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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6년

11/4 11/7 11/8 11/9 11/10

Brent

($/bbl)
45.58 46.15 46.04 46.36 45.84

WTI

($/bbl)
44.07 44.89 44.98 45.27 44.66

Dubai

($/bbl)
42.84 42.69 42.87 42.57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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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6년

11/4 11/7 11/8 11/9 11/10

천연가스

($/MMBtu)
2.77 2.83 2.63 2.69 2.63

석탄

($/Short ton)
40.00 40.00 40.00 40.00 40.00

우라늄

($/lb)
18.75 18.75 18.75 18.50 18.2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entral Appalachian Coal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6년 증  감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5.9 98.3 97.6 -0.7 1.4

     OECD 46.5 47.4 47.0 -0.4 0.6

     비OECD 49.4 50.9 50.6 -0.3 0.8

 세계 석유공급 97.8 97.9 99.2 1.3 2.2

     OPEC 39.9 40.1 40.6 0.5 1.1

     비OPEC 57.8 57.8 58.6 0.8 1.1

 세계 재고증감 1.8 -0.4 1.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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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호, p.17,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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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에너지실무그룹 활동과 주요 현안

국제협력연구실 이소영 부연구위원(soyounglee@keei.re.kr) 

▶ APEC 에너지실무그룹은 역내 에너지 분야 협력 증대를 목표로 199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현안 

관련 주요의제를 바탕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하며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왔음. 

▶ 지난 2016년 9월, 대만 경제부 인사가 APEC　에너지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현재 대만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APEC 에너지실무그룹은 아･태 에너지 연구소, 아･태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소 등 2개의 산하연구기관과 

청정화석에너지, 에너지효율절약, 에너지통계분석, 신재생에너지기술 등 4개의 전문가그룹, 저탄소모델타운 

등 2개의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회원국과의 협력 하에 EWG 주요 의제 관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음.

▶ EWG 프로젝트는 EWG 활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모든 EWG 회원국은 EWG 프로젝트 제안 및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국이 자체조달하거나 APEC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음.

▶ 현재 APEC EWG는 에너지스마트공동체 및 에너지안보 등 2개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구동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저탄소발전, 에너지안보 등 5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1. 머리말

¡ 최근 APEC 에너지실무그룹(Energy Working Group, EWG)의 조직개편이 이루

어졌으며, APEC내 EWG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9월 EWG의 새로운 의장(Lead Shepherd)으로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의  

중 시아우 첸 (Jyuung-Shiauu Chern) 박사가 선출되었으며, 대만이 EWG의 사

무국을 맡게 되었음.

※ 지난 8년 동안 미국 에너지부 필리스 요시다 박사가 EWG의 의장직을 수행함.

¡ APEC EWG는 에너지 현안 관련 주요의제를 바탕으로 APEC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음.

‒ APEC EWG는 APEC 1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역내 에너지 분야 협력 증대를 

목표로 199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APEC 21개 회원국 모두 

EWG에 참여하고 있음.

‒ EWG 주요활동은 산하기관, 전문가그룹 및 회원국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의 수행이며, APEC 정상회담 및 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

로 그 방향성이 결정됨.

“최근 APEC 
에너지실무그룹 
(EWG)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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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분야의 현안에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APEC 회원국들의 

EWG내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 1993년에서 2014년 사이 약 400개의 프로젝트가 EWG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33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됨1).

¡ 따라서 APEC EWG의 주요의제 및 주요활동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

리나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이에 본 현안분석은 APEC EWG 운영구조 및 주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살펴보고, EWG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의제와 이와 관련된 주요활동의 최근 

동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APEC 에너지실무그룹 운영 구조

▣ EWG 의장 및 사무국

¡ EWG의 의장은 Lead Shepherd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EWG 회의를 주최하는 

회원국이 공동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함. 

‒ EWG 의장은 원칙적으로 매 2년마다 선출하나, 재임 가능함.

‒ EWG 회의는 연 2회 (4월, 10월) 개최되며, 회원국들이 순번을 정하여 주최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005년, 2015년에 EWG 회의를 주최하였음.

¡ EWG 사무국은 의장이 속한 회원국에서 구성하게 되며, 현재 대만경제연구소가 

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WG 사무국은 APEC 사무국과 협력하여 EWG 활동 전반에 걸친 행정업무 지

원 및 APEC 방침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WG 산하기관, 전문가그룹 및 Task Force

¡ APEC EWG는 각 회원국의 정부 관료 및 학계,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의 에너

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1) APEC 에너지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www.ewg.apec.org (검색일: 2016.11.9.) APEC Projects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 (검색일: 2016.11.9.)

“EWG의 
의장(Lead 
Shepherd)은 
EWG 회의를 
주최하는 
회원국이 공동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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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괄호는 각 조직의 의장 혹은 소장이 속한 회원국을 명시함.

자료 : APEC 에너지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www.ewg.apec.org(검색일: 2016.11.9)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APEC 에너지실무그룹 구성 >

¡ EWG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산하연구기관, 4개의 전문가그룹, 2개의 Task Force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회원국과의 협력 하에 EWG의 주요의제 관련 프로

젝트들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산하연구기관) 아･태 에너지 연구소(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APERC), 
아･태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소(Asia-Pacific Sustainable Energy Center, APSEC)

‒ (전문가그룹) 청정화석에너지 (Expert Group on Clean Fossil, EGCFE) 에너지효

율절약 (Expert Group on Energy Efficiency & Conservation, EGEEC), 에너지통

계분석 (Expert Group on Energy Data & Analysis, EGEDA), 신재생에너지기술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GNRET) 

‒ (Task Force) 저탄소모델타운 TF(Low-Carbon Model Town Task Force, LCMT 
TF), 에너지회복성 TF(Energy Resiliency Task Force, ERTF) 

¡ APERC는 APEC 역내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을 조사·분석하고 APEC 에너지장

관회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EWG 산하 연구

기관임. 

‒ APERC은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nstitute of Energy and Economics, Japan) 내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각 APEC 회원국에서 파견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EWG는 2개의 
산하연구기관, 
4개의 전문가그룹, 
2개의 Task 
Force로 구성”

“APERC는 
1996년 설립된 
EWG 산하 
연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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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2015년 하반기에 에너지 전문가 1명을 파견한 바 있음.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APERC 예산의 대부분을 공여하고 있음.

‒ APERC의 주요활동으로는 ① APEC 역내 에너지 부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

제 연구 수행, ② APEC 에너지 수급 전망 및 보고서 발간 ③ 주요 EWG 프로

젝트 공동연구 등이 있음.

¡ APSEC은 APEC 역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델 수립과 이를 위한 

회원국 간 정보 공유, 정책 대화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중

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11차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중국정부의 제안으로 설립이 

결정됨.

‒ 중국 톈진대학(天津大學) 내 위치해 있으며, APERC과 같이 APEC 회원국으로

부터 전문가 파견을 통해 연구진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음. 

‒ 주요활동으로는 LCMT-TF 활동과 연계하여 ① APEC 역내 저탄소타운 (Low 
Carbon Town, LCT)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회원국 간  LCT 정보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 ③ APEC 역 내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촉진, ④ LCT 관련 역내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 EGCFE는 APEC 역내 청정연료 소비 촉진과 화석연료 청정기술 보급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APEC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1993년에 설립되었음. 

‒ 설립 당시에는 ‘청정 석탄 전문가 그룹(Expert on  Clean Coal)’ 이었으나, 
1998년 현재의 ‘청정 화석에너지 전문가 그룹(Expert on Clean Fossil Energy)’
로 전환되었음.

‒ 미국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인사가 의장을 맡는 등 전문가

그룹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활동으로는 ① 청정 화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②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에 대한 상호검토 시행 및 국가 간 정보 공유 

③ 청정 화석에너지 정책 및 기술 관련 워크숍 개최 등이 있음.

¡ EGEEC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회원국 간 모

범사례 공유를 통해 APEC 역내 에너지 소비 절감과 APEC 회원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1993년 설립됨.

‒ 중국 표준화연구원(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인사가 의장직

을 맡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연 2회 회의를 개최하

고 있음.

“APSEC은 APEC 
역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델 수립을 
위해 2014년 
설립”

“EGCFE는 APEC 
역내 청정연료 
소비 촉진과 
화석연료 
청정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1993년 설립”

“EGEEC는 APEC 
역내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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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으로는 ① 각 회원국이 제안한 관련 프로젝트 공동연구 진행 ② 

APERC와의 협력아래 에너지효율 정책 상호검토 (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 PREE) 수행 및 에너지효율정책 워크숍 개최 ③ 국가별 에너지 효율 

및 절감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APEC　 Energy Standards Information 
System(APEC-ESIS)’ 운영 등이 있음.

¡ EGEDA는 APEC 역내 에너지 부문의 주요 통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수립 지원 및 회원국 간 에너지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

로 1991년에 설립됨.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인사가 의장직은 수행하고 있으며, IEEJ와 

APERC를 중심으로 주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활동으로는 ① APEC 역 내 에너지 부문 주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② 

APEC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③ APERC이 발간하는 ‘APEC 에너

지 수급 전망(APEC Energy Supply and Demand Outlook)’에 대한 자문 제공, 
④ 연간 ‘APEC 에너지 통계(APEC Energy Statistics)’ 발간, ⑤ JODI(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 참여 등이 있음.

※ JODI는 석유 및 가스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APEC, 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OLADE(Latin America Energy Organization),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GECF(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등 7개 국제기구의 협력 활동임.

¡ EGNRET는 APEC 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 기술 상업화 방안, 재원조달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신

재생에너지 기술 전반에 관하여 회원국 간 정보공유와 협력 추진을 위해 1993
년에 설립됨.

‒ 현재 대만이 의장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을 맡고 있음.

‒ 주요활동으로는 ① 신재생에너지원별/주제별 워크숍 개최, ②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연구 프로젝트 추진, ③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정보 공유 등이 있음.

¡ LCMT TF는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APEC 회원국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PEC 에너지 스

마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Energy Smart Communities Initiative, ESCI)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설립되었음.

‒ 일본의 경제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ETI) 인사

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APERC 및 각 회원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LCM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EGEDA는 APEC 
역내 에너지 
부문의 주요 통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위해 
1991년 설립”

“EGNRET는 
APEC 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1993년 설립”

LCMT TF는 
APEC 역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2011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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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LCMT 프로젝트 연구그룹에서 활동한 바 있음.

‒ 주요활동인  LCMT 프로젝트는 ① ‘Concept’ 개발, ②사례연구 타운 타당성 조

사, ③사례연구 타운 정책검토 등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ERTF는 자연재해, 인재 등의 재난 발생 시 APEC 회원국의 비상대응 능력 향

상 및 에너지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됨.

‒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미국이 EWG 내 

ERTF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리드 회복성 (Grid Resilience), 에너지-물 넥서스, 에너지 기반시설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발표

되지 않은 상황임. 

3. APEC EWG 프로젝트 개요 및 재원 조달

▣ EWG　프로젝트 개요

¡ EWG의 이니셔티브와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EWG 
전문가그룹과 TF는 각 회원국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행함. 

‒ EWG 프로젝트는 EWG 활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연구 활동, 연구 성

과 발간, 워크숍 개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EWG 회원국은 EWG 프로젝트 제안 및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

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국이 자체조달하거나 APEC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음.

‒ APEC은 매년 2회(Session1, Session2)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공모하

고, APEC 사무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재정지

원을 결정하고 있음.

‒ APEC EWG 통계2)에 따르면 2015년에 수행된 33개 EWG 프로젝트 중 회원국 

자체조달 프로젝트는 8개, APEC 재정지원 프로젝트는 25개로 나타나고 있음. 

¡ EWG 프로젝트가 APEC의 재정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과정은 크게 다음의 

두 단계로 볼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회원국은 3페이지 내외 분량의 약식 제안서인 ‘Concept 
Note’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EWG 내부적인 검토 및 심

사 과정을 거쳐 APEC 사무국의 승인을 받음.

2) APEC Project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검색일: 2016.11.9.)

“ERTF는 APEC 
회원국의 
비상대응 능력 
향상 및 에너지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5년 설립”

“EWG 
전문가그룹과 
TF는 각 회원국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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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개최된 제 52차 EWG 회의에서는 2017년 Session2 EWG 프로

젝트 선정을 위해 총 13개의 제안서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행하였음. 

‒ 이렇게 약식 제안서를 승인받은 회원국은 정식 제안서 ‘Full Proposal’을 작성

하여 APEC 예산관리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한편 EWG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있는 APEC 재정은 다음과 같이 4종류가 있

으며, 그중 에너지효율 분야 기금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①일반사업계정(General Project Account), ②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 특별계

정(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ion(TILF) Special 
Account), ③APEC 지원기금 일반(APEC Support Fund (ASF) General Fund), 
ASF 에너지효율 보조기금 (ASF Sub-Fund: Energy Efficiency)

▣ EWG　프로젝트 최근 동향

¡ 최근 APEC은 에너지효율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2016년 Session2 APEC 프로젝트 예산을 살펴보면, 미화 약 970만 달러의 총 

예산 중 ASF 에너지효율 보조기금에 배정된 예산이 약 220만 달러로 다른 계

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계정 명칭 예산(USD)

사업기금

일반사업계정(General Project Account, GPA) $1,101,000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 특별계정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ion(TILF)Special Account)
$809,000

APEC 지원기금 일반(APEC Support Fund(ASF) General Fund) $1,170,000

ASF 보조기금(Sub-Fund)

인간안보 (Human Security) $393,000

건강 및 비상대비 (Health and Emergency Preparedness) $128,000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2,336,000

공급사슬연결(Supply Chain Connectivity) $1,538,000

광업(Mining) $317,000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과 글로벌 가치 사슬(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and Global Value Chains)
$622,000

혁신적 개발, 경제개혁 및 성장 (Innovative Development, Economic 

Reform and Growth)
$393,000

연결 (Connectivity) $328,000

영세 및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50,000

합계(GPA+TILF+ASF+ASF Sub-Fund) $9,785,000

자료 : Penelope Howarth(2016.10.19), 제 52차 EWG 본회의 자료

< APEC 프로젝트 예산: 2016년 Session2 >

“EWG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있는 
APEC 재정은 
4종류가 있으며, 
그 중 에너지효율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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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1차 EWG회의에서 APEC 사무국 보고에 따르면 2016년 Session1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이 에너지효율 보조기금에 배정한 바 있음. 

※ ASF 에너지효율 보조기금은 2009년에 일본 정부의 공여로 조성되었음.

¡ EWG 프로젝트는 주로 ASF 에너지효율 보조기금을 통해 APEC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구조는 EWG 프로젝트가 APEC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APEC 통계3)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Session1) 기간 동안 APEC 재정지

원 승인을 받은 42개 EWG 프로젝트 모두 ASF 에너지효율 보조기금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음. 

4. APEC EWG 추진 정책과제 및 당면 현안

▣ 개요

¡ 현재 APEC EWG는 에너지스마트공동체 및 에너지안보 등 2개의 주요 이니셔티브

를 가동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저
탄소발전, 에너지안보 등 5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주요 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주요 이니셔티브와 의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APEC 정
상회담과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역내 목표 및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

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음. 

▣ 에너지스마트공동체 이니셔티브(Energy Smart Communities Initiatives, ESCI)

¡ 2010년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칸 총리는 APEC역내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장기 일자리 창출 등을 육성하기 위해 ESCI를 APEC EWG　내 

발의하였음.

¡ ESCI 아래 운송, 건물, 스마트 그리드, 일자리 및 소비자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크로스-커팅 활동으로 지식공유플랫폼

(Knowledge Sharing Platform, KSP)과 저탄소모델타운(LCMT) 프로젝트가 운

영 중임.

▣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Energy Security Initiative)

¡ 대내외적인 에너지안보 역량 강화는 APEC 역내 에너지 관련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이에 2001 APEC 정상회담은 EWG의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Energy Security Initiative, ESI) 발의를 승인함.

3) APEC Project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검색일: 2016.11.9)

“현재 APEC 
EWG는 2개의 
주요 이니셔티브와 
5개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

“주요 이니셔티브 
2가지에는 
에너지스마트공동체 
이니셔티브(ESCI)와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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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는 APEC 역내 에너지안보 관련 당면 과제를 다루는 가장 일차적인 메커니

즘이며,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APEC 차원의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음.

‒ 단기적인 조치로는 역내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질적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역

량 강화를 도모하는 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 (JODI), 석유가스안보 

이니셔티브(Oil and Gas Security Initiative, OGSI), 에너지비상대응(Energy 
Emergency Responses),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등이 있음.

‒ 장기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시장효율성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천연가스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청정화석에너지 확대 등을 포함하

고 있음.

▣ 에너지효율 제고

¡ APEC EWG는 역내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역내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25% 감축

을 역내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음.

‒ 역내 에너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EWG에서는 이러한 에너지효율 목표

를 재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35
년까지 20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45% 감축을 역내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합

의하였음.

‒ 이러한 에너지원단위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은 앞서 2010년에 발의된 ESCI를 보

완하는 것으로,  EWG는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회원국 간 협

력을 강화하는 등 역내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ESCI와 연계된 프로젝트와 더불어 EWG는 EGEEC와 APERC의 협력으로 다

수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정책 상호검토(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 PREE)’를 수행하여 왔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14년 제 11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역내 신

재생에너지공급 비중 두 배 확대를 목표로 수립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이에 EWG는 역내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GNRET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APEC EWG는 
역내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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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합리화

¡ 2009년부터 매년 APEC 정상회의는 화석연료 과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및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APEC EWG에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APEC 차원에서의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됨. 

‒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Voluntary Report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WG는 자발적 이행보고에 대한 기

본 골격을 결정하였음.

‒ 덧붙여, 2013년 EWG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위한 자발적 상호검

토(Voluntary Peer Review for Reform of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 매  EWG 본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제도 개혁 계획에 

대한 자발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검토 참여국의 결과 보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대만이 상호검토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에 개최된 52차 EWG 
회의에서 중간결과를 보고하였음.

¡ 이러한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 이외에 EGCFE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 및 연

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저탄소발전 추구

¡ 2010년 일본 후쿠이에서 개최된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저탄소 기술 및 저탄소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LCMT 프로

젝트를 착수하였으며, EWG는 LCMT TF를 발족하였음. 

¡ 또한 에너지장관들은 회원국들이 저탄소 전원 확대에 관한 자체적 목표와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EWG는 ‘저탄소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s on Low Carbon Energy Policies, PRLCE)’를 수행하고 

있음. 

¡ 더불어 회원국과 전문가그룹이 에너지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등을 위

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연구의 성과물을 통해 효과적인 저탄소 발전 정책

수단, 모범 사례 등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9년부터 매년 
APEC 정상회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및 
감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

“2010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서 저탄소 기술 
및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LCMT 
프로젝트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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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1)

해외정보분석실 신보람(boramshin@keei.re.kr)

▶ 아프리카 인구 중 약 6억 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력보급률 및 1인당 평균 

전력소비 격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아프리카의 2012년 총 전력소비는 605TWh이었으며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40%를 차지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때 수요 증가폭은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등 전반적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활용할 경우 그 경제성이 높고 전력보급 확대, 전원믹스 다원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수력 발전 잠재력(1,584,670GWh, 2014년 기준)이 높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54개국 중 

41개국이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lans)’ 등의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함(2015.10월 

기준). 그러나 일부 계획은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남아공, 알제리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나 경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적･인적 자원과 규제 시스템이 비교적 부족한 저소득 국가(low- 

income countries)는 감세나 면제 등을 통해 초기비용을 낮춰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 이처럼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양한 투자 장려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협력체로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을 꼽을 수 있음. 54개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들은 2009년에 

친환경 에너지의 적정가격 및 안정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대규모 공동 수력발전 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실제 협력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와 같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지역 전력풀 5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 아프리카 국가 전력 보급 현황

¡ 아프리카 인구 중 약 6억 명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보급률 및 1
인당 평균 전력소비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임.

‒ 북부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2% 이하이나 서부

아프리카 국가는 50% 이상, 동부아프리카 국가는 75% 이상, 중앙아프리카 국

가는 75%, 남부아프리카 국가는 50% 이상에 달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우는 인구 중 15%만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1) 본 포커스는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Africa 2030: Roadmap for a 

Renewable Energy Future(2016.10월)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작성됨.

“아프리카 6억 
명의 인구가 
전력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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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1인당 전력소비는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

의 평균 1인당 전력소비의 8배에 달함.

주 : 전력 보급률은 2012년 기준이며, 인구, GDP, 전력소비는 2013년 기준임.

자료 : IRENA(2015.10월), Africa 2030: Roadmap for a Renewable Energy Future

< 아프리카 지역별 에너지･경제 지표 >

¡ 총 발전량은 1995년에는 400TWh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완만하게 증가

하여 2015년에는 759.6TWh(전년대비 2.4%)에 달하였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설비용량은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작으며 

증가율 역시 미미한 수준임. 

자료 : BP(2016.6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1995~2015년 아프리카 발전량 증가 추이 >

(단위: TWh)

“아프리카의 총 
발전량은 완만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9.6TWh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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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1990년 최대 발전설비용량을 기준(100)으로 설정함.

      2) *는 추정치이며 †는 예상치임.

자료 : Economist(2014.9.27), Lighting a dark continent

< Sub-Sahara 아프리카 발전설비용량 증감 추이 >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

▣ 전원 개발 필요성(전력 수요 확대)

¡ 아프리카의 2012년 전력소비는 605TWh이었으며 이 중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수

요가 약 40%를 차지함.2)

※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 공급능력 한계로 인해 전력소비와 실제 수요의 격차가 커 아프

리카의 정확한 전력 수요 집계에 어려움이 있음.3)

‒ Sub-Sahara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력소비는 2000년 대비 35% 증가하였음에도 
352TWh에 그침.

※ Sub-Sahara 아프리카 국가에는 가봉, 케냐, 모잠비크 등의 국가가 속해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을 일컬음. 많은 경우에 북부아프리카와 대비

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또한, Sub-Sahara 국가들의 인구 증가로 1인당 전력소비(약 400kWh)는 큰 변

화가 없음.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00~2012년 사이에 

80% 이상 증가하여 1,500kWh에 이른 것과 크게 대비됨.

¡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낮고 가구 당 가전제품이 많지 않아 부문별로 전력소비에

서 가정부문의 소비는 27%에 그침.

‒ 서비스 부문은 2012년 Sub-Sahara 지역 전력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

대전화 보급 등으로 인해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IEA(2014.10월), Africa Energy Outlook

3) IEA(2014.10월), Africa Energy Outlook

“2012년 아프리카 
전력소비는 
605TWh에 달함”

“가정의 낮은 
가처분소득과 
가전제품 
이용률로 인해 
가정부문의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27%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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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10월), Africa Energy Outlook

< 2012년 아프리카 부문별 각 지역 전력 소비량 >

(단위 : TWh)

¡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

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름.

‒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대게 5%를 상회함.4)

‒ IRENA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전

력수요는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RENA는 늘어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 147GW이었던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250GW 확대해야하는 것으로 추정함.5)

¡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별 수요 증가폭

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6)

‒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2030년 전력수요는 2010년 수준에서 5배 증가한 

250TWh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2030년 전력수요는 2010년 수준(280TWh)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570TWh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의 2030년 수요는 2010년 수준(약 150TWh)에서 500TWh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아프리카 전력수요는 2010년의 20TWh에서 2030년에 90TWh로 증가할 전망

‒ 북부아프리카의 전력수요는 2010년의 220TWh에서 2030년까지 980TWh 급증

할 것으로 전망

4) European Parliament(2016.1월), Africa’s economic growth: Taking off or slowing down?

5) IRENA(2012), Prospects for the African Power Sector

6)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공급확보가 중요 
정책과제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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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0년 이후 수치는 ‘ECOWAS Master Plan’을 토대로 한 IRENA의 추정치

자료 :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 서부아프리카 국가별 전력 수요 >

(단위: TWh)

자료 :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 남부아프리카 국가별 전력 수요 >

(단위: TWh)

주 : 2010년 이후 수치는 ‘EAPP/EAC Master Plan’을 토대로 한 IRENA의 추정치이며, 부룬디와 

에리트레아 전력 수요 전망치는 Nile Equatorial Lakes Subsidiary Action Programme 

(NELSAP) 보고서를 토대로 한 IRENA의 추정치

자료 :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 동부아프리카 국가별 전력 수요 >

(단위: T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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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10년 이후 수치는 IEA의 ‘African Energy Outlook’을 토대로 한 IRENA의 추정치

자료 :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 중앙아프리카 국가별 전력 수요 >

(단위: TWh)

주 : 2010년 이후 수치는 IEA의 ‘African Energy Outlook’을 토대로 한 IRENA의 추정치

자료 : IRENA(2015), Africa Power Sector: Planning and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 북부아프리카 국가별 최종 전력 수요 >

(단위: TWh)

▣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부하며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반적으로 풍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이 높음.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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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10.13), 

http://www.slideshare.net/internationalenergyagency/1410

13-africa-energyoutlookslides

< 아프리카 재생에너지원 분포도 >

‒ 북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력발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지역

연평균 수력발전량

(2013~2014년 기준)

(GWh)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평균 수력발전량

(GWh)

실제 발전량

/잠재 발전량

(%)

북부아프리카 16,728 59,693 28

서부아프리카 19,445 101,492 19

중앙아프리카 14,614 570,730 3

동부아프리카 26,215 334,600 8

남부아프리카 44,896 415,857 11

합계 122,538 1,584,670 8

자료 : Hydropower and Dams(2014) 재인용

< 아프리카 지역별 수력 발전량 및 잠재력 >

.

¡ 이처럼 아프리카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발전설비를 확대할 경우 전력

보급 확대, 전원믹스 다원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IRENA는 아프리카의 수력과 풍력발전용량을 각각 100GW, 태양에너지 발전 

용량을 90GW로 늘려 발전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증대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0Mt(megatonnes)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 2030년까지 발전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5~2030년 동안 4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IRENA는 평가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전력보급 확대, 
전원믹스 다원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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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및 정책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lans, 이하 ‘NEP’)’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NEP에서 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용량 확대, 에너지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NEP에 포함된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자원 활용도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믹스 다원화

･ 농어촌 전력화 사업, 국가전력망 확대, 가정 전력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에

너지 접근성 확대

･ 에너지 공급 관련 인적자원 개발

･ 전력 수급기능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절약문화 조성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력부문 제도적 프레임워크 설계

¡ NEP 등의 형태로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발표한 아프리카 국가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41개국에 이름(2015.10월 기준). 

‒ 많은 경우에 농어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오프그리드

(off-grid) 발전설비 장려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에너지부문 계획이나 포괄적인 정책 수립 시에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

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일부 NEP는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에너지부문 개발을 위한 가

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

너지 확대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가나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가 발표한 ‘2006 전략적 국가에너지계

획(2006 Strategic National Energy Plan, 이하 ‘SNEP’)’이 대표적인 예임. 

･ 가나는 SNEP를 통해 경제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

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와 함께 주요 재생에너지 

활용안도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획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음.

‒ 또한, 지리적 조건 및 인프라 미비 등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

표를 달성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에너지계획’
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를 
드러냄”

“일부 
‘국가에너지계획’
은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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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소비비중

(%)

발전부문 

비중(%)

설비

규모

(MW)

목표

기간
구성 및 내역

알제리 40 2030 2017년까지 5% 달성

베냉 2025 농어촌지역 전력보급의 50% 달성

부룬디 2.1 2020
4MW 바이오매스, 212MW 수력, 40MW 

태양광, 10MW 풍력 확보

카보베르데 50 2020

코트디부아르 5,15,20
’15,’20

’30

디부티 30 2017 태양광 오프그리드 발전

이집트 14 2020

2020년까지 수력 2.8GW, 태양광 220MW, CSP 

1.1GW, 풍력 7.2GW 확보

2027년까지 태양광 700MW, CSP 2.8GW 확보

에리트레아 50 n.d. 풍력발전을 통해 달성

에티오피아 6,810 2013
풍력 760MW, 수력 5,600MW, 지열 450MW를 

확대

가봉 80 2020

가나 10 2020

기니 8 2025 태양광 6%, 풍력 2%

기니비사우 2 2015 태양광 발전을 통해 달성

케냐
5,000

(지열)
2030

201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2배 증대, 

2030년까지 지열 발전용량 5,000MW로 확대

레소토 35 2020 농어촌지역 전력보급 중 35% 달성

리비아 10 2020

마다가스카

르
54 2020

말라위 7 2020

말리 15 2020

모리타니 20 2020 2015년까지 15%(바이오매스 제외) 달성

모리셔스 35 2025

모로코 42 2020 2012년까지 20% 달성

모잠비크
6,000

+α
n.a.

풍력 6,000MW, 태양에너지 2,000MW, 수력 

2,000MW; 태양광 시스템 82,000개, 

생물소화조(biodigester) 1,000개, 풍력 

펌프시스템 3,000개, 재생에너지기반 생산 

시스템 5,000개, 농촌지역 태양에너지 난방기 

100,000개 설치

나미비아 40 2011 수력 미포함

니제르 10 2020

나이지리아 20 2030 2025년까지 18% 달성

르완다 90 2012

세네갈 15 2025

세이셸 15 2030

남아공 13 2020

스와질란드 2014
공공건물에서 태양에너지 온수 

설비를 사용하는 비중을 20% 확대

튀니지 25 2030 2016년까지 11% 달성

우간다 61 2017

짐바브웨 10 2015 연료(liquid fuel) 중 바이오연료를 10%로 확대 

자료 : IRENA(2015.10월), Africa 2030: Roadmap for a Renewable Energy Future

<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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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정책 및 제도

¡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발전차액지

원제도(Feed-In-Tariff, 이하 ‘FIT’)를 도입함. 

‒ 알제리는 가장 일찍 FIT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2003년에 FIT를 채택하였으

나 정책 시행은 2014년에 시작됨. 

‒ 케냐는 2008년부터 FIT를 시행하였으며 전력망 운영자들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 송･배전할 것을 의무화함. 2010년 

개정을 통해 지열, 태양에너지, 바이오가스를 통해 생산한 전력도 우선 거래 대

상에 포함됨.

‒ 가나,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역시 FIT를 도입함.

¡ 또 다른 정책 형태인 경매방식은 FIT과 비교하여 실제 전력가격을 더 효과적으

로 반영한다는 특성이 있어 사업 추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남아공은 2009년에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 ‘REFIT’)’를 도입하였으나 2011년에 ‘재생에너지 민자발전 프로그램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REIPPP)’을 채

택하면서 경매방식으로 전환함.

･ 남아공은 앞서 언급된 경매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

‒ 모로코와 이집트를 비롯한 10개 아프리카 국가 역시 경매방식을 통해 재생에너

지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집트는 2014년 풍력발전 사업 경매에서 기

록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업을 발주함.

‒ 경매방식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으나 소규모나 신규 전력생산

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고안될 수 있음.

･ 우간다의 GET FIT가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매스, 수력, 바가스 발전 사업 경매 

시에 전력요금이 아닌 재정･경제성과, 환경･사회성과, 기술성과･기업윤리를 
기준으로 사업을 수주할 발전사업자를 선정함. 

‒ 경매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용 창출 등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과를 유도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함.

･ 남아공은 경매 심사기준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명시하여 REIPPP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부문에서 2만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

¡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low-income countries)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

해 감세 및 기타 재정적 지원정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알제리, 케냐, 
가나 등은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를 도입함”

“경매방식은 
FIT보다 실제 
전력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비용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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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인적 자원 및 규제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들은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나 수입세 면제를 통해 초기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케냐와 탄자니아는 효율이 높은 태양광 전등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요금(tariff)을 

면제해주고 있음.

‒ 모리셔스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바가스(bagasse)를 이용한 바이오(sugar-based) 열
병합발전(co-generation)을 장려하고 있음.

･ 사탕수수 사업자들은 6개월의 사탕수수 수확기간 동안 모은 바가스를 이용

하여 모리셔스 전력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 모리셔스는 석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열병합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축소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농부들이 바가스를 발전용으로 공급하도록 장려함. 

･ 또한, ‘바가스 에너지 개발 사업(Bagasse Energy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설탕 수출세를 철폐하고 설탕 생산을 장려함.

¡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오프그리드(off-grid) 발전시설을 통해 농

어촌 전력화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아프리카에는 6억 명에게 전력보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수

가 7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프 그리드 기술 형태(독립형 발전시설/미니 그리드)나 시설 

소유구조(민간/민관협력/NGO) 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립형 발전시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케냐, 탄자니아는 부가가치세와 수입세

를 면제하여 초기투자비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미니 그리드 사업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민간사업자가 오

프그리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규정, 사업자들이 비용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요금 관련 혜택 보장 등 다양한 법과 규제 등이 
갖추어져야 함. 

･ 탄자니아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미니 그리드 사업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전

력요금산정방식(Tariff Methodology)을 도입함. 

‒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프그리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①자국의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시설 건설 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사업자금 확보를 용이

하게 하며 ③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나 전기제품 등의 표준 및 품질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의 사업 참여 및 조력을 바탕으로 발전시설을 건설하더라도 아프리카 국
가들의 역량 미비로 발전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행정적･인적 
자원과 규제 
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들은 
세액감면, 면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오프그리드 
발전시설을 
이용해 농어촌 
전력보급률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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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 상황으로 인한 투자자금 확보 어려움을 인

지하고 다양한 투자 장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대두되고 있음. 

‒ 낮은 저축율과 세수 부족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건실하지 못한 경

우가 많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적임. 이는 국가신용등

급과 해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아프리카 전력부문 투자는 연간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14년 아프리카 전력부문 투자 중 남아공이 55억 달러, 케냐가 13억 달러, 
알제리가 4억 달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가 각각 2억 달러, 모리셔스

와 부르키나파소는 각각 1억 달러를 유치함.

･ 상기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들이 각기 유치한 투자금은 1억 달러 이하임. 

‒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다자 및 양자 간 개발은행을 포함한 개발금융기관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이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개발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고 위험요소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에도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부문 성장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아프리카 현지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험 미비

로 인해 개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장려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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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FIT

(premium 

payment 

포함)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요금

상계

제도

Tradabl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경매

열공급

의무화

제도

바이오연료

공급

의무화제도

알제리 ㅇ ㅇ

앙골라 ㅇ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ㅇ

카보베르데 ㅇ ㅇ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ㅇ ㅇ

에티오피아 ㅇ

감비아

가나 ㅇ ㅇ ㅇ ㅇ ㅇ

기니

케냐 ㅇ ㅇ ㅇ

레소토 ㅇ ㅇ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ㅇ

말리 ㅇ

모리셔스 ㅇ ㅇ

모로코 ㅇ

모잠비크 ㅇ

니제르

르완다 ㅇ

세네갈 ㅇ ㅇ

남아공 ㅇ ㅇ ㅇ ㅇ

수단 ㅇ

탄자니아 ㅇ ㅇ ㅇ

토고

튀니지 ㅇ

우간다 ㅇ

잠비아 ㅇ

짐바브웨 ㅇ

자료 : IRENA(2015.10월), Africa 2030: Roadmap for a Renewable Energy Future

<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규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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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교부

･환급금 

투자･발전

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

(판매, 에너지, 탄소, 

부가가치 등)

Production 

payment

공공투자, 

대출, 공여

알제리 ㅇ

앙골라 ㅇ

베냉 ㅇ

보츠와나 ㅇ ㅇ

부르키나파소 ㅇ ㅇ ㅇ

카보베르데 ㅇ ㅇ

카메룬 ㅇ

코트디부아르 ㅇ

이집트 ㅇ ㅇ

에티오피아 ㅇ ㅇ

감비아 ㅇ

가나 ㅇ ㅇ ㅇ

기니 ㅇ

케냐 ㅇ ㅇ ㅇ

레소토 ㅇ

리비아 ㅇ

마다가스카르 ㅇ

말라위 ㅇ

말리 ㅇ ㅇ

모리셔스 ㅇ

모로코 ㅇ

모잠비크 ㅇ

니제르 ㅇ

르완다 ㅇ ㅇ

세네갈 ㅇ

남아공 ㅇ ㅇ ㅇ

수단

탄자니아 ㅇ

토고 ㅇ

튀니지 ㅇ ㅇ ㅇ

우간다 ㅇ ㅇ ㅇ

잠비아 ㅇ ㅇ

짐바브웨

자료 : IRENA(2015.10월), Africa 2030: Roadmap for a Renewable Energy Future

<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경제적유인･재정지원 정책 >

4. 아프리카 지역 경제협력기구 지원 활동 및 다자협력

▣ 경제협력체 활동

¡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경제협력체 활동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획하

고 있으며, 특히 ①천연자원의 공동 활용, ②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과 같은 국경

을 초월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경제협력체 
활동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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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이하 ‘AU’; 54개 국가로 구

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AU 산하의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이하 ‘NEPAD’)는 ‘아프

리카 행동계획(African Action Plan)’을 통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NEPAD 행동계획에 포함된 사업에는 Mepanda Uncua 수력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부문 협력 프로토콜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사업(Policies and Strategies 
Energy Protocol Cooperation in new and renewable energy) 등이 있음.7)

¡ AU 회원국들은 2009년 2월 12차 정기회의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적정가격 및 

안정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로 합의함(Assembly/AU/Decl. 9-XII).8) 

‒ 2010년 ‘Maputo 선언’을 통해서 ‘Conference of Energy Ministers of Africa, 
‘CEMA’) 창립하고 2009년 2월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함. 더불어 에너지부문 투

자 유치와 아프리카 에너지 믹스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해 논의함.9)

‒ 2011년에는 46개 아프리카 국가가 모여 ‘Abu Dhabi communique on 
Renewable energy for accelerating Africa's development’를 채택함.10)

･ 46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IRENA와 협력할 것을 

선언함.

‒ 2014년 3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아프리카 재정･계획･경제개발 장관회의

(conference of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Planing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산업을 변모시키

기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 재정적･기술적 투자 확충 결의안을 채택함.

¡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는 서아프리카 경제협력

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이하 ‘ECOWAS’), 남아프리카개

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이하 ‘SADC’) 등이 있음.

‒ ECOWAS는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연구기관(ECOWAS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ECREEE)을 설립하였고 2013년 7월에는 ‘ECOWAS 
재생에너지 정책(ECOWAS Renewable Energy Policy, EREP)’를 채택함.11)

‒ SADC는 2003년에 ‘SADC 지역 전략적 개발계획(SADC 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RISDP)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어촌 지역 

7) UNCEA, Summary of NEPAD Action Plans

8) AU(2009.2.1~3), Decision, Declarations, Messages of Congratulations and Motion

9) AU(2010.11.5), No meaningful development can take place without commensurate infrastructure, 

and in particular energy, as the engine of development

10) IRENA(2011.7.9), Abu Dhabi Communique on Renewable Energy for Accelerating Africa’s 

Development

11) ECOWAS(2013.7.17.~18), ECOWAS Renewable Energy Policy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들은 
친환경 에너지의 
적정가격 및 
안정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합의함”

“AU 이외에도 
ECOWAS, SADC 
등의 
경제협력체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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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보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12)

･ 2015년에는 개정된 ‘SADC 지역 전략적 개발계획’을 채택함.

▣ 다자 전력망 연계 활동

¡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제 협력 사례는 대규모 공동 수력발

전 사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말리, 모리타니, 세네갈은 Bafing 강에 위치한 200MW 규모의 Manantali 수력

발전소와 1,300km의 고압 송전망을 공동 개발하여 공유하고 있음.

‒ 콩고민주공화국(DRC) Grand Inga 수력발전사업(40GW)의 1차 사업(4.8GW)은 

남아공이 발전량 중 상당 부분을 수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

었음.

‒ 이 같은 국가 간 협력은 아프리카의 5개 지역 전력풀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아

프리카 국가들은 국가 간 연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력풀의 역할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자 함.

･ 5개 전력풀은 ①북부의 Comite Maghrebin de L’Electricite(COMELEC), ②서부

의 West African Power Pool(WAPP), ③중부의 Pool Energetique de I’Afrique 
Centrale(PEAC), ④동부의 Eastern Africa Power Pool(EAPP), ⑤남부의 Southern 
African Power Pool(SAPP)임.

¡ 국가 간 전력망 연계는 해당 국가의 발전설비 및 송전설비 기준을 단일화하고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운용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 표준 전력요금이나 기준전력요금을 도입하는 방식, 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기술 표준, 인증 및 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

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및 자원조달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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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13.5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 통제 방안’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공식 발효에 맞추어 ‘13.5계획(2016~2020년) 
기간 온실가스 배출 통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여(2016.11.4) 2020년까지 GDP 단위

당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18%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함.

‒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 개발단계, 자원개발, 생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省)급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2015년 대비)를 확정하였음.

지역 감축 목표치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광둥 20.5%

푸젠, 쟝시,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19.5%

산시(山西), 랴오닝, 지린, 안후이, 후난, 구이저우, 윈난, 샨시(陝西) 18%

네이멍구, 헤이룽쟝, 광시, 간쑤, 닝샤 17%

하이난, 시장(西藏), 칭하이, 신쟝 12%

자료 : 界面

< 13.5계획 기간 성(省)급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 >

‒ ‘방안’에서는 ‘135 청정･저탄소 이동 방식’을 내세워 1km 이내는 보행, 3km 이내는 자전거 이용, 
5km 이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음. 또한, 배기량이 낮은 차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장려함.

‒ ‘방안’에 따르면, 2017년에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개장할 계획임. 

¡ 중국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수요 신규 증가분을 저탄소 에

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개발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 총 소비량은 50억tce 이내로 억제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2015년 대비 15% 감축하며, 1차에너지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늘릴 계획임.

‒ 중국은 석탄 소비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석탄 총 소비량을 2020년까지 약 42억 톤으로 제한하

고, 스모그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는 2017년부터 석탄 소비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임.

‒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석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수송용 연료를 천연가스와 전

력으로 대체하며, 천연가스 및 분산형 전원을 적극 개발할 계획임. 이와 함께 전통 천연가스와 

탄층가스(CBM), 셰일가스 등을 개발･이용해 1차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 비중을 10%까지 확대

할 계획임.

(國務院 홈페이지; 界面, 2016.11.4; 中國工業網,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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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전력, 파키스탄 전력기업 지분 66.4% 매입 계획

¡ 중국전력투자집단(CPI) 산하의 상하이전력은 국제사모펀드회사 아브라지그룹(Abraaj Group)과 파

키스탄 전력기업인 KE(K-Electric Limited)社의 지분매매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2016.10.30).

‒ 상하이전력은 KE社의 지분 66.4%를 17억7,000만 달러에 현금으로 매입할 계획임.

※ 파키스탄 KE社는 1913년에 설립되었고, 상하이전력이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는 아브라지그룹이 최대주주였음.

‒ 지분매매협정은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17년 

내에 상하이전력의 대금 결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상하이전력은 이번 계약으로 매출액이 대폭 증가해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상하이전력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33% 감소한 118억 위안(약 17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29% 감소한 8억1,800만 위안(약 1억2,100만 달러)이었음.

‒ KE社는 카라치市와 인근 지역의 주요 전력공급자로서, 파키스탄 내에서 유일하게 발전에서부터 

송･배전, 판매, 전력부문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력기업임.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

하고 있는 설비용량은 2,243MW로 파키스탄 전체 발전용량의 10%를 차지함.

･ 2015년 말 기준 KE社의 총자산은 36억 달러, 매출액은 18.8억 달러, 순이익은 2.8억 달러였음.

‒ 파키스탄은 중국이 발전설비 과잉인 것과는 반대로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함. 2003년부터 전력

을 수입하고 있으나 전력망 건설 지연, 과다한 송배전 손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전력 수급 불균

형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파키스탄의 전력 수요는 약 18~20GW인데 반해 발전용량은 12~14GW에 불과해 약 6GW가 

부족하며, 여름철 전력 피크 시에 도시의 일평균 정전시간은 12시간, 농촌은 16시간에 달함.

‒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파키스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평균 수준의 1/6에도 못 

미쳐 향후 수요 증가 잠재력이 매우 큼.

¡ 상하이전력의 이번 지분 매입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선상에 있는 국가의 전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임. 

‒ 또한, 상하이전력의 발전전략에서 국제화는 중점 사업이며, 이번 KE社 지분 매입을 통해 남아

시아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일대일로 전략’ 대상 국가의 전력부문 업무 경험을 축적할 계획임.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국가의 시장･경영･법률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현재 상하이전력은 2020년까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 정부의 ‘일
대일로 전략’과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몰타, 일본, 터키, 탄자니아, 
호주 등의 국가에 진출하였음.

･ 상하이전력은 2014년 12월에 몰타 국영전력기업 Enemalta社의 지분 33%를 3억2,000만 유로

(약 3억5,700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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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일본에 태양광발전소 2개를 투자･건설하였으며, 첫 번째 발전소의 2015년 발전량은 

2.8MWh이고, 올해 3월에 준공된 두 번째 발전소(4.8MW 규모)는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전

력판매 허가를 받았음(2016.2.8).

･ 2014년 터키의 화력발전소(660MW급 2기) 건설에 50.01%의 지분 참여를 하였으며, 탄자니

아 K-Ⅲ 가스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프로젝트 개발권을 획득함.

(證券時報, 2016.10.30; 界面; 財新網, 2016.11.1)

▣ 국가전력망공사, 중국 발전설비 과잉으로 주변국에 잉여전력 수출 추진

¡ 중국 국영기업 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엔지니어부 총책임자 장지핑(張啓平)은 블룸버그 신재

생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 주최로 상하이에서 개최된 컨퍼런

스(2016.11.1)에서 당사는 전력 공급이 부족한 국가에 전력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Bloomberg는 중국이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 과열로 전력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

도함(2016.11.2). 이를 위해 중국은 주변국과 전력망을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기업들이 중

국의 잉여전력을 신축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 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는 현재 인도, 한국, 일본 및 동남아

시아 국가와 연계 전력망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거리･고압 전력망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수십억 위안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및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

되는 잉여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계가 필요함.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태국, 몽골 등의 에너지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간 연계 전력망

이 건설되면, 전력 생산단가 절감과 재생에너지 이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내 건설 중이던 화석연료 발전소 중 대부분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원자력, 재생에너

지 등 저탄소에너지원을 연료로 한 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설비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2016.9월)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화석연료 발전소 투자국으로, 
2015년에만 약 70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200GW에 달하는 발전소가 건설 중이었음.

※ 한편, 국가에너지국(NEA)은 화력발전설비 평균 이용률이 매년 하락함에 따라 15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설비용량은 총 12,400MW)를 취소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35호

(9.30일자) pp.33~34 참조). 취소된 프로젝트의 건설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이에 대해 그린피스(Greenpeace) 등 환경보호단체들은 중국이 발전설비 과잉 투자로 유휴 설비

로 인한 전력손실 규모가 2020년까지 약 1조 위안(1,47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

명한 바 있음.

(環球時報, 2016.11.2; 電纜網,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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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전력시장자유화에 비해 참여도 저조

¡ 금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이어 2017년 4월부터 가스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

될 예정이나, 전력시장자유화에 비해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며 소비자의 인지도도 낮음. 

‒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1일 가스소매시장 참가 사업자 등록 접수를 시작하였음. 그러나 가스

소매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는 간사이전력, TEPCO Energy Partner(도쿄전력 계열), 주부전력에 

불과하여 전력시장자유화 이전 한 달 사이에 약 30개사 이상이 등록한 것과는 대조적임.

･ 전기에 비해 가스는 보수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타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어려움. 
특히 가스 누출 및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전력소매시장에 비해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음

(인사이트 제16-36호(10.7일자) pp.39~40 참조). 

‒ 또한,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며, 가스시장자유화 이후 기존 공급

처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수용가도 15.4%로 낮음.

･ Cross Marketing社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은 2.1%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 중 55%가 ‘들어본 적 없다’ 혹은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음. 

‒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스시장자유화의 상세한 규정이 정해지면 신규 참여 사업자도 늘어날 것

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대비하여 기업 간 제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소

매사업자의 가정 및 점포 내 가스기기 보안 의무와 관련된 제휴임. 

‒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약 34만 건의 수용가를 잃은 간사이전력은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에 맞추어 신규 가스 소비자 확보에 힘쓸 계획임(인사이트 제16-36호(10.7일자) pp.39~40 참조).

･ 금년 6월 조직개편을 통해 가스사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연내에 새로운 전기 및 가스 요금

제를 수립할 예정임.

･ 간사이전력은 간사이 지역 최대 LPG 기업인 Iwatani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가스기기의 보

안･점검 등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7년에 20만 건 이상의 신규 

수용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사이부(西部)가스와의 제휴를 통해 가스의 보안 측면을 강화하고 가스소매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예정임. 

･ 규슈전력은 연내 새로운 전기･가스 요금제를 발표하여 2017년 4월에 사이부가스의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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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는 후쿠오카市와 기타큐슈市 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소매를 시작할 것임. 

‒ 주부전력은 가스기기 보안업무 등에 대해 Iwatani산업과 제휴하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함.

･ 주부전력은 우선 주부지역에 진출하여 향후 5년간 20만 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할 목표를 

세움. 향후 Iwatani산업 이외에도 보수 및 판매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기업과의 제휴

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日本経済新聞, 2016.10.28,29, 日刊ゲンダイDIGITAL, 2016.11.3)

▣ 일본, 항만 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움직임 확대

¡ 일본에서는 사업화가 용이한 항만 내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

며, 현재 9개 항만에서 검토 중임.

‒ 기타규슈市는 기타규슈 항만 내 2,700ha을 해상풍력발전 이용구역으로 설정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7년 1월 하순에 사업자를 결정하여 2021년에 착공 예정임. 

‒ Marubeni는 아키타 항만과 노시로 항만에 SPC를 설립함. Obayashi, 도호쿠전력 자회사, 아키

타은행 등도 참여하여 타당성조사에 들어갔으며 예상 발전용량은 145MW임. 또한, 同 사는 

가고시마 항만에서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Green Power Investment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홋카이도의 이시카리만 신항에서 2020년 

가동을 목표로 발전용량 100MW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 검토 중인 항만 >

자료 : 일본경제신문

¡ 해상풍력발전소가 입지하게 될 지자체는 이를 계기로 에너지산업을 유치하는 등 현지 경제 활

성화로 이어나갈 생각이며, 일본 정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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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상의 해상풍력발전 매입가격은 36엔/kWh로 대규모 태양광

(24엔/kWh)이나 육상풍력(22엔/kWh)에 비해 높은 편임. 

‒ 그러나 일본 주변 해역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어업종사자와의 조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등 연안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후쿠시마縣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소 등과 같이 실증시험 단계에 머문 곳이 많음. 

‒ 반면, 항만 내 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명확

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낮고 수익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이점이 있음. 또한, 항만 내 해풍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풍력발전에 적합함. 

‒ 또한, 일본 정부는 금년 7월 시행된 개정 항만법에서 항만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6.11.5)

▣ 경제산업성, 신전력사업자에 대한 원전비용 부담 방안 제시

¡ 경제산업성은 원전 폐로와 관련된 재무회계제도를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에서 도쿄전력 후쿠시

마 제1원전사고 배상비용 및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한 원전의 폐로비용 일부를 신전력사업

자에도 부담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음.

‒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관련 비용(피해자 배상비용, 제염비용 등)을 도쿄전력 및 주요 전력회

사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임.

･ 일본 정부는 2013년에 피해자 배상비용은 5.4조 엔, 제염비용은 2.5조 엔으로 예상했으나, 
전기사업자연합회는 배상비용은 2.6조 엔 증가한 9조 엔, 제염비용은 4.5조 엔 증가한 7조 

엔이 될 것으로 추산함. 

‒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배상비용은 도쿄전력(특별부담금)과 기타 주요 전력회사 등 11개
사(일반부담금)가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원자력배상기구법에 의거하여 2011.9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폐로 지원 업무도 추가되어 2014.8월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로 개편되었음. 

･ 2015년 일반부담금은 1,630억 엔이었으며(도쿄전력 특별부담금 제외), 주요 전력회사는 후

쿠시마 제1원전 외의 원전 폐로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해체비용 적립금도 부담하고 있음. 

･ 한편, 新규제기준 도입 등으로 원전 재가동은 부진한 상황이며, 더욱이 사법적 판단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도 있어 원전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짐. 

‒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안은 이와 같은 원전 관련 비용 일부를 신전력사업자에게도 부담시키겠

다는 것으로, 신전력사업자가 주요 전력회사에게 지불하는 송전선 이용료에 가산하여 부과하

는 형태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경제산업성 간부는 신전력사업자의 소비자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전에는 주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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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비자였으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와 같이 주요 전

력회사의 소비자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함. 

･ 현재도 원전 관련 비용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비용은 원전을 보유하지 않은 신전력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배상비용 및 폐로비용 부담도 이의 연장선상이 될 것임. 

‒ 전문가회의에서 연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이 2017년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 

¡ 한편, 신전력사업자들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안에 대해 도쿄전력이 일으킨 사고의 배상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 추가적인 원전 비용 부담으로 신전력사업자의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되면 신전력사업자로의 변

경 움직임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된 지 약 반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

자로 변경한 소비자는 아직 전체 계약의 약 3%에 그침. 

･ 또한,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변경한 소비자 가운데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이

유로 변경한 소비자도 있음. 

‒ 한편, 신전력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원전을 유지하려면 국가 전체가 나서야한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음. 다만 원전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쿄전력이 배상비용의 상세 내역을 밝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자신들도 원전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전력도

매시장에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毎日新聞, 2016.10.4; 日本経済新聞,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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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국제상품거래소, Urals유 선물거래 개시에 앞서 런던에서 로드쇼 개최

¡ 러시아 국제상품거래소(St. Petersburg International Mercantile Exchange, 이하 ‘SPIMEX’)는 2016년 11
월 말로 예정된 Urals유 선물거래 개시에 앞서, 11월 7일 런던에서 ‘Urals Day’ 로드쇼를 개최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4월 브렌트유 가격에 연동하지 않고 Urals유에 대한 공정한 가격책정 

및 거래 메커니즘 구축과 달러화 결제수단 탈피를 위해 금년 연말을 목표로 Urals유의 선물 

거래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 SPIMEX는 로드쇼에서 Urals유(對유럽 수출 중질원유)를 브렌트유나 두바이유와 같은 ‘벤치

마크 원유’로 소개하였으며, Urals유 가격책정 원칙과 인수도 선물계약(deliverable futures 
contract)의 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Urals유 선물거래 개시에 대해 유럽의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 등 시장 참여자들이 관

심을 보였으며, 위 행사에는 프랑스 및 아시아 지역 기업도 참가하였음.

･ 러시아 Nikolai Podguzov 경제개발부 차관은 Urals유 선물거래에 유럽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호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함. 

‒ 실질적인 공급은 러시아 발틱해 Primorsk 항구를 통해서 FOB 조건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향후 SPIMEX에서 Urals유 선물거래가 개시되고 발틱해 항구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브렌트유 가격과의 연동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함.

‒ 지난 6월 SPIMEX의 Mikhail Temnichenko 부대표는 Urals유 가격이 브렌트유 대비 평균적으

로 배럴당 2~3달러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앞으로 선물거래를 통해 투명한 가격책정 메커

니즘이 도입되면 브렌트유 대비 할인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 : Izvestia

< Urals유와 브렌트유의 가격변동 추이(2016.1~10월) >

(단위 : US$/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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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물거래 초기에는 결제 수단을 달러화로 할 계획이지만,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과 

거래･결제 수수료(Exchange and Clearing Fees)는 루블화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Urals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벤치마크 원유의 기본 조건인 ‘충분한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벤치마크 원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

혔음(트레이딩社 Trafigura, 2016.10.28).

‒ 또한, 전 세계 원유 거래의 67%를 좌우하고 있는 벤치마크 원유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생산량

(100만b/d)이 급감하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2013년 기준 1,050만b/d를 생산, 350만b/d를 유

럽에 수출함. 즉, 러시아 전체 수출 원유의 80%가 유럽으로 공급되므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Urals유 선물거래 계획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함(미 경제전문가 William Engdahl).

･ 그는 향후 이러한 루블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가 對유럽 수출원유인 Urals유 외에도, 동시

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對아･태지역으로 수출되는 ESPO유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럽 소비자에게는 Urals유 가격이 브렌트유 가격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Urals유 선물거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KPMG의 러시아･CIS지역 전문가 Anton Usov). 

¡ 한편, 전문가들은 Urals유 선물거래가 11월 말에 개시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신규 금융상품이 

역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조건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선물거래의 개시는 단순히 벤치마크 원유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기업에 리스

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함(시장조사기관 IHS의 Maxim Nechaev 전문가).

‒ 시장 참여자들이 신규 선물거래에 적응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1~3년은 걸릴 것이며, 심지어 

선물 상품이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지 않고 리스크보험(risk insurance)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힘(러시아 투자회사 Open-broker의 Sergei Khestanov 전문가).

‒ 현재 러시아는 주로 장기계약에 따라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석유생산

기업들은 기존 구축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분석기관 Alpari의 Aleksandr Razuvaev 대표).

(경제개발부 홈페이지; RG.ru, 2016.11.1; Izvestia, 2016.11.3; Centrasia, 2016.11.7)

▣ Gazprom, 러시아 가스의 對영국 공급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유럽국가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승

인한 유일한 국가인 영국의 가스 수요가 향후 증대될 것이며, 이에 Gazprom 가스의 對영국 공

급량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2016.11.3).

‒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
히 영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Gazprom은 영국 정부의 脫석탄 정책 추진으로 연간 8~12Bcm의 추가 가스 물량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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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기업들이 조속히 자사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 영국의 주요 가스 수입국은 노르웨이(PNG), 네덜란드(PNG), 벨기에(PNG), 카타르(LNG) 등이며, 
피크수요 시에는 주로 독일 내 저장시설에 비축된 러시아産 가스를 공급받아왔음.

･ 2015년 5월 Gazprom Marketing & Trading(Gazprom의 자회사)은 영국 최대 가스기업인 

Centrica社와 향후 2021년까지 연간 4.16Bcm의 가스 공급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5-19호(2015.5.22) p.39 참조). 

‒ Gazprom은 Nord Stream 가스관(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출용)을 통해 영국으로 가스를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10월 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Nord Stream 가스관의 독일 지선인 

OPAL 가스관 수송용량 사용 증대 허가를 받은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Medvedev 부회장은 러시아와 EU 간 정치적인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對유럽 가스 공급량

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 국가의 수입량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함.

･ 2016년 1분기 Gazprom의 對유럽 가스 수출량 증대에 기여한 국가는 과거 오랜 기간 가스 

순수출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였음. 동 기간 중 영국으로의 가스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

비 243% 증가한 3.9Bcm, 네덜란드로는 123% 증가한 579MMcm을 기록하였음. 

･ 2014년 러시아 가스의 對영국 수출량은 10.09Bcm,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2% 늘어난 

11.12Bcm을 기록하였음.

¡ 현재 영국은 脫석탄 정책 추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노후화와 높은 탄소세 부과에 따

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석탄화력 발전설비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지난 2015년 11월, 영국 이전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23년부터 석탄발전소 가동

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발전소를 전면적으로 폐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인사이트 제15-43호(2015.11.27일자) pp.54~55 참조). 

･ 당시 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25년 폐쇄 대상이 되는 석탄발전소(19GW)를 대신하여 신규 가

스발전소 및 원전을 건설하여 부족한 발전량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2012년 이후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 
급락하여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6-41호(11.14일자) p.56 참조).

(Lenta, 2016.11.2; Vestifinance; Topneftegaz, 2016.11.3)

▣ 러시아-일본, 제1차 에너지협의회 개최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Hiroshige Seko 경제산업성 장관은 제1차 에너

지협의회를 개최하고(2016.11.3),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희망함.

‒ 지난 9월 초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톡, 2016.9.2~3)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

는 에너지부문 협력 증대를 위해 러-일 간 쌍무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그 일환으로 9월 23일 

Novak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Hirofumi Katase 경제산업성 차관이 에너지협의회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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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Seko 경제산업성 장관은 회담 후, 양국 간 에너지협력 증대가 북방 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협상 및 평화조약 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을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릴 예정인 러-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에너지협의회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對일본 공급 증대라고 덧붙임.

･ 2016년 1~8월까지 러시아의 對일본 석탄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난 1,145만 톤, 
러시아의 對일본 LNG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5.4% 늘어난 448만 톤을 기록하였음.

¡ 이번 러-일 에너지협의회에서는 탄화수소 자원 생산 및 공급, 원자력,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의 양국 협력 증대 등이 주요 의제였음.

‒ (원자력 부문)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재사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

기로 합의함.

･ 이전에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의 독일 자회사인 Nukem Technologies(NUKEM)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예비 타당성조사는 후쿠시마 원전의 손상된 원자로 해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 정부

가 착수한 국가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2014년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

사능 오염 용수 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파트너로 러시아 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 러시아 RAO ES Vostoka社(러시아 수력발전기업 RusHydro의 계열사)는 

일본 Mitsui&Co社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기로 합의함.

･ 양사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캄차카 지역, 시베리아 연안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우선 

2020년까지 5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착공하고 추후 100MW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 사업비 규모는 200억 엔(1억9,400만 달러)으로 추정되며, 생산된 전력은 현지 전력기업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 Mitsui&Co社는 2014~2015년에 러시아 캄차카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일

본의 Komaihaltec社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사할린-일본 전력계통 연계 부문) 에너지협의회 개최 이전인 11월 1일 일본경제신문은 사할

린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 훗카이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사업은 사할린 남부에서 훗카이도 왓카나이까지 송전 손실이 적은 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을 매설하여(약 40km)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6,200억 엔(약 60억 달러)

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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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에 위치한 RusHydro社 소유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일본으로 공급할 계획

이며, 발전비용은 일본의 1/3 수준으로 매우 저렴함. 

･ 일본 Softbank社는 2011년부터 러시아-중국-한국-일본의 송전망을 연결하는 ‘아시아 수퍼그

리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진척이 부진한 상황임. 그러나 원전 재가동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유용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발전을 러시아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

된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러시아-중국-한국-일본 간 ‘Super Circle’ 구축(세계에서 가장 큰 규

모의 전력계통 연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사할린-일본 가스관 건설 부문) 사할린-일본 간 전력계통 연계와 함께 사할린에서 훗카이도를 

거쳐 도쿄만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도 다시 부상하였음.

※ 이 가스관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훗카이도의 Wakkanai 항을 거쳐 일본 혼슈 Aomori縣의 

Mutsu-Ogawara市를 연결하고, 이후 도쿄만까지 이르는 총 길이 1,500km의 가스관이며 건

설비는 7,000억 엔(67.2억 달러)으로 추산됨.

･ 전문가들은 이 가스관을 통한 對일본 가스공급 가격이 현재의 對일본 LNG 공급가격의 1/2 
수준일 것으로 분석하였고, 일본 전문가들은 연간 8Bcm의 가스를 이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

을 것으로 분석함.

(Interfax; Kommersant, 2016.11.3; 1Prime, 2016.11.6; Tass, 20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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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노후화에 대한 우려 심화

¡ 미국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60% 이상이 1970년 이전에 건설된 것

으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다른 5개 주에 연료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총 연장 3,000마일)은 

1956년에, 멕시코 만에서 시카고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총 연장 1,800마일)은 1971년에, 
지난 9월 휘발유 유출 사고에 이어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Colonial 파이프라인은 1964년 

가동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현재 토지 소유자와 환경주의자들의 반대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파이프라인 안전 촉진 단체인 ‘Pipeline Safety Trust’의 Carl Weimer 회장은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면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사가 노후 파이프라인 운영에 대

한 지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파이프라인 운영사, 업계 단체, 규제기관 등은 정기적인 유지･점검을 실시한다면 파이프라

인 모니터링 및 보수 기술 향상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오랜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힘.

¡ 한편,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미국 최대 송유관 Colonial Pipeline 중 휘발유 수송용 

Line 1에 작업 중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함(2016.10.31).

※ Line 1은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서 동부와 노스캐롤라이나州를 연결하는 수송용량 140만b/d 

규모의 송유관임.

‒ Line 1은 지난 9월 휘발유 유출 사고로 당시 약 2주 동안 운영이 중단된 데 이어 또다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음(인사이트 제16-34호(9.23일자) pp.42~43 참조).

‒ 사고 발생 후 즉시 운영을 중단했다가 6일부터 재개했으나, 사고 이전과 같은 수송량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Line 1과 병행하여 경유, 항공유 등을 

수송하는 Line 2는 수송을 중단했다가 사고 당일 23시 운영을 재개하였음.

‒ 앨라배마에서 펜실베이니아州 사이에는 석유정제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남동부는 주

로 멕시코 만 연안에 위치한 정제시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 이번 사고 발생으로 텍사스州 Baytown에 위치한 ExxonMobil社의 정제시설과 Port Authur에 

위치한 Total SA社의 정제시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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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IA

< 미국 Colonial Pipeline 위치도 및 운영 재개 현황 >

(Wall Street Journal, 2016.11.2.; EIA, 2016.11.3; Bloomberg, 2016.11.5)

▣ 미, 수압파쇄공법 이용 전면 금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21세기 에너지연구소(Institute for 21st 
Century Energy)는 최근 보고에서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두 자리 수로 상승하고, 휘발유와 전력 가격도 2022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전국적으로 수압파쇄공법 이용이 금지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에너지 생산 州(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콜로라도, 텍사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5년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함.

‒ 연구소의 Christopher Guith 정책담당 선임 부사장은 현재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60% 이상과 

원유의 50%가 수압파쇄공법을 이용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로 생산

량이 감소하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할 것이며, 단순히 석유･가스 상류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 낮은 천연가스 가격 덕분에 금년에 전력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압파쇄공법 

이용이 금지되면 이 같은 상황도 반전될 것이라고 덧붙임.

- 보고서에 따르면,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텍사스州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연간 GDP의 1,960억 달러가 감소하며, 텍사스 각 가

구는 연평균 4,632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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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간 GPD(억$) 가구당 지출 증감($)

 텍사스 ▽1,500,000 ▽1,960 ▲4,632

 펜실베이니아 ▽ 466,000 ▽ 450 ▲3,500

 오하이오 ▽ 397,000 ▽ 330 N/A

 콜로라도 ▽ 215,000 ▽ 260 N/A

자료 : Platts

< 수압파쇄공법 금지가 각州에 미치는 영향 >

.

¡ 주요 석유･가스 생산 州의 관계자들은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펜실베이니아州 상공회의소의 Gene Garr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 동안 석

유･가스산업이 사실상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는 펜실베이니

아州의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오하이오州 상공회의소의 Zachary Frymier 에너지･환경부 총재는 가스 생산 자체도 중요하지

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이 무수히 많으며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를 비롯해 오하이오 경

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오하이오州 석유･가스협회의 Shawn Bennett 부사장도 수압파쇄공법 이용 금지는 최근 성장

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하였음.

(Platts; Denver Post, 2016.11.4; Energy Intelligence, 2016.11.7)

▣ 미, ’16년 9월 원유 수출량 최고치 경신

¡ 2016년 9월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692,000b/d에 달해 지난해 12월 금수조치가 철폐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WTI(West Texas Intermediate)유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가 커

지고 수송비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지난 5월 배럴당 34센트에 불과했던 브렌트유와 WTI유의 가격 차이가 8월에는 1.88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6월에 383,000b/d로 감소했던 원유 수출량이 8월에는 656,000b/d로 증

가하였음.

‒ 당초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정유사들이 다양한 등급의 미국産 원유를 자사의 정제시설에 시험 

투입하기 위해 수입한 덕분에 미국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Energy 
Aspects의 석유 전문가 Dominic Haywood는 이제 시험 기간은 끝났다고 언급함.

･ Haywood는 지난 8월 거래된 WTI유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를 보면, 미국 원유 수출 증가

는 가격경쟁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함.

‒ 지난 9월 미국은 캐나다(243,000b/d), 싱가포르(99,000b/d)를 비롯해 유럽(총 209,000b/d, 이탈

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총 13개 국가로 원유를 수출하였음. 

‒ 최근 유럽 정제시설에서 미국과 캐나다産 원유에 대한 정제마진이 확대되어 미국産 원유의 

수입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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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제시설의 WSC(Western Canadian Select)에 대한 정제마진은 지난 6월과 8월 배

럴당 각각 $6.72와 $8.92에서 9월에는 $11.09로 증가하였고, LHS(Light Houston Sweet)에 대

한 정제마진은 7월과 8월 배럴당 각각 $1.15와 $2.62에서 9월에 $4.19로 증가함.

‒ 또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원유 수송비 하락도 원유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2016년 1~7
월까지 평균 $7.94/톤(13만 톤급 유조선 기준)에 달하던 미국産 원유의 유럽까지 수송비가 지

난 8월에는 $5.26/톤으로 하락하였음.

･ 미국에서 싱가포르까지 원유 수송비도 금년 1~7월까지 평균 $24.73/톤(13만 톤급 기준)에서 

지난 8월에는 $13.28/톤으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10월부터 브렌트유와 WTI유의 가격 차이가 배럴당 평균 $1.13 수준으로 축소되어, 이 

같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가 원유 생산을 재개한 바 있고 유럽에서 저유황경질원유(light sweet crude oil)에 

대한 정제마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10월부터 현재까지 미국産 원유에 대한 정제마진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임.

(EIA, 2016.10.27; Platts,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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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브라질, 원유･가스 생산량 증가세 지속 및 증산 계획 수립

¡ 브라질의 Marcio Felix 석유가스부 장관은 현재 자국의 원유･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향

후의 생산량 증가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함.

‒ 브라질은 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 간에 개최된 회의(오스트리아 빈, 10.28~29일)에 

참석했으나 현재까지 산유량 제한 또는 감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OPEC의 산유량 제한 또는 감축 제안은 브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의 원유 생산량은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가스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3.4% 증
가하였음.

･ 브라질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연료청(National Agency for Petroleum, Natural Gas and Biofuels; 
ANP)은 브라질의 9월 원유･가스 생산량은 336만boe/d를 기록했고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

비 2.4% 증가한 267만b/d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특히 금년 1~9월 중 암염하부층 66개 유정의 총 원유･가스 생산량은 146만boe/d였으며, 이 

중 원유가 117만b/d, 가스가 461MMcm/d였음.

¡ 브라질은 해상에서 대규모 원유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원유 생산량을 290만b/d
로 증가시킬 계획임. 

‒ 브라질 정부는 원유･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최근 암염하부층 탐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브라질은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했던 암염하부층에 대한 Petrobras의 의무 지분율

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지조달의무’ 규정도 완화할 계획임. 

･ Petrobras의 Pedro Parente 회장은 암염하부층에 외국기업들의 운영권 허용 조치가 발표된 

이후, 7개 주요 석유가스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힘. 

‒ Shell, BP 등 석유메이저들은 암염하부층 원유･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Statoil은 

암염하부층 Santos 분지의 지분 66%를 25억 달러에 취득했음. 

(Oil Price, 2016.11.1,4)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제고 위해 경매 확대 실시 예정

¡ 아르헨티나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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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도에 추가로 2GW의 재생에너지 경매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원믹스 중 재생에너지(수력발전 제외) 비중을 2017년 8%, 2019년 12%, 
2025년 20%까지 증대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2015년 기준 아르헨티나 전원믹스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수력발전 제외)은 1%임(Enerdata).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까지 9.2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추가 증설해 총 10GW로 증

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음. 

‒ 에너지부는 금년도 10월 실시된 경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매에서 매년 2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낙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정부는 신규 증설될 발전설비용량에 맞추어 송전망 확장을 계획 중임.

자료 : Natural Gas daily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계획 >

¡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년 10월 실시한 1차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약 1.1GW의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를 낙찰하고 현재 총 약 600MW 규모의 2차 재생에너지 경매를 진행 중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10월 실시된 경매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력구매계약을 추진 중임. 

‒ 2차 경매는 풍력 발전 400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200MW가 대상임. 

‒ 정부는 낙찰가격 상한선을 풍력발전 MWh당 59.35달러,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59.75달러로 설

정했음. 

(Recharge News, 2016.10.27; See News Renewables, 2016.11.3)

▣ 미주개발은행(IDB)-일본(JBIC),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강화

¡ 미주개발은행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와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볼리비아와 자메이카 등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음(Japan Times,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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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B와 JBIC는 중남미 지역의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대응과 인프라 개발에 공동 지원을 강화

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협력 기구를 창설하

는데 합의함. 

‒ IDB와 JBIC는 금년 4월에 중남미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 향상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음. 

‒ 이에 따라, 자메이카의 자국 내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젝트와 볼리비아의 지열발전 개발 프로젝

트에 약 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JBIC는 2,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에콰도르 송전망 구축 사업에 제공할 예정임. 

‒ 일본의 Taro Aso 재무성 장관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본

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원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Japan Times가 보도함(2016.11.1).

 (Japan Times,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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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영국, ’16년 석탄화력 발전량 전년 대비 66% 감소 전망

¡ 영국 비영리 기후정책연구기관인 ‘Sandbag’은 2016년에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탄소세 인

상과 가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66% 급감하여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2016.11.1).

※ Sandbag의 2016년 영국 석탄화력 발전량 전망치는 영국 통계청(ONS)과 영국 전력가스회사

인 National Grid의 데이터(2016.10월 말 기준)를 기초로 예상한 수치에 해당함.

‒ 최근 영국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의 CO2 톤당 탄소가격이 9파운드에서 

18파운드로 2배 상승하여(2015.4월)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은 낮아진 데 비해, 2016년 가스 

가격은 하락하면서 최근 몇 개월 사이 석탄과 가스의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듦.

※ 2015년에는 높은 가스가격과 석탄재고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탄소세 

인상 효과가 2016년만큼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음.

‒ Sandbag에 따르면,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주 : * 2016년 11~12월 석탄화력 발전량은 추정치로 산정함.

자료 : Sandbag; Guardian

< 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 변화 추이(2012~2016년*) >

(단위 : TWh)

‒ Sandbag은 2012~2016년 기간 동안 영국의 CO2 총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에 힘입어 

약 18% 줄어든 4억6,800만tCO2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2012년, 약 5억7,000만tCO2).

･ 특히 2016년 석탄화력 발전부문의 CO2 배출량은 2012년(약 1억2,500만tCO2) 대비 82% 이상 

감축된 약 2,200만tCO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6년 영국 전체 CO2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 대비 17%p 감소한 약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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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andbag; Gridwatch

< 영국의 CO2 배출량 변화 추이(2012~2016년) >

(단위 : 백만tCO2)

‒ Sandbag은 향후 영국 전력시스템의 탈탄소화 및 정부의 점진적인 脫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탄소가격지원(Carbon Price Support, CPS)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 CPS 체제는 2013년 4월 발효되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CO2 배출량에 

대한 외부비용(external cost) 일부를 충당하고자, 화석연료에 따라 전력생산자에 CO2 톤당 

세율(CPS rate)을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영국의 전력시스템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해왔음.

･ Sandbag은 Philip Hammond 재무부장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2016.11.1) 2016년 추계예산

(Autumn Statement 2016, 2016.11.23 발표 예정)에서 CPS 체제를 2020년대에도 최소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함.

･ Sandbag은 영국의 CPS 체제가 가스발전의 가격경쟁력 제고,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 약화, 
재생에너지발전 장려,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석탄화력발전 감소 추세

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영국에서는 정부의 脫석탄 정책 추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노후화 및 높은 탄소

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왔음.

‒ 지난 2015년 11월, 영국 이전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CO2 포집･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영국 정부는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16년 영국 내 Longannet 발전소(Scottish Power社), Rugeley 발전소(Engie社), Ferrybridge 
발전소(SSE社) 등 여러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되었음.

･ 지난 2016년 3월, 스코틀랜드 최대 규모의 Longannet 석탄화력발전소(2.4GW)가 46년간의 

가동 끝에 폐쇄됨으로써, 스코틀랜드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100여 년 만에 

완전히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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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CC; BEIS 

<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2015~2016년 1･2분기) >

(단위 : %)

(Sandbag, 2016.11.1; The Guardian, 2016.11.2)

▣ 독일, ’16년 1차에너지 소비 정체에도 CO2 감축 성과 미흡

¡ 독일 에너지시장 연구조사기관인 ‘AGEB(AG Energiebilanzen)’에 따르면, 독일의 1차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1~3분기 동안 전년동기 대비 약 0.3% 소폭 증가한 점에 비추어 2016년에 

대체적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2016.11.3).

‒ AGEB는 지난 2016년 1~9월 기간 동안 독일의 1차에너지 소비량을 총 9,815PJ로 추정하고, 
향후 2016년 말까지 약 13,350PJ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이 같은 독일의 1차에너지 소비 추세에 대해, AGEB는 에너지 소비량이 2016년의 윤달, 경제

성장,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대 등으로 소폭 늘어났으며, 온화한 기상 여건,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함.

‒ 2016년 1~9월 기간 동안 에너지원별 소비는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의 소비량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데 비해, 원자력, 석탄, 갈탄의 소비량은 감소세를 보였음.

･ 석유 소비량은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 물동량 증대 등의 요인으로 경유 사용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6%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가스 소비량은 발전용 가스 사용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하였고,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수력발전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4% 늘어남.

･ 반면, 석탄과 갈탄 소비량은 발전용 석탄 사용이 감소하여 각각 4.4%, 3.9% 줄어들었으며, 
원자력 소비량도 예정된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라 9.6% 감소함.

‒ AGEB에 따르면, 2016년 독일의 원별 1차에너지 소비 비중은 석유(약 34%), 가스(약 22%), 
석탄(약 12%), 갈탄(약 11%), 재생에너지(약 12%) 등으로 추정됨.

‒ 독일 에너지 연구기관 ‘Agora Energiewende’의 Patrick Graichen 대표는 전력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량 급증에 따라 수송부문의 배출량

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CO2 배출 감축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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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크게 높여

왔으나, CO2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조치 없이는 2020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2~35% 감축되어, ‘202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1990~2015년 기간 동안 독일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약 27% 감축한 것으로 집계됨.

(AGEB; Clean Energy Wire, 2016.11.3)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친환경 및 저탄소 프로젝트 투자 지원

¡ EU 집행위원회는 23개 회원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및 저탄소분야의 144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EU 예산을 통한 약 2억2,200만 유로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LIFE programme for the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자금지원을 승인함(2016.11.3 발표).

※ LIFE programme은 환경 및 자연보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1992년에 착수되어 EU 집행위원회의 관리 하에 EU 및 제3국 내 4,3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공동 출자해왔음.

‒ 이번 EU의 ‘LIFE programme’ 투자 지원으로 향후 144개 신규 프로젝트에 총 3억9,860만 유로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됨.

‒ 이번 ‘LIFE programme’의 투자 지원 대상이 되는 총 144개 프로젝트는 ▲환경 및 자원효율, 
▲자연 및 생물다양성, ▲환경 거버넌스 및 정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기후 거버넌스 및 정보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뉨.

분야
프로젝트 수

(개)

총 투자규모(EU 출자액)

(단위 : 백만 €)

환경 및 자원효율 56 142.2 (71.9)

자연 및 생물다양성 39 158.1 (95.6)

환경 거버넌스 및 정보 15 23.2 (13.8)

기후변화적응 16 32.9 (19.4)

기후변화완화 12 35.3 (18.0)

기후 거버넌스 및 정보 6 6.9 (4.1)

총합 144 398.6 (222.8)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144개 프로젝트의 분야별 투자 규모 >

‒ EU 집행위원회 Miguel Arias Cañete 기후변화대응･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EU 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발효에 따른 EU 차원의 이행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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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투자지원 선정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 분야 사업은 EU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최소 40% 감축’ 목표 실현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EU 회원국별 ‘LIFE programme’ 투자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국가
프로젝트 투자액*

(백만€) 국가
프로젝트 투자액*

(백만€)분야 개수 분야 개수

오스트리아

자연･생물다양성 2 14.5

이탈리아

자연･생물다양성 4 8.2

환경 거버넌스･정보 1 1.9 환경･자원효율 19 48.2

기후 거버넌스･정보 1 1.0 환경 거버넌스･정보 4 7.4

(소계) 4 17.3 기후변화적응 3 5.2

벨기에

자연･생물다양성 2 10.9 기후변화완화 5 10.8

환경･자원효율 2 4.4 기후 거버넌스･정보 2 1.7

기후변화완화 1 1.6 (소계) 37 81.6

(소계) 5 16.8

네덜란드

환경･자원효율 3 23.7

불가리아 환경 거버넌스･정보 1 0.6 기후변화적응 1 4.1

크로아티아 자연･생물다양성 1 5.1 기후변화완화 1 8.3

키프로스

자연･생물다양성 1 1.4 (소계) 5 36.1

기후변화적응 1 1.9

폴란드

자연･생물다양성 3 4.2

(소계) 2 3.3 환경 거버넌스･정보 1 0.9

체코 자연･생물다양성 2 3.1 (소계) 4 5.1

덴마크 자연･생물다양성 1 2.1

포르투갈

환경･자원효율 2 3.9

핀란드 자연･생물다양성 1 5.2 기후변화적응 1 3.4

프랑스

자연･생물다양성 1 3.4 (소계) 3 7.3

환경･자원효율 2 4.2 슬로바키아 자연･생물다양성 1 3.0

기후변화적응 1 1.3

슬로베니아

환경 거버넌스･정보 1 1.1

기후변화완화 2 6.3 기후변화적응 1 0.9

(소계) 6 15.2 (소계) 2 2.0

독일 

자연･생물다양성 3 13.2

스페인

자연･생물다양성 7 18.3

환경･자원효율 1 1.8 환경･자원효율 20 34.1

환경 거버넌스･정보 2 3.9 환경 거버넌스･정보 2 2.2

기후변화적응 3 6.7 기후변화적응 5 9.4

기후변화완화 1 6.0 기후변화완화 2 2.4

기후 거버넌스･정보 1 1.3 기후 거버넌스･정보 2 2.9

(소계) 11 33.0 (소계) 38 69.4

그리스

자연･생물다양성 2 3.3

스웨덴

자연･생물다양성 2 21.4

환경･자원효율 2 4.9 환경･자원효율 4 13.8

환경 거버넌스･정보 1 1.1 (소계) 6 35.2

(소계) 5 9.3

영국

자연･생물다양성 3 32.2

헝가리

자연･생물다양성 1 3.6 환경･자원효율 1 3.1

환경 거버넌스･정보 1 1.0 환경 거버넌스･정보 1 3.2

(소계) 2 4.6 (소계) 5 38.5

라트비아 자연･생물다양성 1 1.0 리투아니아 자연･생물다양성 1 4.1

23개국 144 398.6

* 반올림한 수치로 합산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EMO/16/3489

< LIFE programme 투자 지원 대상 프로젝트 >

(European Commission,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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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사우디 Aramco, 아시아 시장 12월 인도분 원유 OSP 인상

¡ 사우디 국영에너지기업 Aramco는 중동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아시아 시장 인도분 원

유의 12월 가격조정계수(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를 전월 대비 배럴당 90센트 인상함.

‒ Aramco는 아시아 시장에 판매되는 Arab Light유 12월 인도분 OSP를 전월의 배럴당 –45
센트보다 90센트 인상하여 기준가격에 배럴당 45센트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함.

※ OSP(Official Selling Price)란 산유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과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WTI 등의 기준 유종과의 가격 차이(premium 또는 discount)를 의미함. Aramco의 對아시아 

수출 기준 유가는 Oman과 Dubai 유가 평균임.

‒ Bloomberg는 Oman/Dubai 기준 유가의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으로 현물가격이 더 높아

지자 사우디가 OSP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함.

‒ 지난 10월에는 콘탱고(contango) 상황이 이어져 Aramco가 Arab Light유의 아시아 시장 11
월 인도분 OSP를 전월보다 1~2달러 낮춰 기준가격보다 배럴당 1.60달러 낮게 판매한 바 있음.

･ 이때 Arab Light유의 對아시아 시장 OSP는 2016년 3월(기준 가격에서 배럴당 2.30달러 인

하하여 Arab Light유 가격을 산정)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아시아 시장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석유 수출국의 주요 시장으로서 이들은 러시아, 남미, 
북아프리카 산유국과 아시아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음.

¡ 한편, Aramco는 북서 유럽과 지중해 시장으로 판매되는 유종에 적용되는 OSP도 배럴당 70
센트 인상함. 지중해 시장에 판매되는 Arab Heavy유에 적용되는 OSP는 변동이 없음. 

‒ 미국시장의 경우, Arab Heavy유 OSP만 배럴당 40센트 인하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됨. 

(Bloomberg, 2016.11.3)

▣ 이란, 국내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 확충 추진

¡ 이란의 전력수요는 중동 국가들 중 가장 높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란 정

부는 발전설비용량을 확대하고 발전 효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임.

‒ 이란의 전력 수요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17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름.

‒ 이에 이란 에너지부는 발전설비용량을 연평균 8~10%씩 늘려 2004년 30GW에서 2015년에는 

74GW로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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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ural Gas Daily

< 이란의 원별 발전용량 비중(가동 발전설비 기준) >

‒ 그러나 이란의 하절기 전력예비율은 7%에 불과하고 전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란 정부는 발전설비용량을 확대할 계획임.

자료 : Natural Gas Daily

< 이란의 전력수요 전망 >

(단위: TWh)

‒ 이란 정부는 발전용량을 2020년에 100GW로, 2030년에 160GW로 확대할 계획이며, 6차 5개
년 개발계획(2016.3월~2021.3월)에서 발전효율을 41%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함.

･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발전효율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이란 최대의 발전설비업체인 Mapna社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Class E 터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터빈의 최대 효율은 29.4%에 불과함.

※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 제품 조립순서의 반대로 제품을 분해하여 제조과정 및 성능을 파악

하는 기술임.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업이 특정상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려는 경우 주로 사용됨.

자료 : Natural Gas Daily

< 이란의 발전설비용량 확대 계획 >

(단위 :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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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국내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전력거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함.

‒ 이란 에너지부 Mostafa Tavanpour Paveh 에너지･전력계획 담당 부국장은 이란의 기후가 인근 

국가들과 상이하여 전력거래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강조함. 

(Natural Gas Daily, 2016.11.7)

▣ 이란, 對유럽 PNG 수출보다 LNG 수출에 주력할 계획

¡ 11월 1~3일에 열린 4차 Iran Europe Oil, Gas&Energy Summit에 참석한 Ali Majedi 주독일 

이란대사에 따르면, 이란은 유럽이 장기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유럽으로 PNG를 

수출하기보다 인근 국가로 LNG를 수출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막대한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은 가스 생산･수출을 확대하고자 구매처를 모색해옴.

･ 이란은 현재 연간 약 9Bcm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로 수출하고 있음.

･ 이란은 신규 가스 구매처를 개척하기 위해 유럽으로 PNG를 수출하는 방안, Iran LNG 사업

을 비롯한 LNG 사업 재개, 오만으로 향하는 페르시안 만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음.

※ Iran LNG 사업은 실사(due diligence) 진행으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란 국영가스수출기업

NIGEC(National Iranian Gas Export Company)의 Alireza Kamel 전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40~45% 가량이 이미 건설된 상태임. 

자료 : Wall Street Journal

< 주요 천연가스 보유국의 가스 매장량 >

‒ Majedi 대사는 어떤 유럽 국가가 이란 가스를 수입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對유럽시장 

PNG 수출을 우선과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밝힘.

‒ NIGEC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음.

･ NIGEC의 Kameli 전무는 對유럽시장 PNG 수출을 위해서는 터키에게 지불할 통과료를 제외

하고도 수송비가 1MMBtu 당 6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함. 

･ 최근 유럽시장의 가스 가격이 MMBtu당 5달러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

‒ 유럽이 높은 가격에 이란産 가스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가스수출 방식을 두고 이란과 터키 간

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6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1호 2016.11.14

･ 이란은 유럽국가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터키에게는 통과료만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터키는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가스를 판매하고자 함.

‒ NIGEC는 유럽 가스시장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으로 PNG를 수출하지 

않더라도 큰 손실은 없다고 밝힘. 오히려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관

심을 돌리겠다는 의향을 밝힘.

･ 그럼에도 이란은 South Pars 가스전 등에서 최대한 많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에 상응

하는 규모의 가스 구입처를 확보해야함. 

※ 이란 South Pars 가스전의 12, 15, 16, 17, 18광구에서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이란은 2017년 

말까지 1Bcm/d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을 전망됨. 

･ 이란 국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료를 가스로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미 

국민의 95%, 발전시설의 94%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이란은 벨기에 Exmar社와 연간 처리용량 50만 톤인 부유식 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FLNG’)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Exmar社는 이란에 가스 대금을 지불해야하며 가스 액화와 LNG 판매를 담당하게 됨.

‒ Kameli는 Exmar社와 같이 연간 액화용량 150만 톤 미만의 소규모 LNG 수출사업을 수행하

는 기업은 약 1개월 전에 도입된 신규 가격산정방식에 따라 가스대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밝힘.

･ 일본･한국 LNG 기준가격인 Japan Korea Marker(이하 ‘JKM’)가 MMBtu당 12달러 미만이면 

JKM의 50%를, 12달러 이상이면 JKM보다 MMBtu당 6달러 낮은 금액을 지불해야함. 

･ 최저가격은 브렌트유 가중평균 가격에 6%의 유가 연동비율을 적용하며, 날씨가 온화한 시

기에는 가스가격을 10% 상향조정하고 추운 시기에는 10% 하향조정함.

‒ 이처럼 소규모 LNG 사업의 경우 가스대금 산정방식이 사업 참여기업에 불리하고, LNG 수입

선 확보를 전적으로 사업 참여기업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은 사업 참여를 꺼릴 것

이라고 Natural Gas Daily는 전망함.

･ 이란은 LNG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지(sites) 선정과 가스전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가격에 가스공급을 보장하는 역할만을 하게 됨.

‒ Kameli는 이란이 연간 액화용량이 150만 톤 이상인 LNG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기

업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정할 것이라고 함. 

･ 이란은 금년 말까지 Iran LNG 시설(연간 액화용량 1,050만 톤)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또한 NIGEC가 Persian LNG 시설(연간 액화용량 1,620만 톤) 사업에 대한 Shell의 사업제안

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Perisan LNG 사업은 사업비 등을 둘러싸고 NIOC와 외국기업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무산

됨. Shell과 Repsol은 Persian LNG 시설 건설비용이 165억 달러인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Natural Gas Daily,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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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위해 ‘NEM’ 제도 도입

¡ 말레이시아는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력 잉여분을 국영 전력기업(Tenaga 
Nasianl社, Sabah Electricity社)에 판매하는 요금상계거래(Net Energy Metering; NEM) 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장관, 2016.10.6).

‒ NEM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FIT 제도 보완 차원에서 도입함.

‒ NEM 제도 하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에 매년 100MW의 쿼터를 설정하여 2016~2020년
간 총 500MW를 할당하는 것이 목표임(말레이시아 반도 및 Sabah州 대상).

･ 연간 총 할당량(100MW)은 말레이 반도에 90MW, Sabah州에 10MW씩 할당되며, 다시 각 

용도별(가정용, 상업용, 산업용)로 배분됨.

‒ 말레이시아 NEM 주관기관인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은 가정･상업･산업 부문 자가발전

사업자의 NEM 등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eNEM을 공개하였음(2016.11.1).

･ NEM 등록 신청자는 신청서 및 설비 설계, 단선도(Single Line Diagram; SLD), 최근 3개월 

전력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면 됨.

‒ NEM 등록자가 태양광 PV 발전 시스템을 전력망에 연계하는 데 있어 기존 유틸리티 공급 인

프라(전선, 퓨즈, 스위치, 변압기 등)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8%(2,080MW)까지 높일 계획이며,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제11차 Malaysia Plan).

※ Malaysia Plan은 말레이시아의 5개년 단위 개발계획임.

‒ 정부는 제10차 Malaysia Plan(2011~2015년) 기간 중 5,458MW를 증설한 바 있고, 11차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에 7,626MW를 증설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4년 243MW에서 2020년까지 2,080MW로 확대할 계획임.

(제11차 Malaysia Plan; SEDA 홈페이지; PV-Tech, 2016.11.1)

▣ 호주, 가정용 ESS 가격 하락 전망

¡ 호주는 전체 가구 중 약 18%가 가정용 옥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소규모 태양

광 발전시스템이 150만 개 설치되어 있음(SunWiz, 2016.1.4). 현재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총 

발전용량은 약 4.6GW로 호주 전력 총 수요의 2.5%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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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가정용 태양광발전 용량은 2020년 8,500MW(약 250만대), 2030년 16,700MW(약 460
만대)까지 증대될 전망임.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률은 2015년 6~34%에서 2030년 24~52%로, 
전력저장설비 보급률은 2015년 약 0.1%에서 2030년에는 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BNEF, 2015.6월).

행정구역별
설비용량

(MW)

설치대수

(만 대)

설치가구 

비중(%)

Queensland 1,451 46.4 28

New South Wales 994 32.5 13

Victoria 869 27.7 14

South Australia 628 19.2 30

Western Australia 527 19.5 23

Tasmania 90 2.6 13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50 1.6 12

Northern Territory 26 0.5 7

합계 4,635 150 18

자료 : SunWiz

< 호주의 지역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2015.12월) >

¡ Tesla社는 지붕 설치형 옥외 태양광 패널과 주택용 태양광 배터리인 Powerwall 2를 발표하고, 
2017년 1월 출시하기로 결정함.

‒ 이전 모델인 Powerwall 1(7kWh형)에 비해 Powerwall 2(14kWh형)는 피크 전력 시 7kW(40% 
증가), 연속출력 시 5kW(50% 증가)로 개선되었고, 인버터를 내장하고 있음.

･ 일반적인 호주 가정에서는 하루에 21kWh의 전력을 사용하므로 Powerwall 2를 설치하면 저

녁시간대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음.

･ 옥외 태양광 발전 설비와 Powerwall 2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호주의 일반적인 4인 가구에서 

연간 최대 $A1,500~2,000의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음(Powerwall의 인증 리셀러 Natural 
Solar社 및 CSR Bradford社). 즉, Powerwall 2를 5,500달러(약 $A8,800)에 구매 시 4년 후 투

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 BNEF는 Powerwall 2는 내년 시판과 함께 가장 저렴한 가정용 리튬이온 ESS 배터리가 될 것

이라고 예상함. Tesla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대부분 제조비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

고, BNEF의 분석가 Yayoi Sekine는 Tesla社가 시장가격 하락을 주도해갈 것으로 전망

･ Tesla社의 Powerwall 2는 인버터 내장형이므로 추가 인버터 구매 비용이 들지 않아 인버터

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타사제품 대비 가격이 저렴함.

‒ 호주는 지난 9월 29일 발생한 South Australia州, Victoria州의 대규모 정전사태 직후 5일 동

안 Powerwall 1세대 모델의 수요가 평시보다 30배 급증한 바 있음. 

‒ 또한 호주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자 중 약 95%가 Tesla社의 Powerwall을 구비하고 있

음(태양광 발전설비 판매기업 Natural Solar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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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가격(달러) 용량(kWh)
인버터 

내장 여부

kWh당 가격(달러)

인버터 포함 시 인버터 제외 시

Tesla Powerwall 2 5,500 13.5 Y 407 259

LG Chem RESU 4,000 6 N - 667

Orison 1,600 2.2 N - 727

Sonnen 5,950 4 N - 1,488

Sunverge(소형) 8,000 6 N - 1,333

Sunverge(대형) 20,000 23 N - 870

Powervault(영국) 3,000 6.6 N - 455

ElectrlQ 10,000 10 Y 1,000 800

Nissan 4,500 4.2 N - 1,071

자료 : Seeking Alpha

< 전력 저장설비(ESS) 가격 비교 >

(Renew Economy, 2016.10.31,11.3; Seeking Alpha, 2016.11.4)

▣ 인도, 최대 20억 $의 청정에너지펀드(CEEF) 조성 예정

¡ 인도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75GW로 증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인도정부와 

3개 국영기업은 최대 20억 달러의 주식형 청정에너지펀드(Clean Energy Equity Fund; CEEF)
를 공동 조성하여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 정부는 CEEF의 첫 단계로 2017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임. 

･ 이 중 6억 달러는 재무부의 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에서 확보하고 4억 달

러는 국영기업 NTPC社, Rural Electrification社, Indi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로부터 확보할 예정임.

･ 정부는 同 펀드에 캐나다･유럽의 연기금 및 보험기금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가 청정에너지 설비용량을 계획대로 확충해 나갈 경우 2017년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인도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8.5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00GW까지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상 소요비용은 약 1,000억 달러임.

‒ 일본 Softbank社, 대만 Foxconn社, 인도 Bharti Enterprises社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인 First Solar社, Trina Solar社, 
Fortum社는 인도 내 자사의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임.

(Bloomberg, 2016.4.27; Reuters,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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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