원이 폐지를 승인한 이후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

령이 서명하면 완전히 폐지될 것임.

¡ 미 의회는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에 의거하여 상기 규제를 폐

지하였는데, 의회심사법(CRA)은 미 정부기관이 부과한 연방 규제가 발효된 이후 60일 이내에

만 적용할 수 있음. 

‒ 그밖에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DOI의 규제 폐지 법안도 하원

에서 통과되어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2017.2.3), 특히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중심으

로 다른 규제들도 폐지하고자 조사하고 있음.

(Oil and Gas Journal, 2017.2.2; Wall Street Journal, 2017.2.3; Platts,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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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16년 10월 對중남미 석유 무역수지 흑자 기록

¡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미국의 對중남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수

입을 8.9만b/d 초과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흑자 규

모가 18.4만b/d로 더욱 증가하였음.

‒ 미국의 對중남미 석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94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며, 
2005년에는 미국의 석유 무역수지 적자가 430만b/d에 달한 바 있음.

자료 : Bloomberg

< 미국의 對중남미 원유 및 석유제품 순수입량 >

(단위 : 1,000b/d)

‒ 이 같은 對중남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의 정제시설

이 노후화되어 증가하는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휘발유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

이며,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중질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되었음.

‒ 지난해 미국은 늘어나는 석유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선을 물색해 왔으며, 특히 멕시코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나면서 석유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였음.

･ 2016년 멕시코는 자국 내 휘발유 소비량의 약 50%를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는 2014년 초

의 20~30%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임.

‒ 또한, 미국 셰일지대에서 생산되는 경질 원유(light, sweet crude)가 중남미 지역에서 혼합용

(blending agent)으로 이용되면서 수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더욱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의 지난해 원유 생

산량이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저유가로 노후 유전의 생산량 감소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임.

･ 중남미에서 전년 대비 연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한 국가는 브라질이 유일하였음.

¡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에 대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높

아지기는 했으나,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으로 회복되고 미국 셰일자원 개발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의 對중남미 석유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BAT)’는 수입품

에는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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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원유 흐름을 연구하는 ClipperData의 원자재 연구본부장 Matthew Smith도 멕시코의 

미국産 석유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Bloomberg, 2017.2.1,2)

▣ ExxonMobil社, ’17년 투자비 및 생산량 증대 계획 발표

¡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ExxonMobil社는 2017년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을 220억 달러(전년 대비 14% 증가)로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음(2017.1.31).

‒ ExxonMobil의 Jeff Woodury 부사장은 이 같은 CAPEX 증가는 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자

사의 개발 활동 증대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3월 1일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Permian basin에서 생산량을 현재의 14만boe/d에서 35만boe/d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최고 생산 수준(production plateau)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난 1월 Permian basin 내의 약 25만 에이커(약 66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자산을 인

수하였기 때문인데, 이로써 ExxonMobil이 Permian basin에 보유한 자산이 종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약 60억boe에 이르게 되었음.

･ 이처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Permian과 Bakken 등 미국 셰일 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액상탄화수소(콘덴세이트와 NGL 등) 자원이 ExxonMobil 전체 생산량의 20~25%를 차지

하게 되어, 현재의 12% 수준에서 크게 확대될 것임.

‒ ExxonMobil과 같은 메이저 석유기업은 이전에는 미국 셰일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유가 및 가스 가격 하락으

로 재원 조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규모 개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 제2위의 에너지기업인 Cheveon社 역시 Permian basin에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한편, ExxonMobil의 2016년 4분기 주당 순수익(EPS)은 전년동기 대비 39% 하락해 주당 41
센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주당 70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이 같은 수익의 하락은 미국 로키산맥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에서 약 20.3억 달러의 자산을 감가

상각했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저유가 상황에서 ExxonMobil
이 자사의 석유･가스 매장량의 가치를 적절히 감가상각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인사이트 제

16-35호(2016.9.30일자) pp.42~43 참조).

‒ ExxonMobil의 신임 CEO인 Darren Woods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감손비용(impairment 
charge)도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2017.1.31,2.1; Energy Intelligence,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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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영국, Moorsid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새로운 투자자 물색 중

¡ Moorside 원전 프로젝트는 일본 Toshiba社와 프랑스 Engie社의 합작기업인 NuGen社가 잉글

랜드 북서부 Cumbria州에 Westinghouse社의 AP1000 원자로 3기를 건설하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 Moorside 원전 프로젝트는 영국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미래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차세대 원전 건설 사업의 하나로서, 2020년 

착공하여 2024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4년 7월 일본 Toshiba와 프랑스 GDF Suez(현 Engie社)는 Moorside 원전 건설을 위해 각

각 60%, 40%의 지분으로 NuGen社를 설립하였고, Toshiba의 자회사인 Westinghouse社
(Toshiba 지분 87%)의 AP1000 원자로 기술을 채택할 예정임.

･ Moorside 원전의 총 발전용량은 3.4GW로 향후 영국 전체 전력 수요의 약 7%(약 600만 가

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공급하게 될 것임.

‒ 영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석탄화력발전 감소와 노후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대체할 계획에 있고, 6개 지역에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3개 원전은 신규 부지에 건설될 예정임.

사업자 원전 명 위치 원자로 용량(MW) 착공 가동예정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19 2026

Hinkley Point C-2 EPR 1,670 2020 2027

EDF Energy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

Sizewell C-2 EPR 1,670? ?

Horizon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2019 2025

Wylfa Newydd 2 ABWR 1,380 2019 2025

Horizon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2020년대 말

Oldbury B-2 ABWR 1,380 2020년대 말

NuGeneration

Moorside 1

Cumbria

AP1000 1,135 2019? 2025년 말

Moorside 2 AP1000 1,135 2026?

Moorside 3 AP1000 1,135 2027?

CGN
Bradwell B-1

Essex
Hualong 1 1,150

Bradwell B-2 Hualong 1 1,150

(계) 13개 17,90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영국의 건설 예정(계획 및 제안 단계) 원전 현황 >

･ 영국은 2015년 기준 1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발전용량은 8,918MW이며, 63.89TWh의 전

력을 생산하여 전체 발전량의 18.9%를 차지하였음(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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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hiba社가 Moorside 원전 프로젝트에서의 철수를 검토함에 따라, 시공사인 NuGen社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물색 중임.

‒ Toshiba社는 미국 원전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어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Moorside 
원전 프로젝트의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오는 2017년 2월 14일에 밝힐 예정임.

‒ NuGen社는 Moorside 원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oshiba의 Nugen 지분 60% 중 

일부를 매입할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이며, 한국의 KEPCO와 수개월간 협의 중임.

(Financial Times, 2017.2.4)

▣ 영국, 브렉시트가 원자력 부문에 미칠 파장에 우려

¡ 영국 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6일 영국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원자력 부문에 미치게 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

‒ 영국의 원자력 부문 관련 안전 규정 및 연구, 개발, 원자력 물질 및 관련 인력의 이동 등은 모

두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기준에 기초하고 있음.

※ EURATOM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이 1958년 1월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한 유럽의 핵관리회의체로서, 원자력에너지 연구, 안전기준 설정과 방

사선 방호, 핵융합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Hinkley Point B 원전, Sizewell 원전, Torness 원전 등 영국의 원전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는 

EURATOM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영국의 EURATOM 탈퇴 시 새로운 안전

기준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전문가들은 영국이 프랑스, 미국 등과 새로운 독자적인 협력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EURATOM을 탈퇴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

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EURATOM은 영국이 구매하는 모든 원자력 물질 및 기술의 법적 구매자이자 보증인이며 모

든 원자력 물질의 법적 소유자임. EURATOM 탈퇴로 인해 영국의 핵연료, 장비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이동과 이동관련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음.

¡ 브렉시트가 EURATOM 탈퇴로 이어질 경우, EU 차원에서의 원자력 이용 개발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될 우려가 있음.

‒ 전면적인 원전 폐쇄를 지향하는 독일 및 이탈리아와 단계적인 원전 폐쇄를 목표로 하지만 여

전히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의 국가가 혼재해 있는 EURATOM에서 영국이 탈퇴한다

면 EU 차원에서 지향해오던 원자력 정책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EURATOM 창설 이래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해왔으며 유럽의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인 

Joint European Torus(JET) 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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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European Torus(JET) : 유럽연합이 협력해서 영국 컬햄에 건설한 현존하는 최대 크기

의 Tokamak형 핵융합 실험 장치

‒ 전문가들은 유럽 공동원자핵연구소(CERN),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역시 브렉시

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유럽 공동원자핵연구소(CERN)은 영국을 비롯하여 20개 EU 가입국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됨.

･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의 경우 영국도 EU의 일원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브렉시트로 인해 프로젝트의 역할분담에 있어 난항이 예상됨. 

※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

해 프랑스 Cadarache에 2020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핵융합 발전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물리를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The Guardian, 2017.2.1)

▣ 덴마크 Dong Energy, ’23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 Dong Energy社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2017.2.3).

‒ 현재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사업자인 Dong Energy는 전 세계 해상풍력 설비용량의 1/4을 점유

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세계 풍력시장 점유율은 20.4%에 달함(WindEurope – The 
European offshore wind industry – key trends and statistics 2016).

‒ Dong Energy는 이미 지난 15년 동안 덴마크에서 석탄발전을 바이오매스발전으로 전환해왔으

며 2023년까지 자사의 나머지 2개 발전소에서도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임.

･ Dong Energy의 석탄 소비는 2006년 이후 73% 감소했으며 이는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등을 

연료로 사용한 결과임.

¡ Dong Energy는 풍력발전부문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발전 부문에서

는 덴마크와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시장인 영국에 이어 미국과 대만까지 시장을 확장 중임.

‒ 국영기업인 Dong Energy는 덴마크 정부가 2050년까지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재

생에너지로 100% 대체한다는 장기 목표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Dong Energy는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Hornsea 1, 2, 3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Hornsea 프로젝트 1은 Dong Energy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요크셔 근해에 건설하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서 영국의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임.

･ Hornsea 프로젝트 2는 잉글랜드 동부 해안에서 약 90km 떨어진 바다 위에 세계 최대 규모

(1.8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영국 정부는 2016년 8월 Hornsea 
프로젝트 2 추진을 승인함.

(Financial Times,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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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중동 3개 산유국의 에너지부문, 반이민 행정명령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전망

¡ 이라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에 포함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복조

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국 에너지개발기업이 이라크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

은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대응 명분으로 7개 이슬람 국가(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

단, 시리아, 예멘)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2017.1.27).

‒ 이라크에서는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2017.1.30)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

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라크 Haider Al-Abadi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이 이라

크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라크 정부가 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다면 Exxon Mobil, Schlumberger, Halliburton, 
Baker Hughes 등의 이라크 내 사업 활동이 제약 받게 되어 이라크의 산유량이 감소하였을 것

이라고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의 Luay Al Khatteeb는 평가함.

‒ 또한, 에너지부문에 종사하는 이라크 국적자들의 미국 방문 빈도가 본래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번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라크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양국 간에 불신과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향후 미국 기업들

이 이라크에서 석유부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쿠르드 자치정부는 현재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IS(Islamic State)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쿠르드 자치정부 관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Chevron은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

향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란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보복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이란의 에너지부문에 직

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됨.

‒ 이란은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 7개국 중 유일하게 미국 국적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한

다는 보복조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이란에서 석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에너지부문 역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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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하면서(2017.1.29)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이란 제

재안을 발표(2017.1.3)하였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음. 

･ 이번 제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과는 별개로 

이란과의 핵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계속할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독일과 5개 상임이사국이 이란과 함께 발표한 협상안으로, 이

란이 핵 활동을 억제하고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에 동의하며 서방은 對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미 재무부가 발표한 對이란 제재 대상은 레바논 반군, 헤즈볼라, 이란 군수산업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이하 ‘IRGC’)와 관계가 있는 공

직자와 사업가임, 이밖에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중

국, UAE 국적자(총 24명 이상)도 제재 대상에 포함됨.

¡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우디의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부문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OPEC이 미국 에너지부

분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일축함(2017.2.1).

‒ Falih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원유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우디는 미국의 친산업･
친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미국 원유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백악관이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통해 “반테러전략의 일환으로 

걸프국가와 에너지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자(2017.1.20), Falih 장관은 

“사우디는 걸프 동맹국의 선도국가로서 미국과 많은 부분에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또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을 비롯한 미국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부터 에너

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자, Falih 장관은 

OPEC이 미국의 ‘적’이라는 의견을 일축함.

(Bloomberg, 2017.2.1; Wall Street Journal, 2017.2.1,3; Platts, 2017.2.3)

▣ 사우디 Aramco, 3월 인도분 원유 OSP 인상 

¡ 사우디 국영에너지기업 Aramco는 아시아, 미국, 유럽시장 인도분 원유의 3월 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를 상향 조정함.

※ OSP(Official Selling Price) : 산유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과 주요 유종(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간의 가격 차이(premium 또는 discount)를 의미함. Aramco의 對아시아

수출 기준 유가는 Oman과 Dubai 유가 평균, 對유럽 수출 기준유가는 브렌트유 가격임.

‒ Aramco는 아시아 시장에 판매되는 Arab Light유 3월 인도분 OSP를 전월보다 배럴당 30센트 

상향조정하여 기준가격에 배럴당 15센트를 가산하여 판매하게 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호 2017.2.13   53

자료 : Bloomberg

< Aramco의 아시아시장 인도분 Arab Light유 OSP 변동 추이 >

(단위 : USD/배럴)

 

‒ Aramco의 북서유럽 시장 3월 인도분 Arab Light유의 OSP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며, Arab Heavy유의 OSP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지중해 시장으로 판매되는 3월 인도분 유종의 OSP 역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짐.

¡ Aramco는 OPEC과 11개 非OPEC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행으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원유 

OSP 인상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출가 인상으로 사우디産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량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월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55.45달러, WTI유는 52.61달러로, 전년 동월 평균 

가격(브렌트유 31.93달러, WTI유 31.78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함.

(Bloomberg, 2017.1.31,2.2; Wall Street Journal, 2017.2.2)

▣ 오만,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발전용량 확대 추진

¡ 오만은 자국의 피크 전력이 2021년까지 2015년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발전설비

용량 확대를 위해 가스화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오만 국영전력기업 OPWP(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는 자국의 피크 

전력이 2015년의 6.60GW에서 2021년에는 11.21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계획 중인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을 감안할 때, 2021년 경 오만의 발전용량은 12.18GW, 
전력예비율은 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됨.

‒ OPWP는 Misfah에 가스화력 발전소(750~850MW)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12
일까지 진행된 발전사업 입찰 사전자격심사에 11개 기업이 신청하였다고 밝힘.

･ Misfah 발전소와 같은 전통적 방식의 대규모 발전시설이 오만에 건설되는 것은 처음이며 

이 발전소의 2021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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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적 기업 국적 기업 국적

Alfanar 사우디 GE 미국 Mitsui 일본

EDF 프랑스 KEPCO 한국 Marubeni 일본

Engie 프랑스 Mapna 이란 Sojitz 일본

Enel 이탈리아 RWE 독일

자료 : MEES

< Misfah 발전사업 입찰 사전자격심사 신청 기업 >

‒ Misfah 발전소는 복합사이클 모드로 가동할 경우 100~115MMcf/d의 가스가 필요할 것임.

‒ 오만은 가스 공급에 여유가 없어 OPWP는 가스 수입에 대해 석유･가스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Misfah 발전소의 연료를 가스 외의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2015년 OPWP의 발전용 가스 사용량은 8.23Bcm(796MMcf/d)이었고 오만의 가스 생산량은 

3.6Bcf/d이었는데, 국내 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가능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 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오만의 국내 중유 생산량인 0.7만b/d(2015년 기준)보다

도 많은 3.1~3.5만b/d가 필요해 중유 수입이 불가피할 것임.

･ 석탄을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간 341~387만 톤의 무연탄이나 이보다 2배 규모의 갈

탄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에 의존해야함. 

¡ 또한 OPWP는 2020년까지 GCC 전력망(송전용량 400MW)과 연계된 전력 현물시장을 개설하

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

‒ 전력 현물시장이 개설될 경우 OPWP의 MIS(Main Interconnected System) 전력망을 통한 전

력 거래가 가능해질 것임. 

･ MIS 전력망은 오만의 북부지역과 Muscat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OPWP는 오만 전력시장 관리용 IT 시스템 도입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기업에 2017년 

1월내로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OPWP는 2018~2019에 전력 현물시장을 시범 운영한 후 2020~2021년에는 정식 운영을 개시

할 계획이라고 밝힘.

(MEES,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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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현행 기후변화 대응정책 유지

¡ 인도 Piyush Goyal 전력･석탄･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변동가능

성에 관계없이 현재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Abu Dhabi 
Sustainabilty Week(ADSW) 2017, 2017.1.18).

‒ Goyal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인도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기존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중

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는 2022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총 175GW 증설(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인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35% 감축하는 한편, 전원믹스 중 

비화석연료 비중을 40%로 증대해 나갈 계획임.

¡ 인도 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2017.4월~2018.3월) 예산안에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을 마

련하는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예산안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약 5억 달러, 풍력발전에 약 6천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태양광 발

전단지 개발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총 20GW의 설비용량을 증설할 계획임. 

･ 가정용 옥외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2년까지 15GW 증설하는 한편, 자국 내 관개펌프 중 

15%를 태양광 펌프로 대체할 계획임.

‒ 인도 철도부는 자국 내 철도 인프라에 총 1GW 규모의 소형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

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5.6월), 이를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약 2,000여 개

의 철도 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임. 

･ 철도부는 UNDP의 원조를 받아 2025년까지 5GW의 발전용량 확충계획을 발표하고(2016.11
월), 이 계획에 따라 약 7천개의 철도 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임.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의 R&D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함.

¡ 또한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외국인이 역외금융차관(ECB)나 채권, 인도정부발행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원천

징수 특례제도(concessional withholding tax rate)를 적용하여 5%를 과세함. 이는 ‘마살라 본

드’에도 적용되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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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라 본드는 2015년 9월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도입한 것으로, 인도 기

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루피화 표시 역외채권임.

‒ 정부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부생가스 발전시스템 등 청정에너지 기

술 개발을 위해 간접세 인센티브(indirect tax incentives)를 제공하기로 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물품에 대한 기본 관세 및 특별부가관세를 인하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

련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과세 대상
기본관세 특별부가관세

종전 개정 종전 개정

LNG 5 2.5 -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7.5~10 5 12.5 6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발전시스템 주변장치 7.5~10 5 12.5 6

LED 조명 및 설비 제조용 부품 10 5 12 6

LED 조명의 하위부품 10 5 - -

태양광 셀, 패널, 모듈 생산용 강화유리 5 0 - -

태양광 발전용 강화유리 생산 부품 및 원자재 - - 12.5 6

풍력발전 터빈용 수지 및 촉매제 7.5 5 12.5 0

자료 : BNEF

< 인도 2017~2018 회계연도 관세율 개정 내역 >

(단위 : %)

(NRDC, 2017.1.31; Economic Times; Firstpost; Livemint, 2017.2.2)

▣ 인도네시아, 지열발전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지열에너지 보유국으로(점유율 40%), ‘National Energy Policy’에서 

2025년 에너지믹스 중 지열발전의 비중을 7%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인사이트 제

16-44호(2016.12.5) pp.62~63 참조), 해외로부터 투자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영기업 PT Pertamina社는 2025년까지 지열발전에 총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지열발

전 설비용량의 31%를 차지할 계획임(Wianda Pusponegoro 부회장, 2017.1.31).

･ Pertamina社는 자회사인 Pertamina Geothermal Energy社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을 수행할 계

획이며, 현재 6개 지역에서 11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Pertamina社의 지열발전 프로젝트(발전용량 492MW)는 약 98만 가구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을 107.5boe/d 절감하고 연간 64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인도네시아는 Muara Laboh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ADB,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일본 3
개 시중은행(미즈호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

고, 2017년 3월 착공할 예정임.

･ ADB는 총 1억9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고(2017.1.27),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약 2억 

달러, 일본 3개 시중은행이 약 2억4천만 달러를 투자함(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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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ara Laboh 지열발전 프로젝트(목표 발전용량 220MW)는 PT Supreme Energy Muara Laboh
社가 운영하는 것으로, 1단계에 80MW의 전력을 생산하여 약 12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

당할 계획임. 

※ PT Supreme Energy Muara Laboh社는 인도네시아 지열발전기업 PT Supreme Energy社, 

일본 투자기업 Sumitomo社, 글로벌 에너지기업 ENGIE社로 구성되어 있음.

(CTBR, 2017.1.30; ThinkGeoEnergy, 2017.1.26,31)

▣ 동티모르･호주, 해상 영유권 분쟁조정절차 돌입

¡ 해상 유･가스전 Greater Sunrise에 대해 해상 영유권 분쟁 중인 동티모르와 호주는 상설중재재

판소(PCA)를 통해 영구적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교섭에 들어갔으며, 2017년 9월 내에 합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동티모르･호주･상설중재재판소 3자 공동성명서, 2017.1.9).

※ Greater Sunrise 유･가스전은 Woodside(33.44%), Conoco Phillips(30%), Shell(26.56%), 

Osaka Gas(10%)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5.13Tcf, 석유 2억2,590

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표 운영사인 Woodside社는 2019년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망하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Greater Sunrise 유･가스전은 동티모르 동남부에서 150km, 호주 Darwin市 북서부에서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

‒ 호주는 국경선이 자국에서 뻗어 나온 대륙붕을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티모

르는 양국 간 중간 지점을 국경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동티모르의 주장대로 국경선을 설

정할 경우 Greater Sunrise 유･가스전의 대부분이 동티모르 영해에 속하게 됨.

     

자료 : Oil Price

< 티모르해 분쟁지역 위치도 >

‒ 동티모르는 석유 부존량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석유･가스를 통해 벌어들인 세입(歲入)이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에 해상 영유권 분쟁 해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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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의 국가 예산 중 75%는 석유･가스 생산으로부터의 세입으로 이루어져 있음.

･ Kitan 유전이 2014년 생산을 종료한 이후 동티모르가 보유한 유일한 유전인 Bayu-Udan 유
전이 2020~2022년 중에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 동티모르는 원유펀드에 투자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 대처하고 있으나 투자를 통한 세입에만 의

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현재 추세로 가다간 10년 내에 파산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동티모르 국가 예산이 총 13억9,0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Greater Sunrise 유
전 개발비용은 20억 달러로 추정되어, 동티모르가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동티모르가 파산을 하게 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데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

르를 자국 영토로 재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동티모르의 사

회･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2006년 호주와 동티모르 간에 체결된 ‘티모르해 특정해역 합의에 관한 조약(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 CMATS)’이 호주의 도청으로 호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후 동티모르는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호주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름.

연도 분쟁 진행 내역

2002

Ÿ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함. 독립할 당시 호주군을 주축으로 한 UN 다

목적군의 도움을 받음. 

Ÿ 독립 이후 동티모르와 호주 간에 영구적인 해양경계가 부재하였음.

2003

Ÿ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해상에 Joint Petroleum Development Area(JPDA)를 설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석유개발에 따른 로열티 및 조세 수입 배분은 동티모르 90%, 호주 

10%로 지정함. JPDA는 잠정적인 것으로 양국 간 영구적인 해양경계가 획정되면 조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Ÿ Greater Sunrise 유전은 JPDA 경계선에 걸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티모르의 지분은 

18%, 호주 82%임. 

Ÿ 당시 동티모르는 독립 초기 세수확보가 시급하여 동 조약을 성급히 체결함.

2006

Ÿ 동티모르와 호주는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 CMATS)을 체결하였고 해상 석유가스전 수익은 50:50 비율로 배분하

기로 함. 한편,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최종합의는 50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함.

2013

Ÿ 2006년 CMATS 조약 체결 당시 호주가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유전

개발 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동티모르는 호주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함.

Ÿ 중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호주 정부기관이 동티모르 측 법률대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여 소송관련 문서를 압수하였고, 동티모르는 CMATS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함. 이후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됨.

2015
Ÿ 호주는 압수한 문서를 동티모르에 돌려주었고, 이에 동티모르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건을 

취하함.

2017
Ÿ 호주는 동티모르의 CMATS 조약 파기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2006년 CMATS 조약

은 동티모르의 조약 폐기 서면통지일(2017.1.10)로부터 3개월 후 효력상실 예정임.

자료 :　Oil Price, The Conversation 기사를 토대로 편집자 재구성

< 동티모르-호주 간 영해 분쟁 일지 >

(The Conversation, 2017.1.10; Offshore, 2017.1.25; Oil Price,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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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