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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23 5/24 5/27 5/28 5/29

Brent

($/bbl)
67.76 68.69 70.11 70.11 69.45

WTI

($/bbl)
57.91 58.63 - 59.14 58.81

Dubai

($/bbl)
69.22 66.73 66.88 68.31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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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23 5/24 5/27 5/28 5/29

천연가스

($/MMBtu)
2.58 2.60 - 2.58 2.63

석탄

($/000Metric ton)
57.15 56.60 - 55.15 53.90

우라늄

($/lb)
24.30 24.25 - 24.10 24.1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6월 선물가격; 5월 27일은 미국 Memorial Day 휴일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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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9년 증  감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7 98.4 99.7 1.3 1.3

     OECD 47.9 47.4 47.0 -0.4 0.2

     비OECD 52.6 50.8 52.5 1.7 1.0

 세계 석유공급 99.3 99.1 99.1 0.0 0.6

     OPEC 35.9 35.3 35.1 -0.2 -1.8

     비OPEC 63.4 63.8 64.0 0.2 2.4

 세계 재고증감 -1.4 0.7 -0.5 -1.2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9년 5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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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과 투자액 감소: 
2018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1)

해외정보분석팀 이서진 부연구위원(sjl@keei.re.kr)

김성균 연구위원(skkim@keei.re.kr)

▶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감소하였지만, 화석 연료인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과 석탄 공급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는 1.8조 달러 수준으로 3년 만에 반등하였음.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는 2년 연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추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일부 설비의 가격 하락으로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액이 감소하였음. 특히, 중국의 태양광 투자액 감소가 미국과 아시아 등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한 것으로 해석됨.

▶ 2018년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는 IEA의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y Scenario, NPS)’가 가정한 2025~2030년의 

연평균 투자 규모보다 15% 부족하고, ‘지속가능한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 
보다는 35%가량 부족하였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자본의 재분배를 통한 발전 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중 20%는 아시아, 20%는 북미지역의 석유･가스와 발전 부문에 투입되었음. 그러나 

저유가로 인한 석유･가스 개발 투자 감소(중동), 시스템 이전 및 신규 부문 간의 지속적인 재조정(유럽), 

재정적 어려움(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분야 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2018년 에너지 분야 투자와 소득 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향후 고소득과 중상위 

국가에서 에너지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투자가 현재 수준보다 늘어나야할 뿐만 아니라 중하위･저소득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급증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함. 

1. 2018년 에너지 부문별 투자 현황

▣ 2018년 세계 에너지 부문의 투자는 1.8조 달러 수준으로 3년 만에 반등

¡ 화석연료인 석유･가스와 석탄 공급 부문의 투자가 소폭 증가한 반면,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는 변동이 없었고, 발전 부문 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음.

‒ 세계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과 석탄 공급 부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화석

연료기반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감소분이 상쇄됨.

･ 2018년 석탄 공급의 투자는 전년 대비 2% 늘어났는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임.

‒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정책 대상 범위의 확장이 제한되면서 2년 연속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본 현안분석은 World Energy Investment 2019(IEA, 2019.5월)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들이 원문 내용에 기초하여 추가 분석을 담았음.  

“2018년 
화석연료인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과 석탄 
공급 부문의 투자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감소분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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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효율개선은 

정체되었고, 건물 효율 개선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듦. 

‒ 수송과 난방용 재생에너지(Renewables for heat and transport)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바이오 연료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증가함.

¡ 2014~2016년 기간 동안 30% 감소했던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 투자는 2018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2018년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의 명목 비용은 35%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투자는 비용 하락폭보다 적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의 투자가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은 유가 

상승의 영향과 셰일 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기인함. 

･ 지난 몇 년간 상류 부문의 주요 투자처가 전통석유에서 미국의 셰일(tight oil 
and shale gas)과 같은 비전통석유 자원 개발로 이동하였음.   

･ 그러나 2019년에는 상류 부문 투자 가운데 전통석유 프로젝트 투자가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셰일 붐에 가려져있

던 일부 전통석유 개발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함.

¡ 발전 부문은 3년 연속으로 석유･가스 공급을 넘어서며 최대 투자 부문을 차지함.

‒ 2018년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전체 에너지수요 증가의 두 배에 달했기 때문임.

‒ 2018년 세계 발전 부문 투자가 2017년 대비 1% 감소한 것은 중국의 석탄발전과 
미국의 가스발전 투자 감소에서 기인함.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액 증가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신규 설비의 증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일부 설비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중국의 태양광 투자액 감소는 미국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함. 

‒ 2018년 원자력발전 투자 증가는 그리드에 연결된 신규 발전소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신규발전소 증가 중 80%는 중국에서 발생함. 

･ 2018년 건설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는 6GW 규모이고(중국은 한건도 없음), 
기존 설비의 장기 가동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출은 전체의 13%를 차지함.

¡ 원자력, 탄소 포집과 이용, 저장(CCUS), 건물 개축, 일부 대규모 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또는 프로젝트 주기 개선에 대한 최근의 진전은 미미함.

“정책 대상 범위 
확장 제한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2년 연속 
정체”

“유가 상승과 셰일 
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2018년 
석유･가스 공급 
상류 부문의 투자는 
전년대비 4% 
증가”

“2018년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 하락으로 
투자액 증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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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2018년 부문별 세계 에너지 투자액 변화(2017년 대비) >

 

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세계 발전 부문과 석유·가스부문 투자 규모 비교 (2005~2018년)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발전 부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 2018년 발전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IEA의 신정책시나리오(New Policy Scenario, 
NPS)가 가정한 2025-2030년의 연평균 투자액보다 15%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보다는 35% 이상 부족한 

수준으로 분석됨.

※ 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NPS는 각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NDC 등), 확정된 투자 계획과 가용한 기술을 반영하여 

전망한 시나리오임. SDS는 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전

제로 모든 수단을 반영한 시나리오로서 지향해야할 목표 수요라 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 전력 시스템의 유연한 운용, 에너지 안보의 확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의 

재분배를 통한 발전 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2018년 발전부문 
투자는 IEA의 
NPS 및 SDS에서 
가정한 
2025~2030년 
연평균 투자규모 
보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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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발전) 2018년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중국과 인도의 투자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 감소하여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인 600억 달러에 그침.

‒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은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는 기록적으로 증가했음.

‒ 하지만 이러한 전체 투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IEA의 NPS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 

지역의 높은 석탄발전 투자로 세계 석탄발전 투자는 증가하였음.

¡ (가스 발전) 2018년 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석탄 발전 투자보다는 적었지만 

IEA의 NPS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201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최근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완성된 중동과 북미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둔화되었음. 

‒ 2018년 유럽의 가스 발전 투자는 금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원자력 발전)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NPS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는 3% 적
고, SDS보다는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투

자 규모의 격차가 큰 나라들은 유럽과 미국, 중국으로 분석됨. 

¡ (재생에너지 발전)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출은 NPS의 15%, SDS의 

50% 수준으로, 기술발전으로 인해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액은 신규 도입 설비의 용량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비와 기술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감소하였음. 다만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액은 1% 감소하는 데 그침.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투자비용을 2018년 기준으로 조정하면, 2018년 재생

에너지 발전 투자액은 2010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비용 조정된 통계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활동은 비용 

하락과 신규 설비 증가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발전 부문에서는 기술 진보로 인해 태양광의 비용은 2010년 이래 75% 감소하였고, 
육상 풍력 비용은 20%, 배터리 저장기술 비용은 50% 하락함.

‒ 해상풍력의 자본 비용의 감소세는 비교적 완만했으나, 가동률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새로운 최저 경매 가격을 기록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전력 
시스템의 유연한 
운용 등 지속적인 
자본의 재분배를 
통한 발전 부문의 
투자 확대 필요”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는 NPS와 
SDS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태양광･풍력에 
대한 투자활동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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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변화: 명목 투자액과 2018년 비용으로 조정한 투자액 
비교(2010~2018년) >

 

¡ (그리드･배터리) 2018년 전력 그리드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IEA의 NPS, SDS와 
비교하여 30%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인도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대규모 전력화가 필요한 

지역들에서 시나리오와 현재의 투자 상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짐

¡ 2018년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2,400억 달러가량이 투자되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건물) 건물부문은 여전히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IEA가 World Energy Investment의 발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전년대비 2% 하락한 1,39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송)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는 2017-2018년 기간 동안 주로 화물

(freight)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전기자동차(EV)의 점진적인 가격 상승으로, EV 판매 증가는 전반적인 수송

부문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있음.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요 제품(LED, 전기 자동차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회수기간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이미 비용 효과적임. 그러나 여전히 정책, 시장 및 금융 관련 문제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2018년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 유지”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0호 2019.6.3.

¡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함.

‒ 2018년까지 3년간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은 에너지 효율 개선 

부문의 전반적인 투자 부진에 기인함. 새로운 효율 개선 정책의 도입이나 기존 

정책의 운영에서 적극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임. 

2. 2018년 지역별 에너지 투자 현황

▣중국, 미국, 인도가 2018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를 주도

¡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중 20%는 아시아, 20%는 북미지역의 석유･가스 

공급과 발전 부문에 투입됨.

‒ (미국)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셰일 가스 개발과 발전 부문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증가에 힘입어 석유･가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해왔고, 세계에너지 공급 부문 투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함.

･ 지난 3년간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지출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음. 

･ 2018년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2015년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반면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에너지 공급 부문 투자 변화(2010~2018년) >

“2018년 새로운 
효율 개선 정책 
도입 및 기존 정책 
운영 부진 등으로 
3년간 에너지 효율 
개선속도 둔화”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중 
아시아와 
북미지역의 
석유･가스와 발전 
부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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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은 2018년 에너지 투자 시장에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줄어듦. 

･ 저탄소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에 대한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난 3년간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 감소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에너지 전반에 대한 투자가 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출은 지난 3년 동안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 인도에서 에너지 분야 투자는 지난 3년 동안 12% 증가하였음.

･ 2018년 석탄 공급에 대한 지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태양광 입찰과 2017년 풍력 
발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출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음. 

･ 송전망에 대한 지출은 확대 중이지만, 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지 않음. 

¡ 다른 주요 지역에서의 에너지 분야 투자는 지난 3년 동안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투자 성장 둔화나 위축은 저유가에 대한 반응(중동), 시스템의 이전 및 

신규 부문 간의 지속적인 재조정(유럽), 빠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과다 지출과 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유럽) 유럽연합의 에너지 투자는 지난 3년간 7% 감소했지만, 저탄소 에너지 

투자 비중은 60%까지 증가함.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만이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관련 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발전

부문 총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함.

“인도는 태양광 
입찰 및 풍력 발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 대한 
투자 초과”

“저유가(중동), 
시스템 이전 및 
신규 부분 간의 
재조정(유럽) 및 
재정적 
위험(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른 주요 
지역에서의 투자는 
지난 3년간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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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2018년 주요 국가들의 부문별 에너지 투자현황 >

(단위 : 10억 달러)

‒ (중동) 중동지역에서 에너지 분야 투자는 지난 3년간 1/5 수준으로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태양광이나 가스 

발전의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전체 에너지 부문 투자는 줄어듦. 

･ 주요 석유회사들이 2019년 투자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일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투자는 2015년 이후 1/5 가량으로 줄어듦.

･ 석유가스 공급 부문 투자가 줄어든 것이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고, 
반면에 재생에너지와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5%에 그쳐, 주목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는 석유･가스 

공급 부문의 투자 감소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 증가를 상쇄하며 3년 전에 비

해 15% 감소하였음.

･ 자본집약적인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존 화석연료 사용 설비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신규 프로젝트 개발의 어려움, ▲유틸리티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긴축과 한정된 공공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득 수준과 에너지 투자 간의 높은 상관관계 존재

¡ 2018년 에너지 투자의 90%가량이 고소득 및 중상위 국가와 지역에 집중됨.

‒ (고소득 국가) 세계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2018년 세계 
에너지 투자의 40%가량을 차지하였음. 

“2018년 에너지 
투자의 90%가 
고소득 및 중상위 
국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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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국가의 에너지 분야 투자는 5년 전과 비교하여 유럽과 일본의 지출 

감소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8년 미국의 화석 연료 공급과 전력 부문

에서의 지출 확대로 인해 증가하였음. 

‒ (중상위 소득 국가) 최근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에너지 분야 투자는 감소함.

･ 중국, 중동, 브라질,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3년 전 중상위 소득 국가는 세계 에너지 투자의 45% 이상을 차지한 바 있음.

‒ (중･저소득 국가) 2018년 중·저소득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에너지 투자의 15% 미만에 그침. 

･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빠른 투자 성장률을 보여온 인도 발전부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화석 연료 공급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로 투자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도 가장 큰 투자 수요는 현재의 고소득, 중상위 국가나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노후화한 자본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는 데 지속적으

로 투자할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투자가 현재 수준보다 증가해야 
할 뿐더러, 중하위·저소득 국가들의 급성장 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함.

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2018년 소득수준으로 분류한 지역의 에너지투자, 인구 >

(단위 : 10억 달러)

 

“향후 고소득과 
중상위 국가에서 
에너지 투자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

“저소득 국가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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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세계 에너지 투자의 시사점

▣발전 부문의 투자 증가와 화석 연료 공급 부문의 투자 축소가 필요함

¡ IEA의 NPS와 SDS 전망 시나리오에서 2025~2030년까지 가정하는 연평균 에너지 
분야 투자 증가율을 고려하면, 총 에너지 공급 투자 규모는 비용의 감소를 감안

하더라도 상당 수준 증가가 필요함.

‒ (화석연료 공급) 2014년 이후 석유 부문 지출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SDS나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가파르게 줄일 필요가 있음. 

‒ (발전) 2018년 발전 부문의 총 투자 규모는 NPS에서 전망하는 수준과 비슷하지만, 
SDS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1/3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두 시나리오 모두 상당규모의 자본 재분배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가속화된 

탈탄소화와 전력화를 강조하는 SDS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SDS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원자력에 대한 

투자와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함.  

¡ 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수요 측면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최종에너지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수송과 난방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점점 더 중요해짐. 

자료 : IEA(2019.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 2018년 에너지 투자와 2025~2030년 시나리오 비교 >

(단위 : 10억 달러)

 

“총 에너지 공급 
투자 규모는 비용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증가 필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 대한 투자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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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가 필요

¡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하는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6,200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3%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2016년 이후 지난 2년간의 저탄소 에너지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에너지 투자의 35% 비중을 유지함.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지난 2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 2018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배터리 저장 설비에 대한 투자는 50%가량 증가하였지만, 총 전력망 투자의 1%
에 불과함. 

‒ 수송용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태양열 난방 시설에 대한 저조한 
투자로 인해 수송과 난방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는 다소 감소하였음. 

¡ SDS가 상정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투자 규모가 2.5배 증가해야 하고 전체 에너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까지 확대되어야 함. 

‒ 특히 가변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공급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참고문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19, May 2019.

“2018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일정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감소”

“SDS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투자 규모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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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5월 20~24일)>

¡ 국제유가(Brent유)는 5월 넷째 주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5월 24일에는 $68.69/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4.87%($3.52) 하락하였음.

‒ WTI유 가격도 5월 넷째 주에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58.63/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6.58%($4.13) 하락하였음.

‒ Dubai유 가격은 5월 넷째 주에 4일 연속 하락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66.73/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7.91%($5.73) 하락하였음.

유종

월
Brent WTI Dubai

유종

일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5/6 71.24 62.25 69.22

          2월 65.73 62.18 62.72 5/7 69.88 61.40 70.29

          3월 66.72 62.77 62.74 5/8 70.37 62.12 69.28

          4월 71.76 66.33 68.27 5/9 70.39 61.70 69.09

          5월 77.01 69.98 74.41 5/10 70.62 61.66 70.10

          6월 75.94 67.32 73.61 5/13 70.23 61.04 70.97

          7월 74.95 70.58 73.12 5/14 71.24 61.78 69.70

          8월 73.84 67.85 72.49 5/15 71.77 62.02 70.46

          9월 79.11 70.08 77.23 5/16 72.62 62.87 72.04

         10월 80.63 70.76 79.39 5/17 72.21 62.76 72.46

         11월 65.95 56.69 65.56 5/20 71.97 63.10 -

         12월 57.67 48.98 57.32 5/21 72.18 62.99 71.64

 2019년  1월 60.24 51.55 59.09 5/22 70.99 61.42 71.23

         2월 64.43 54.98 64.59 5/23 67.76 57.91 69.22

         3월 67.03 58.17 66.94 5/24 68.69 58.63 66.73

          4월 71.63 63.87 70.94

          *5월 70.89 61.72 70.24

* 5월 24일까지의 평균; ** 5월 20일은 싱가포르 Vesak Day Holiday 휴일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5.20.)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5.24.)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5월 넷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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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원유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5월 넷째 주에도 계속해서 유가하락에 영향을 

미쳤음.1)

･ Steven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는 현재 관세 부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까지는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

이라고 발언하였음.2)

･ 양국 간 무역분쟁이 기술 냉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5월 23일 국제유가가 

약 5% 하락해 5개월 만에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미국 원유 재고 증가)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월 17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74만 배럴 증가한 4억 7,677.5만 배럴에 달해 2017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22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3)

･ 여기에는 추가 방출된 미국 전략비축유 약 110만 배럴이 포함된 것이며, 정제설비 투입량이 

동기간 평균 대비 낮게 유지된 것도 재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음.4)

※ 미 에너지부(DOE)는 원유저장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전략

비축유(SPR) 6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월 셋째 주

(5월 17일 기준)까지 4주 연속 SPR을 방출해 옴.

･ 동기간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371.6만 배럴 증가한 2억 2,874만 배럴을, 정제유

(distillate) 재고는 전주 대비 76.8만 배럴 증가한 1억 2,641.5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1/4 439,738  2/1 447,207 3/1 452,934 4/5 456,550 5/3 466,604

1/11 437,055  2/8 450,840 3/8 449,072 4/12 455,154 5/10 472,035

1/18 445,025  2/15 454,512 3/15 439,483 4/19 460,633 5/17 476,775

1/25 445,944  2/22 445,865 3/22 442,283 4/26 470,567

3/29 449,521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5.27.)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5.17.) >

(단위 : 1,000배럴)

¡ 2019년 5월 셋째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OPEC+ 감산 연장 가능성 시사, 
▲중동 정세 불안 고조 등이 있음.

‒ (OPEC+ 감산 연장 가능성 시사)  Khalid al-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원유 재고를 감소

해야 한다는 데 대해 OPEC 회원국 및 감산에 참여하는 非OPEC 산유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발언해(2019.5.19.), 5월 넷째 주 국제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5)

1) Reuters, 2019.5.21.

2) Reuters, 2019.5.22.

3) Reuters, 2019.5.22.; 미 EIA 홈페이지, 2019.5.27.

4) Reuters, 2019.5.23.

5) Reuters,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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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지난 3월 원유 재고는 전월 대비 330만 배럴 증가했으며, 

과거 5년간의 평균보다 2,280만 배럴 높은 수준임.

･ 지난 5월 19일 사우디에서 회동한 OPEC+ 합동 장관급 모니터링위원회(JMMC)는 별다른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고 OPEC+가 가진 선택지를 가늠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쳤음.6)

･ 사우디, 나이지리아, 이라크, UAE 등은 2019년 말까지 산유량 감축 수준을 현재와 같은 

120만b/d 수준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나, 러시아는 7월부터 감산 수준을 30만b/d 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OPEC+는 내달 25~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예정인 제176회 정례총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나, OPEC 관계자에 따르면, 정례총회를 7월 3~4일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 중임.

‒ (중동 정세 불안 고조) 계속되는 불안한 중동 정세가 5월 넷째 주 국제유가에 상방압력을 주었음.7)

･ 지난 5월 19일에는 바그다드 소재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 부근에 로켓포탄이 떨어졌으며, 
그에 앞서 사우디 유조선 및 석유 시설 등이 공격받은 바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충돌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official end)”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란 정부를 위협하였으며(2019.5.19.), 사우디도 이미 온 힘을 다해 대응

하고 있다며 전쟁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발표하였음(2019.5.19.).

▣사우디, 미국 Sempra Energy社로부터 LNG 수입 위해 HoA 체결

¡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Aramco의 자회사인 Aramco Service가 Sempra의 자회사인 Sempra LNG로부터 
20년간 LNG를 공급받기 위한 기본합의서(heads of agreement, HoA)에 서명하였음(2019.5.22.).8)

‒ 양사가 최종합의하게 되면, Aramco Service社는 미국 텍사스州에 위치한 Port Arthur LNG 
수출터미널로부터 5MMtpa의 LNG를 공급받게 되며, 이번 합의서에는 상기 터미널 Phase 1의 

지분 25% 인수에 관해 협상･최종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Port Arthur LNG 프로젝트에는 가스 액화트레인 2기와 LNG 저장탱크 3기 및 약 11MMtpa의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등이 포함됨.9)

‒ 양사 모두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사우디가 LNG 인수 이후 자국 내에서 소비할지, 
아니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지 여부도 불분명함.10)

‒ 이번 소식을 발표하면서 Amin Nasser 사우디 Aramco CEO는 가스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목도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세계 LNG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였던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논의하게 

6) Reuters, 2019.5.19.

7) Reuters, 2019.5.20.,21.

8) Wall Street Journal, 2019.5.22.

9) Financial Times, 2019.5.22.

10) Wall Street Journal,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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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이번 HoA 체결은 세계 에너지 교역의 흐름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Driftwood LNG 수출터미널을 개발하는 Tellurian社의 공동창업자 Charif Souki는, Aramco와의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사우디가 미국 LNG에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음(2019.5.22.).11)

¡ 앞서 Khalid al-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이 국제적인 에너지 탐사･생산기업을 설립하고 
자국 및 해외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십억 달러 증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및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음.12)

‒ 이는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Shell社나 Total社 등 오일메이저도 가스 자산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음.13)

‒ 사우디는 자국 내에도 상당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가스는 채굴이 어렵고 황 

함유량도 높아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14)

･ Aramco는 북부 Turaif 지역 근처에서 소규모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압

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생산한 바 있음.

･ 또한, 동부 지역에서도 가스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홍해 근처 일부 지역에서 
지질조사에 착수하였음.

‒ 현재 사우디는 전원믹스에서 석유의 비중을 줄이고 가스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의 경제개발 계획 등으로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동기간 가스 수요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는 전력부문에서 액체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2018년 1~10월까지 연료유 

및 원유 100만b/d가 연소된 바 있음.15)

11) Platts, 2019.5.22.

12) 인사이트, 제19-7호, 2019.2.25., pp.25~26.; Platts, 2019.5.22.

13) Financial Times, 2019.5.22.

14) Wall Street Journal, 2019.5.22.

15) 인사이트, 제19-4호, 2019.1.28.,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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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미 LNG 프로젝트의 유연한 계약조항, 세계 LNG 현물 시장 성장에 기여

¡ 미국 LNG 수출사업자들이 전례 없는 유연한 가격 선택지와 계약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LNG 현물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16)

‒ 과거 LNG 구매자들이 계약 체결 시 유가연동 외에 다른 가격 선택지가 없었고, 현재 가동 중인 
미국의 1세대(first wave) LNG 수출 프로젝트의 가격은 대체로 Henry Hub에 연동되나, 현재 

장기계약 체결을 원하는 미국의 2세대(second wave) 프로젝트 운영사들은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훨씬 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1세대 LNG 수출 프로젝트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 임박한 Sabine Pass, Cove 

Point, Corpus Christi LNG 수출터미널 등이며, 2세대는 2020년대 가동 개시 예정으로 현재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임.

･ 예컨대, 계약물량 중 일부는 Henry Hub에, 다른 일부는 네덜란드의 TTF나 영국의 NBP 등 

유럽 허브가격과 연동하는 등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취하기도 함.

･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의 Dustin Meyer에 따르면, 일부 프로젝트 

운영사들은 계약물량의 일부를 서부 텍사스의 Waha Hub와 연동하도록 허용하기도 하며, 
구매자들이 일부 또는 전량 유가와 연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Waha hub는 텍사스州 Pecos 카운티에 위치하며, Permian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거래함. 최근 Permian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수송할 수 있는 가스관이 크게 부족해 가스가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되기도 함.

‒ 게다가, 미국 LNG 장기구매계약에는 ‘목적지 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인수한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음.

‒ 미국 LNG의 가격투명성이 향상되면서 아시아 및 유럽에서도 가격투명성이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Meyer는 설명하였음.

▣미 Cameron LNG 수출터미널 가동 개시

¡ Sempra Energy社의 Cameron LNG 수출터미널이 가동을 개시하면서(2019.5.14.), 현재 미국 

내에서 4개의 LNG 수출터미널이 가동되고 있음.17)

‒ 이번에 가동을 개시한 루이지애나州 Hackberry에 위치한 Cameron LNG의 총 투자규모는 

16) Platts, 2019.5.20.

17) Platts,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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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에 달하며, 프랑스 Total社와 일본 Mitsui社를 비롯해 일본 Mitsubishi社와 NYK의 
합작기업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Cameron LNG 이전에 가동 개시한 LNG 수출터미널은 Cheniere Energy社의 Sabine Pass와 

Corpus Christi, Dominion Energy社의 Cove Point 등이 있음.

‒ 그 외 이미 원료가스(feedgas)를 공급받기 시작한 Kinder Morgan社의 Elba Island와 Freeport 
LNG 수출터미널도 조만간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임.18)

LNG 터미널 위치(州) 트레인 수 설비용량 가동 여부/개시 시점

 Sabine Pass LNG 루이지애나 4개 각 4.5MMtpa 가동 중

 Cove Point LNG 메릴랜드 1개 5.25MMtpa 가동 중

 Corpus Christi LNG

1･2단계
텍사스 3개 각 4.5MMtpa

･제1트레인: 가동 중
･제2트레인: 2019년 3분기
･제3트레인: 2021년

 Cameron LNG 루이지애나 3개 각 4MMtpa
･제1트레인: 가동 중
･제2트레인: 2020년 1분기
･제3트레인: 2020년 2분기

 Elba Island LNG 조지아
소형 모듈 

트레인 10개
각 0.25MMtpa

･1개 트레인: 2019년 2분기 
･9개 트레인: 2019년

 Freeport LNG 텍사스 3개 각 5.1MMtpa

･제1트레인: 2019년 3분기
･제2트레인: 2019년 4분기
･제3트레인: 2020년 1분기
･제4트레인: 건설 예정

자료 : IHS Markit 홈페이지, https://ihsmarkit.com(검색일 : 2019.4.4.);  

Reuters(2019.3.28.), “Sempra wants to become one of North America's biggest LNG 

exporters”; Platts(2019.4.29.), “Initial production from Cameron LNG second, third trains 

pushed back until 2020”

< 미국 내 LNG 수출터미널 가동 및 건설 현황(~2021년) >

‒ 또한, Freeport LNG는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로부터 제4트레인(5MMtpa) 건설 및 운영을 승인받았으며(2019.5.17.), 금년 4분기까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FTA 非협정국으로의 수출 승인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19)

･ Freeport LNG는 제1트레인에서 일본 오사카가스와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의 합작회사)로, 
제2트레인에서 BP社로, 제3트레인에서 일본 Toshiba社와 한국 SK社로 20년간 LNG를 공

급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제4트레인에서 일본 Sumitomo社에 2.2MMtpa를 
20년간 공급하기 위해 논의 중임.

‒ 미국의 LNG 수출터미널에 공급된 원료가스의 규모는 지난 5월 12일 하루 5.9Bcf(약 1억 

6,700만m3)로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상기 6개 터미널 모두 100% 가동하게 되면, 원료가스 

수요는 11.3Bcf/d(액화 기준 약 80MMtpa)로 확대될 것임.20)

18) Platts, 2019.5.15.

19) Reuters, 2019.5.17.

20) Platts,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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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PDVSA社, 할인 가격에 원유 640만 배럴 판매 시도

¡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가 원유 640만 배럴을 Brent유 가격 대비 $15~17/bbl 할인된 가격에 판매

하려고 시도하였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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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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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즉시 발효하였음.22)

‒ Platts紙가 확인한 PDVSA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기업 등을 

상대로 원유 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음.

‒ PDVSA가 평소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Brent유 가격 

대비 $15~17/bbl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하려는 것은, 원유 생산을 계속하고 터미널에서 

수송을 유지하기 위해 터미널에 적재된 카고 재고를 소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러시아 국영 Rosneft社는, 인도에 위치한 자사의 정제설비에 원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가 낸 차관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음.

･ Rosneft에 따르면, 2018년 말에 23억 달러에 달했던 베네수엘라의 차관은 금년 1분기에 1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또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동맹국인 쿠바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 4월 35.5만 배럴에 

그쳤던 對쿠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금년 5월 들어 141.6만 배럴로 증가하였음.23)

¡ 한편, PDVSA와 외국 파트너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Orinoco 벨트 내 원유생산량이 5월 14일 

기준 16.98만b/d에 그쳐 4월 초의 76.41만b/d에서 크게 감소하였음.24)

‒ 이는 미국의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여러 차례 정전이 발생하면서 베네수엘라産 
중질유(heavy crude oil)를 수송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upgrader 3개소가 가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임.

･ 운영이 중단된 upgrader는 PDVSA와 Chevron社가 공동 운영하는 Petropiar(19만b/d), PDVSA와 
Rosneft社가 공동 운영하는 Petromonagas(12만b/d), PDVSA와 Total社 및 Equinor社가 공동 

운영하는 Petrocedeno 등임.

･ PDVSA가 단독 운영하는 San Felix upgrader는 무기한 가동을 중단해 수개월째 휴지 상태임.

･ 그러나 PDVSA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PDVSA와 중국 CNPC社가 공동 운영하는 

Sinovensa(15.99만b/d) 및 PDVSA와 ONGC Videsh社가 공동 운영하는 Indovenezolana(9,900b/d)는 
정상 가동 중임. 

‒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2017년 10월 190만b/d에 달하였고, 미국이 對PDVSA 제재를 부과하기 

21) Platts, 2019.5.17.

22) 인사이트, 제19-9호, 2019.3.11., pp.20~21.

23) Platts, 2019.5.23.

24) Platts,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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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금년 1월에 123만b/d에 달하였으나, 미국의 제재 및 반복된 정전으로 지난 4월에는 83만b/d 
수준으로 감소해 2003년 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25)

‒ 美 에너지정보청(EIA)은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對PDVSA 제재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제3의 기관과 PDVSA 간의 거래 허용 

시한이 지난 4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오일 서비스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활동도 6월 27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임.26)

･ 또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능력이 감소하면서 적어도 2020년 말까지 산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EIA는 전망하였음.

‒ Orinoco 벨트에서 유정을 개발하고 있는 한 기업은, 이 지역 산유량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전체 산유량은 40만~50만b/d 수준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27)

자료 : Platts(2019.5.14.), “Venezuela's Orinoco Belt crude

      production falls to 169,800b/d”

< 베네수엘라 산유량 변동 추이 및 전망 >

(단위 : 100만b/d)

25) Platts, 2019.5.14.; EIA 홈페이지, 2019.5.20.

26) EIA 홈페이지, 2019.5.20.

27) Platts,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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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전력망 규제기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 촉구28)

¡ 독일의 네트워크 유틸리티산업 규제기관인 연방네트워크산업청(Bundesnetzagentur, BNetzA)의 

Jochen Homann 청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독일 내 전력망 확충 계획이 현재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2019.5.16.).

※ BNetzA는 독일 연방정부 산하 독립규제기관으로 독일의 전기, 가스 시장의 개발, 경쟁, 구조

개편, 규제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

‒ Homann는 현재 약 30% 수준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65%까지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8년까지 7,700km의 추가적인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이 중 건설허가가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인 전력망은 1,800km이며, 4,600km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중이고, 나머지 1,300km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력 생산지와 주 소비처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원활한 송전을 위한 전력망 증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독일 내에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예정된 곳은 주로 독일 북부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는 

서부 및 남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송전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실제로 2017년에는 송전망의 부족으로, 풍력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독일 북부 및 동부지역

에서는 풍량이 과다할 경우 발전을 중지하기도 하였음.

･ 이외에도 전력망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는 SuedLink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SuedLink 프로젝트는 전력망의 지중화 및 직류화 프로젝트로, 지상에 설치된 기존 전력망을 

지중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직류와 교류가 병용되고 있는 독일 내 전력망을 직류화하여 

송배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 한편, 독일연방의회는 전력망 확충을 위하여 ‘전력망연계촉진법(안)’을 통과시켰음(2019.4.5.).29)

‒ 해당 법률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따른 병목현상 방지 및 재급전(re-dispatch)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력망 업그레이드 시 정부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공사지연 야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력망 승인 절차 간소화)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28) Reuters, 2019.5.16.

29) Clean Energy Wire,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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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승인 단계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30)

･ (공사지연 유발에 대한 불이익) 토지소유주와 기존 계통운영자가 전력망 확장 작업에 고의적인 
지연을 유발할 경우 지연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원활히 협조하는 
토지소유주에게는 더 높은 보상금을 지불함.

‒ 독일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140억 유로를 재급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2015년 110억 유로, 2016년 88억 유로에 이은 사상 최대치였음.31)

▣유럽 에너지기업 EDP社-ENGIE社, 해상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작투자 MoU 체결32)

¡ 포르투갈의 EDP社와 프랑스의 ENGIE社는 해상풍력분야 협력을 위한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음(2019.5.21.).

‒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50%의 출자로 2025년까지 향후 6년간 총 150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임. 

･ 양사는 새로 만들어질 합작회사가 2025년까지 업계 2위 규모의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DP社-ENGIE社의 합작투자회사는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및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예정임.33)

･ 양사는 2019년 현재 총 1.5GW 규모 3개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총 4GW 규모 5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가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양사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프로젝트 이외에도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5~10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인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현황 프로젝트명 입지 국가 규모(MW)

건설 중

(총 3개)

Monray East 영국 950

Wind Float Atlantic 포르투갈 25

SeaMade 벨기에 487

계획 중

(총 5개)

Monray West 영국 800-950

Tréport & Noirmoutier 프랑스 992

Leucate 프랑스 24

Mayflower 미국 1,500 

B&C Wind 미국 400

California 미국 6,100-6,150

자료 : 양사 보도자료 및 4C offshore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EDP社-ENGIE社 참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

‒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19년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사업으로는 영국의 Hornsea-1,2 프로젝트

30) Clean Energy Wire, 2018.10.17.

31) Windpower Monthly, 2018.6.20.

32) Financial Times, 2019.5.22.

33) Offshore Wind,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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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1GW 규모) 및 950MW 규모의 Monray East 프로젝트 등이 있음.34)

‒ 그중 이번 합작투자 대상에도 포함된 영국의 Monray East 해상풍력단지 조성 컨소시엄에는 

EDP社와 ENGIE社 이외에도 Mitsubishi社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해상풍력발전

단가의 약 절반인 £57.50/MWh로 전력 생산이 가능할 전망임.

‒ 덴마크 에너지 기업 Ørsted가 개발 중인 영국의 Hornsea-1,2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22년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독일 정부, 탈석탄에 따른 석탄산업의 경제적 피해 지원 승인35)

¡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에 따라 폐쇄가 예정된 독일 내 석탄광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 규모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안은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은 후 시행될 예정임(2019.5.23.). 

‒ 이번 지원안은 독일 탈석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탈석탄 시행방안(2019.1.26.)’에 포함된 안으로, 
‘탈석탄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 연방법을 제정해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안 기초하고 있음.

‒ 지원안은 400억 유로의 투자 및 2억 4,000만 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석탄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독일 내 석탄광 지역 및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를 이끌어내 

자연스러운 탈석탄을 유도한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36)  

･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400억 유로의 지원금 중 140억 유로를 특히 중요한(particularly important) 
분야를 위한 ‘석탄 지역 투자 계획’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지원 대상 지역을 ‘에너지 지역(energy region)’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저장 

및 생산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400억 유로의 지원금 중 260억 유로는 해당 지역의 교통 및 연구 인프라 부문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Peter Altmaier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석탄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석탄광 지역의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2019.5.17.).

‒ 또한,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탈석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기초로 올해 말까지 탈석탄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2020년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음(2019.5.22.).

･ Altmaier는 이번 지원 계획 승인을 탈석탄과 관련한 첫 번째 법 제정이며, 2020년 중 추가

적으로 마련될 법안은 탈석탄 후의 에너지시장 개편과 관련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34) Recharge News, 2019.4.30.

35) Financial Times, 2019.5.23.

36) Clean Energy Wire,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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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NDRC,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하향 조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풍력발전 FIT 가격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2019~2020년 신규 육･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

이라고 발표함(2019.5.24).37)

※ 국가에너지국(NEA) 신재생에너지부는 중국의 풍력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2020~2022년 중에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여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38)

‒ (육상풍력발전) ‘통지’에서는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FIT(Feed-in Tariff) 가격을 지도가격

(指導價, government guidance price)으로 변경함. 신규 집중형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FIT 
가격은 경쟁입찰을 통해 확정되며, 소재 자원구의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소재 자원구의 육상풍력발전 지도가격이 석탄화력발전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석탄화력발전

단가를 지도가격으로 조정함.

< 육상풍력발전 FIT 지급기준 변화 추이 >

(단위 : 위안/kWh)

자원구별＊

시행일자

2016.1. 2018.1.
2019.7.

(지도가격)

2020.1.

(지도가격)

Ⅰ자원구(네이멍구의 츠펑, 퉁랴오, 후룬베이얼, 

싱안맹 이외의 도시, 신쟝의 우루무치, 이리하싸커, 

창지, 커라마이, 스허쯔)

0.47 0.40 0.34 0.29

Ⅱ자원구(허난의 장자커우, 청더, 네이멍구의 츠펑, 

퉁랴오, 후룬베이얼, 싱안맹, 간쑤의 장예, 자위관, 

주취안)

0.50 0.45 0.39 0.34

Ⅲ자원구(지린의 바이청, 쑹위안, 헤이룽장의 지시, 

솽야산, 치타이허, 쑤이화, 이춘, 다싱안령, 간쑤의 

장예, 자위관, 주취안 이외의 도시, 신쟝의 우루

무치, 이리하싸커, 창지, 커라마이, 스허쯔 이외의 

도시, 닝샤)

0.54 0.49 0.43 0.38

Ⅳ자원구(Ⅰ, Ⅱ, Ⅲ자원구를 제외한 지역) 0.6 0.57 0.52 0.47

주 : ＊풍력 자원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함. 

자료 : NDRC 홈페이지

･ 2018년 이전(2018년 포함)에 정부가 승인한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2020년 말까지 계통

연계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37) NDRC 홈페이지, 2019.5.24. 

38) 인사이트, 제17-37호, 2017.10.3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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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까지 승인한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2021년 말까지 계통연계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임.

･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전면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임.

‒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FIT 가격을 지도가격으로 변경하며, 신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FIT 가격은 경쟁입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2019년과 2020년 신규 근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도가격을 각각 0.80위안/kWh, 
0.75위안/kWh으로 하향 조정함.

※ NDRC는 2014년 6월에 해상풍력발전 FIT 가격정책을 발표하고, 근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FIT 가격을 0.85위안/kWh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이번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인하 조치는 해상풍력발전 FIT 가격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조정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중국의 해상 풍력자원 조건을 고려해 매년 소폭 인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분석함(국가재생에너지원센터 정책연구부 스징리(時暻麗) 주임).39) 

･ 2018년 이전(2018년 포함)에 정부가 승인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2021년 말까지 계통

연계를 완성하면 승인 연도의 FIT 가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2년 이후에 계통연계를 

완성하면 계통연계 완성 연도의 지도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통지’에 따르면, 풍력발전 FIT 가격 중 해당 지역의 석탄발전 기준가격 이하의 금액은 해당 

지역의 省급 전력망기업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재생에너지원발전기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함.

‒ 이번에 조정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중국 NDRC, 올 들어 두 번째 전력요금 인하 조치 단행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9년 정부 공작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산업･
상업용 전력가격 평균 10% 인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산업･상업용 전력가격 인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면서(2019.5.15.) 올 들어 두 번째 전력요금 인하 조치를 단행함.40)

※ NDRC는 ‘전력망기업 증치세율 조정으로 인한 상업･산업용 전력가격 인하에 관한 통지

(2019.3.29.)’를 통해 전력에 대한 증치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3%p 인하함.41) 이를 통

해 省급 전력망기업의 송배전가격(세금 포함)이 인하됨으로써 산업･상업용 전력요금 인하 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증치세(增值税)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임.

‒ ‘통지’에 따르면, 중대(重大)형 수리(水利)사업건설기금 징수 기준을 50% 낮추고, 이를 통해 

산업･상업용 전력요금을 인하할 방침임.

39) 界面新聞, 2019.5.24.

40) NDRC, 2019.5.15.

41) 인사이트, 제19-13호, 2019.4.8.,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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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력 증치세율을 13%로 인하함으로써 省 내 수력발전 기업의 非시장 전력 거래, 지역 간 

수력발전･원전 기업의 非시장 전력 거래에서 가격이 인하된 만큼을 산업･상업용 전력요금 인하에 
활용할 방침임.

‒ ‘통지’에서는 산업･상업용 사용자의 전력 시장 거래 참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이 
구축되도록 하여 전력요금을 인하할 방침임.

¡ 이와 함께 NDRC,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및 인민은행은 공동 발표한 ‘2019년 중점업무의 비용

절감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산업･상업용 전력가격을 지속해서 인하할 방침임을 밝힘

(2019.5.17.).42)

‒ 3개 부처와 인민은행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산업･상업용 전력가격 인하, 전력거래제도의 

시장화 수준 제고, 기업의 토지이용 비용경감 등을 추진할 방침임.

‒ ‘통지’에 따르면, 전력부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발전(發電), 전력사용 

계획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전력판매 기업이 중소기업과 청정에너지원 발전 기업을 대신해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할 방침임.

‒ 이번 ‘통지’ 발표는 중국 전력거래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배경이 되었다면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전력 가격을 낮추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힘(국무원 발전연구센터(發展研究中心) 텅페이

(騰飛) 주임).

42) 每日經濟新聞, 201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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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호쿠전력, 독일 기업과 가상발전소(VPP) 실증사업 착수 

¡ 도호쿠전력은 독일의 VPP 대기업인 Next Kraftwerke社와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실증사업과 관련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음(2019.5.23.).43) 

※ 가상발전소(VPP)는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축전지, 연료전지 등 에너지

자원(energy resource)을 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제어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도호쿠전력은 2018년 4월부터 VPP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VPP 사업화 등을 

위해서는 고도의 에너지자원 제어 기술 등 VPP 관련 노하우 및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Next Kraftwerke와의 제휴에 나섰음. 

※ Next Kraftwerke는 7,600개 이상(약 700만kW)의 VPP 에너지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 도호쿠전력과 Next Kraftwerke 간 체결된 기본협정에 따라 양사는 3단계에 걸쳐 VPP 실증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실증기간은 약 2년임(2019.5.23.~2020.3.31.).44)

‒ (1단계: 2019년 8월~) 도호쿠전력 연구개발센터의 축전설비를 대상으로 Next Kraftwerke의 

독자적인 VPP 시스템인 ‘NEMOCS’ 및 통신기능을 담당하는 ‘NEXT BOX’의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함. 

※ NEMOCS(Nex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는 Next Kraftwerke사가 개발한 독자적인 

VPP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VPP 에너지자원을 일괄 관리하여 설비별 발전량을 측정･예측함.

※ NEXT BOX는 발전기 및 축전지 등의 VPP 에너지자원을 제어하기 위해 설비를 관리하는 통신 

및 제어장치임. 

‒ (2단계: 2020년 2월~) 에너지자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개의 설비를 원격감시･
제어한 경우의 Next Kraftwerke 시스템 기능을 검증･평가함. 

‒ (3단계: 2020년 8월~) Next Kraftwerke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의 VPP의 사업화 및 새로운 

서비스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함. 또한, VPP를 활용한 전력시장거래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연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임.

¡ 한편, 일본 내에서는 2021년 이후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융통하는 ‘수급조정시장’이 

도입될 예정으로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은 VPP와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등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수급조정시장은 주파수 유지 및 안정 공급을 위해 조정력(공급력)을 거래하는 시장임.

43) 東北電力, 2019.5.23.

44) 日本経済新聞,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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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P가 구축되면 수급균형을 화력발전소 등의 발전량이 아니라 축전지의 충･방전 등으로 확보할 
수 있어 연료비용 감축 등이 기대됨. 

▣일본 9개 지자체,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안

¡ 도쿄도 등 9개 지자체가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존 보조제도 유지･확충, 규제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3개 부처에 제출하였음(2019.5.22.).45)

※ 9개 지자체는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자키시, 지바시, 

사이타마시, 사가미하라시임. 

‒ 9개 지자체는 수소에너지 보급에 있어 비용 감축, 인프라 정비, 규제재검토, 기술개발 등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보급･확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음. 

‒ 이에 9개 지자체는 ‘수소기본전략(2017.12월)’과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2019.3.12.)’을 

고려하여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4개 요청사항을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에 제출하였음. 

･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제도 유지 및 요건 완화) 연료전지자동차(FCV)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함. 또한, 연료전지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소충전소 설비를 개보수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재검토)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에서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320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함.

※ 경제산업성은 고압가스보안규제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압가스보안법(이동식･소규모 수소

충전소 기술 기준 정비 등), 소방법(주유소에 수소충전소 병설 관련 규제 등)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연료전지버스의 보급촉진지원)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 기대되는 연료전지버스는 수소에너지 조기 보급 확대에 필요함. 따라서 

연료전지버스의 비용이 대폭 인하될 때까지 구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해야 함. 또한, 전년도까지 연료전지버스차량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 본체 가격의 1/2 수준을 보조해야 함. 

･ (연료전지 용도 확대 및 연료전지 기술 지원) 연료전지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의 용도확대 

및 차종 다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타 연료전지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편, 경제산업성은 수소기본전략과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개정하였음(2019.3.12.).46)

※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은 수소의 제조, 저장･수송, 이용 부문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수립되었으며, 에네팜 보급 확대, FCV의 시판 개시, FCV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정비 확대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2016년 3월에 개정된 바 있음. 

･ 로드맵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기반기술 및 비용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5) 東京都, “水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組に関する要望の実施について”, 2019.5.22.; 環境ビジネス, 2019.5.23.

46) 経済産業省, “水素・燃料電池戦略ロードマップ”,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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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 대응, ②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실무그룹 설치임.

수소기본전략 목표 개정된 설정 목표 대응 방안

이

용

수송

FCV 

2025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80만대

2025년까지 

Ÿ FCV와 HV의 가격차이

     300만 엔→70만 엔

Ÿ 연료전지시스템비용 

     약 2만 엔/kW→0.5만 엔/kW

Ÿ 수소저장시스템비용

     약 70만 엔→30만 엔

Ÿ 관련 기업･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

Ÿ 귀금속 및 탄소섬유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충전소 

2025년까지 320곳

2030년까지 900곳

2025년까지 

Ÿ 수소충전소 정비비

     3.5억 엔→2.0억 엔

Ÿ 수소충전소 운영비

     3.4천만 엔→1.5천만 엔

Ÿ 수소충전소 압축기비용

     0.9억 엔→0.5억 엔

Ÿ 수소충전소 축압기비용

     0.5억 엔→0.1억 엔

Ÿ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기술 개발(2020년까지 

   무인충전소 실현, 저비용 

   기자재 사용 등)

Ÿ 전국적인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검토

Ÿ 영업시간 및 주말 

   영업 확대

Ÿ 주유소･편의점 내 병설 

   확대

연료전지버스

2030년까지 1,200대

2020년대 후반까지

Ÿ 연료전지버스 차량 가격 

     1억 500만 엔→5,250만 엔 

Ÿ 연비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Ÿ 노선버스 이외의 차종 

개발

Ÿ 연료전지버스 대응 

   가능한 수소충전소 정비

발전 2030년까지 상용화

2020년까지 

Ÿ 100% 수소발전설비(1M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효율 

     26%→27%

Ÿ 고효율의 연소기 등 개발

지게차 2030년까지 1만대
2025년까지 산업･상업용 연료전지의 

grid parity 실현

Ÿ 전지스택(cell stack) 

   기술 개발

Ÿ 간단하게 운용 가능한 

충전설비 정비 촉진

공

급

화석

연료

+CCS

수소발전단가

2030년까지 30엔/Nm3

향후 20엔/Nm3 수준

2020년대 후반까지(일본･호주 갈탄수

소프로젝트 성과를 고려)

Ÿ 갈탄가스화를 통한 제조비용 

     수백 엔/Nm3→12엔/Nm3

Ÿ 지상 액화수소탱크 규모

     수천m3→5만m3

Ÿ 수소액화효율

     13.6kWh/kg→6kWh/kg

Ÿ 갈탄가스화 설비의 

   대규모･고효율화

Ÿ 액화수소탱크의 단열성 

향상, 대규모화

재생

에너지 

수소

수전해시스템비용

향후 5만 엔/kW 수준

2030년까지 

Ÿ 수전해장치비용 

     20만 엔/kW→5만 엔/kW

Ÿ 수전해효율 

     5kWh/Nm3→4.3kWh/Nm3

Ÿ 수전해장치 고효율화,

   내구성 향상

참고 : 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함.

자료 : 경제산업성

<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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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우즈베키스탄,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러시아와 기술조사 시행

¡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4회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전(Power Uzbekistan 
2019 Exhibition, 2019.5.15.~17.)’에서 우즈베키스탄 원자력공사 UzAtom과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RosAtom이 우즈베키스탄의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조사 시행에 합의하였음

(2019.5.17.).47)

‒ 원자로 2기로 구성된 2.4GW 규모의 이 원자력발전소는 Navoi 지역에서 2022년 착공하여 

2028년 가동 개시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를 석유화학 원료 및 수출 등 

보다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임.48)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와 전력이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함.

･ 우즈베키스탄은 가스 탐사･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늘리고자 함. 또한, 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석유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49)

‒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비는 110억 달러 규모이며, 2018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러시아 중부지역의 보로네시州에 위치한 Novovoronezh 원자력발전소를 모델로 설계･
건설하기로 합의한 후, 지질조사에 착수하였음.50)

※ 우즈베키스탄은 이 발전소 건설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공공차관(soft loan)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51)

･ 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 수행 도중 2020년까지 지질조사를 마친 후 
원전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함.52)

¡ Sherzod Khadjaev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대변인은 올해 우즈베키스탄의 총 발전량이 

67.5TWh에 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을 증설하여 총 발전량이 120TWh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53)

47) World Nuclear News, 2019.5.17.

48) Eurasianet, 2019.5.2.; Reuters, 2018.10.29.

49) Global Legal Insights,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energy-laws-and-regulations/uzbekistan

(검색일 : 2019.5.27.)

50) 연합뉴스, 2018.10.20.

51) Reuters, 2018.10.19.

52) Eurasianet, 2019.5.2.; Sputnik,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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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 저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1,400만 톤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54)

･ (에너지믹스 다변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1년까지 총 발전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재생에너지개발 

실행계획 2017-2021(Action Program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for 2017-2021)’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자 함.55)

※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100MW 규모의 25개 태양광발전소와 현재 지질조사 중인 1개의 

원자력발전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 은행들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중지 움직임

¡ 싱가포르 제3위 규모의 은행인 UOB(United Overseas Bank)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2019.4.26.).

‒ 싱가포르의 OCBC(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와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imited)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융자 금지(2019.4.15., 17.) 발표에 이어 UOB도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56)

※ 2012~2017년 기간 중 위의 3개 싱가포르 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석탄광, 항만 등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공급 규모는, DBS가 12개 프로젝트에 8억 8,500만 달러, OCBC가 14개 

프로젝트에 11억 4,200만 달러, UOB가 5개 프로젝트에 2억 6,200만 달러 등임.57)

･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화석연료가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오던 UOB의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Eco-Business紙가 보도하였음.

¡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 움직임이 
확산되어,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가 감소하는 추세임.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Global Energy Monitor와 Sierra Club이 발표한 ‘Boom and Bust 
2019(2019.3.28.)’에 따르면, 31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중단과 100개 이상 금융기관

에서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공급 축소･금지로, 2018년 완공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20%,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

음.58)

‒ (일본) 일본 대형은행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MUFG)은 오는 7월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규 융자를 중지할 예정이며(2019.4월), Mizuho Financial Group과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는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기준을 

53) The Times of Central Asia, 2019.4.2.; Eurasianet, 2019.5.2.

54) Eurasianet, 2019.5.2.

55) Global Legal Insights,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energy-laws-and-regulations/uzbekistan

(검색일 : 2019.5.27.); Energy Charter, “Uzbekistan’s energy sector”, 2018.10.
56) Eco-Business, 2019.4.18.

57) Eco-Business, 2018.1.10.

58) Eco-Business, 2019.3.28.; Global Energy Monitor, Greenpeace India, and the Sierra Club, Boom and Bust 2019,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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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음(2018.6월).59)

‒ (중국) 중국 대형 투자은행인 State Development & Investment Corporation(SDIC)은 중국에서 
최초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융자를 금지하였음(2019.3.20.).60)

‒ (유럽) Deutsche Bank는 2017년 1월 31일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금지하고 2020년까지 청정기술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ING, 프랑스 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61)

※ 또한, Standard Chartered와 인도 Bombay and National Stock Exchange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Sustainable Financing Team을 신설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62) 

금융기관 개수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7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 35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9

보험/재보험회사 20

민간 글로벌 은행 34

주 : 2019년 2월 기준이며, 운용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에 한함.

자료 : IEEFA(2019.2.27.), “Over 100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Exiting 

Coal, With More to Come”

<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중단한 전 세계 금융기관 >

¡ 한편, 인도는 2022년까지 175GW의 재생에너지 전원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63) 2017년 인도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64)

‒ 인도의 금융기관 감시 기관인 CFA(Center for Financial Accountability)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 내 상위 10개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기관 중 8개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 약 63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음.

59) 인사이트, 제19-15호, 2019.4.22., p.29.

60) Bloomberg, 2019.3.20.

61) PV Magazine, 2018.9.26.; Mercom, 2019.5.22.

62) Mercom, 2018.10.12.

63) 인사이트, 제18-7호, 2018.2.26., pp.13~16.

64) Mercom, 2018.6.20.; CFA, India 2017: Coal vs Renewables Finance Analysis, 2018.6.19.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MBtu: 1백만Btu

b/d: Barrel per day

MMb/d: 1백만b/d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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