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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6년

11/18 11/21 11/22 11/23 11/24

Brent

($/bbl)
46.86 48.90 49.12 48.95 49.00

WTI

($/bbl)
45.69 47.49 48.03 47.96 47.96

Dubai

($/bbl)
42.80 44.47 46.08 46.07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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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6년

11/18 11/21 11/22 11/23 11/24

천연가스

($/MMBtu)
2.84 2.95 2.98 3.03 3.03

석탄

($/Short ton)
40.00 40.00 40.00 40.00 40.00

우라늄

($/lb)
18.50 18.50 18.50 18.5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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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8.3 96.5 97.6 1.1 -1.6

     OECD 47.9 46.4 46.8 0.4 -0.7

     비OECD 50.4 50.1 50.8 0.7 -0.9

 세계 석유공급 97.5 98.8 100.1 1.3 -2.9

     OPEC 40.3 40.5 41.2 0.7 -2.1

     비OPEC 57.2 58.3 58.9 0.6 -0.9

 세계 재고증감 -0.8 2.3 2.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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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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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전원개발 및 원전 역할 강화 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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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는 풍부한 석탄･우라늄 매장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잉여전력을 EU 

역내에 수출하는 전력 순수출국임. 체코의 발전량 86TWh(2014년) 중 90% 이상은 화력발전(58.3%)과 

원전발전(35.3%)이 차지함.

▶ 정부는 체코전력공사(CEZ)지분의 약 70%를 보유하며, 전력시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체코의 2040년 발전량 규모는 노후 화력발전 및 원전발전 설비의 폐쇄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 대비 

감축될 것이나, 여전히 전력공급이 전력수급을 초과하여 전력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체코는 2015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SEP)을 통해 자국 에너지소비에서 석탄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NAP NE)을 발표하였음.

▶ 체코 정부는 CEZ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규 원전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치하고자 함.

▶ 2016년 11월 현재 Dukovany 5호기 건설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NAP NE)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개시는 202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 체코2)의 전력수급 구조 및 특성

▣ 에너지수급 구조 및 특성

¡ 체코는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국가로 동유

럽에서 산업화가 진전된 대표적인 국가3)이며, 석탄･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탄중심의 에너지수급 구조를 보유하여 왔음.

‒ 체코의 1차에너지 원별 소비구조(2014년 기준)는 석탄(38.5%), 석유(21.2%), 원자

력(19.2%), 가스(15.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탄을 제외한 석유 및 가

스 자원은 부존이 미약하여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음.

･ 체코의 1차에너지 소비중 석탄의존도는 2005년 45%에서 2015년 38.5%로 감

소하였으며, 동 기간 중 원자력 기여도가 14.4%에서 19.2%로 증가하였음.

‒ 풍부한 석탄에너지 개발･이용 덕택으로 체코의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EU 평균

(60%)보다 낮은 50%를 기록하고 있음.4)

1) 본 현안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6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에

너지 자원 협력강화 지원 사업” 내용 일부를 재정리하여 작성하였음. 

2) 체코는 1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에서 분리된 이후, 1995년 OECD와 IAEA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NATO, 2004년 EU에 가입하였음.

3) Global Data(2016), Czech Republic Power Market Outlook to 2030, Update 2016

4)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tate Energy Policy(이하 SEP)

“체코는 
석탄･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여 
석탄중심의 
에너지수급 
구조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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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는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정권이 퇴진한 이후 우라늄 개발을 잠정 중단

하였으나,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을 위해 우라늄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5)

자원 석탄(Mt) 석유(Mt) 가스(bcm) 우라늄(천톤)*

매장량 181 2.04 3.33 119.3

주 : * 우라늄은 2013년 1월 1일, < $260/kgU 기준

자료 : 1) Enerdata(2016.4), Country Energy Report: Czech Republic

       2) 우라늄 : OECD(2014), Uranium 2014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 자원 부존량 현황(2014년) >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에너지소비(Mtoe) 44.9 44.4 42.8 42.6 42.0 41.2

석탄

(%)

45.0 41.3 42.3 40.5 39.0 38.5

석유 21.5 20.2 20.4 20.1 19.6 21.2

가스 17.1 18.2 15.9 16.1 16.6 15.0

원자력 14.4 16.5 17.3 18.6 19.2 19.2

수력 0.5 0.5 0.4 0.4 0.6 0.4

지열/태양 0.0 0.2 0.5 0.5 0.6 0.6

바이오/폐기물/기타 1.5 3.1 3.2 3.7 4.5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iLibrary,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검색일 : 2016.9.22)

< 1차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2005~2014년) >

(단위 : Mtoe, %)

 

¡ 체코의 석탄 수출은 2005~2014년 연평균 19.9% 감소한 반면, 전력 수출은 동

기간 연평균 3.0% 증가하였음.

‒ IEA(2010년)에 따르면, 체코는 생산전력을 EU 역내에 수출하는 국가로서 프랑

스(1위), 독일(2위)에 이어 3위의 전력수출 국가로 기록되고 있음.6)

¡ 체코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알제리, 리비아, 노르웨이 등에서 석

유･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가스의 수입량 중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공급 다각화가 국가 정책과제로 설정되고 있음.7) 

5) Global Data(2016), Czech Republic Power Market Outlook to 2030, Update 2016

6) IEA(2010),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The Czech Republic 

7) 내일신문(2015.7.9) [원전 정책 고민하는 유럽 │④ 원전확대 계획 발표한 '체코'] 원전 비중, 2040년까지 46~58%

“체코의 석탄 
수출은 
2005~2014년 
연평균 19.9% 
감소한 반면, 전력 
수출은 동기간 
연평균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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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05~’14

△%

원유(Mt) 7.8 7.7 6.9 7.1 6.6 7.4 -0.5

석유제품(Mt) 1.9 1.1 1.6 1.3 1.5 1.3 -3.7

가스(bcm) 9.3 8.4 9.2 7.5 8.5 7.2 -2.5

석탄(Mt) -5.5 -4.9 -4.6 -3.8 -3.2 -0.6 -19.9

전력(TWh) -12.6 -14.9 -17.0 -17.1 -16.9 -16.9 3.0

주 : ‘-’는 순수출을 의미함.

자료 : Enerdata(2016.4), Country Energy Report: Czech Republic

< 에너지 수출입(2005~2014년) >

▣  전력 수급 구조

¡ 체코의 전력수요는 2010년 59.3TWh를 기록한 후 정체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4년 57.6TWh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부문별 전력소비 구조(2014년 기준)는 산업(39.3%), 서비스(27.7%), 가정(25.2%)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2014년 기간 중 구조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력소비(TWh) 57.66 59.26 58.64 58.80 58.66 57.64

산업

(%)

40.1 38.1 39.6 38.6 39.2 39.3

가정 25.5 25.4 24.2 24.8 25.1 25.2

서비스 24.7 27.6 27.4 27.5 27.6 27.7

기타 9.7 8.9 8.8 9.1 8.1 7.9 

주 : *IEA(2016)에서 발표한 2014년 체코의 전력소비는 65.9TWh로, Enerdata 자료
와 차이가 있음.

자료 : Enerdata(2016)

< 부문별 전력 소비(2005~2014년) >

(단위 : TWh, %)

‒ 전력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체코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측면과 체코의 1인당 GDP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체코 경제는 2009년부터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2~2013년 유로존 위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비고 2005 2007 2009 2011 2013 2014

GDP성장률(%) 6.4 5.5 -4.8 2.0 -0.7 2.0

1인당GDP(Current $) 13,318 18,334 19,698 21,656 19,858 19,133

자료 : Enerdata(2016.4); World Bank 재인용

< GDP 추이(2005~2014년) >

¡ 2014년 기준, 체코의 전력발전 설비용량은 22GW 규모로 59.5%가 화력발전 설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은 석탄 다음의 설비비중(19.5%)을 점하고 있음. 

“체코의 
전력수요는 
2010년 
59.3TWh를 
기록한 후 정체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4년 
57.6TWh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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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과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축된 반면, 태양광발전 설비 비

중 증가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임.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 비중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설비용량(GW) 17.4 19.8 20.2 20.4 21.1 22.0

화력

(%)

65.8 59.5 58.9 58.3 57.9 59.5

원자력 21.6 19.7 19.7 19.8 20.4 19.5

수력 12.4 11.1 10.9 10.8 10.7 10.3

재생에너지 0.1 9.8 10.5 11.2 11.0 10.7

  태양광 0.0 8.7 9.5 9.9 9.8 9.4

  풍력 0.1 1.1 1.1 1.3 1.2 1.3

자료 : IEA(2016),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 발전설비 구성 추이(2005~2014년) >

(단위 : GW, %)

‒ 체코의 발전량은 2014년 86TWh에 달하였으며, 이중 화력발전(58.3%)과 원전

발전 비중(35.3%)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4년 총발전량(86TWh)과 

전력소비량(57.6TWh)의 격차는 체코의 전력수출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음. 

비고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전량(TWh) 82.6 85.9 87.6 87.6 87.1 86.0

화력

(%)

66.4 62.4 61.7 59.2 57.6 58.3

원자력 29.9 32.6 32.3 34.6 35.3 35.3

수력 3.7 3.9 3.0 3.3 4.2 3.4

재생에너지 0.0 1.1 2.9 2.9 2.9 3.0

태양광 0.0 0.7 2.5 2.5 2.3 2.5

풍력 0.0 0.4 0.5 0.5 0.6 0.6

자료 : IEA(2016),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 발전량 구성 추이(2005~2014년) >

(단위 : TWh, %)

‒ 원자력은 자국 내 에너지자원(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체코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임.

2. 체코 전력부문 거버넌스 및 산업 특성

▣ 에너지법제도 및 전력 부문 거버넌스8)

¡ 체코의 에너지부문 법제도는 에너지법(Act on Business Condition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Energy Sector, Energy Act No.158/2009 Coll.)과 에너지관

리법(Energy Management Act, Act No.61/2008 Coll.) 및 재생에너지법(Act 
No.180/2005 Coll.)으로 구성되어 있음. 

8)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rofile: Czech Republic, cnpp.iaea.org(검색일 : 2016.11.20)

“체코의 발전량은 
2014년 86TWh에 
달하였으며, 이중 
화력발전(58.3%)
과 원전발전 
비중(35.3%)이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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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2000년 제정, 2009년 개정) : 발전, 송⋅배전, 전력 거래 등의 전력거

래 시장 활동 등은 정부 허가(licensing)하에 수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규제청(Energy Regulatory Office, ERO)과 전력시

장운영자(Electricity Market Operator, EMO)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에너지관리법(2000년 제정, 2008년 개정): 에너지수급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들

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 부존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환경 보호, 에너지효율 개선,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등을 위해 국가 기관들의 의무관계를 규정하

고 있음. 

‒ 재생에너지법(2005년 제정): EU ETS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된 정책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9)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0년까지 8%에서 2020년까지 13%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체코는 전력부문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으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에너지국을 두고 있음. 

‒ 정부는 2006년 전력 부문 자유화 이후, 전력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부로서 관장하고 있음. 

･ 전력 부문 자유화는 2002년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송전을 제외한 발

전, 배전, 전력 수입 부문까지 이루어 졌음. 

¡ 정부는 에너지부문, 특히, 전력 부문 담당 전담조직으로 에너지규제청(ERO)과 

전력시장운영기관(EMO) 및 전력거래소 등을 두고 있음. 

‒ 에너지규제청(ERO): 에너지 및 전력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재생

에너지 개발 촉진, 송배전 관리, 전력 부문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설립: 2001.1.1). 

･ ERO는 EU 집행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FIT 보
조금 지급을 관장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GW 미만의 태양광 발전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10)

‒ 전력시장운영자(EMO) : 체코 전력거래의 관리･규제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으로, 
주요 역할은 전력 거래시장 형성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력수급 관련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PXE): 2007년부터 운영을 개시한 체코 전력거래소로 EXX(European 

9) BMI Research(2016.4Q), Czech Reupblich Power Report, p.33

10) BMI Research(2016.4Q), p.34

“체코의 
에너지부문 
법제도는 크게 
에너지법, 
에너지관리법 및 
재생에너지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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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xchange)는 2006년 1월에 PXE의 지분 66.67%를 획득하였음.11)

▣ 주요 전력기업12)

¡ 전력 발전⋅송전을 관장을 위해 체코전력공사(CEZ)를 두고 있으며, CEZ의 정부

지분(재무부 보유)이 69.78%(2014.6월 기준)에 달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력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CEZ는 2015년 설비용량 기준 국가 발전능력의 60%(13GW)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구성은 석탄 6.2GW, 원자력 4.3GW, 수력 2.0GW로 이루어져 있음.

･ 2014년 기준 CEZ는 석탄화력 12개, 원자력 2개, 수력 31개, 태양에너지 41개, 
풍력 2개 등 발전소를 확보하고 있음.13)

･ CEZ는 체코 전력 생산량의 약 2/3(2015년 기준 57TWh)를 생산하는 1위 발

전 기업으로, 유럽 내 발전기업 중에서도 고객 수 기준 8위(7.3백만 명), 자본 

규모 기준 9위(11.8백만 유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음.14)

･ 발전･배전 부문에서 CEZ 등 5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여 

과점시장을 구성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Dukovany와 Temelin에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CEZ는 신규 원자로의 건설･운영을 위해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EPH(Energeticky a Prumyslovy Holding)는 체코 2위의 발전 기업으로, 2015년 

기준으로 발전설비 824MW를 보유하고 있으며, 2.2TWh의 전력을 생산하였음. 

¡ 정부는 송전부문을 관장하는 전담조직으로 국영송전공사(CEPS:정부 지분 100%)
를 두고 있음. 

‒ CEPS는 1999년 CEZ로부터 분리되어 송전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국가 송전

망 설비(400kV, 220kV, 100kV)을 보유･운영하고 있음. 

¡ 배전 부문은 8개 권역 기업에 분할하여 관장되고 있으며, 8개 배전기업 중 5개
는 CEZ, 2개는 E.ON, 나머지 1개는 EnBW가 지배하고 있음. 

‒ CEZ는 2011년 기준 전체 배전시장 고객의 약 61%에 전력공급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SEP, 2015년)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CEPS 및 CEZ에 대한 정부의 지분(각각 100%, 
69.78%)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15)

11) Enerdata(2016.4), Country Energy Report: Czech Republic

12) Enerdata(2016.4)

13)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rofile: Czech Republic, cnpp.iaea.org(검색일 : 2016.11.20)

14) F.Pazdera(2016.6.10), 에너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

1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p.60

“체코전력공사 
(CEZ)의 
정부지분이 약 
70%에 달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력시장에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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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가격16)

¡ 체코 가정용 전력가격은 여전히 EU의 평균가격 수준(€0.208/kWh, 2014년)을 

하회하고 있음. 

‒ 2014년 2분기 기준, 체코 가정용 전력가격은 €0.127/kWh로, 불가리아 €0.090/kWh, 
헝가리 €0.115/kWh보다는 높지만, 독일 €0.297/kWh, 이탈리아 €0.234/kWh, 덴마

크 €0.304/kWh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음(Eurostat).

구분
가정용 산업용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EU28개국 0.195 0.202 0.208 0.116 0.118 0.120

체코 0.150 0.149 0.127 0.103 0.099 0.082

자료 : BMI Research(2016.4Q); Eurostat 재인용

< EU평균･체코 간 전력가격 비교, 2014년 2분기 >

(단위 : €/kWh)

3. 국가 에너지계획과 전원구조 조정 계획

▣ 국가에너지정책(State Energy Policy: SEP, 2015~2040년)17)

¡ 체코는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전력 순수출국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목표로 하

는 국가에너지정책(이하 ‘SEP’)을 수립･승인하였음(2015.5.18).

‒ SEP(2015년)는 SEP(2004년)가 EU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에 개정되었음.18)

¡ SEP(2015년)의 정책방향은 국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제고 

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에너지믹스 다각화, 에너지

절약 증진 및 효율 개선, 국제협력 강화, R&D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에너지공급 안정성 : 세계 경제 및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확보

‒ 에너지공급 경제성 : 국내 에너지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유도

‒ 에너지공급 지속가능성 : 에너지공급의 환경친화성 및 지속가능성 추구

16) BMI Research(2016.4Q), Czech Reupblich Power Report, p.35

17)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18)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홈페이지, http://www.mpo.cz/zprava160154.html(검색일 : 2016.11.18)

“체코는    
2015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 
(SEP)을 
수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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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정책과제 주요 내용

∆ 에너지믹스 다각화
∙ 에너지소비구조 및 전원 구성의 다각화

∙ 국내 조달 가능한 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

∆ 에너지절약･효율개선
∙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추진

∙ EU 회원국 평균 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

∆ 국제협력 강화
∙ 전력망인프라 구축(중유럽 국가 연계)

∙ 가스･전력 시장 통합 추진(중유럽 국가 간)

∆ R&D 투자 ∙ R&D 투자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p.47

< SEP(2015~2040년) 전략적 우선순위 >

¡ 특히, 국가 에너지수급 구조에서 석탄 비중을 감축하고 원자력 기여도를 확대하

는 에너지믹스 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는 지난 2012년 발표된 ‘국가에너지구상(State Energy Concept, SEC)’의 정

책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 체코는 SEC(2012년)를 통해 1차에너지소비 중 석탄의 비중을 2010년 41%에

서 2030년 20%로 감축시키고, 원자력의 비중을 17%에서 28%로 증대, 재생

에너지 비중을 6%에서 14%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19)

¡ 체코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증가율이 정체될 예정이나, 에너

지소비의 전력화율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즉, 최종에너지소비 중 석탄･석유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전력･가스 소비비중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비중은 

2015년 18.1%에서 2040년 23.3%로 증가할 전망임. 

연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최종에너지소비(Mtoe) 27.03 27.39 27.62 27.82 27.80 27.71 27.38

석탄

(%)

9.6 7.7 6.5 5.2 4.5 4.1 3.3

가스 23.5 23.8 23.9 24.1 24.9 25.4 26.0

석유 31.3 29.6 28.5 27.7 26.2 24.4 22.7

전력 18.3 18.1 18.9 20.3 21.4 22.3 23.3

열 10.6 10.2 10.1 9.9 9.6 9.8 9.9

기타 6.7 10.6 12.1 12.8 13.4 14.0 1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PJ를 0.0238845897Mtoe로 계산함(IEA기준).

    2) 원별소비량(원별비중(%)*최종에너지소비)의 총합은 반올림 오차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 원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2010~2040년) >

(단위 : Mtoe, %)

19) 에너지경제연구원(2014.2.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4-6호, p.20

“체코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증가율이 정체될 
예정이나, 
에너지소비의 
전력화율은 더욱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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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확대 목표의 일환으로서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 EU의 환경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 있더라도, 총에너지소비의 13%
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 체코는 지리적･환경적 요인 때문에 풍력･태양광 발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개발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국가(독일 등) 
등과 전력교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함. 

‒ 체코에서 안정적인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매우 드물며, 특히, 풍력발전원

이 자연보호구역에 밀집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태양광 발전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축소 시 보급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체코는 2014년 이후 재생에너지에 보조금 지급을 감축하고 있으며, 국가 재

정능력 및 사회적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고려

하고 있음.

‒ 태양광의 증가는 송배전망 구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지(農地) 훼손 염

려로 향후 신규 태양광은 건축물(소규모 발전원)에 주로 설비될 것으로 분석됨.

▣  체코 전력부문 당면과제

¡ EU는 각 회원국들에게 다소 엄격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 구조를 갖추고 있는 체코에 부담이 되고 있음.

‒ EU(2014.10월)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로 감축하고,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7%로 확대해야 함.20)

※ 이는 주요 에너지소비국인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시행하고 있는 기

후변화 정책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됨.

¡ 체코 정부는 EU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 에너지소비에서 석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로 인해 전력공급 능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되

고 있음. 

¡ 체코는 전통적인 전력 순수출국으로서, 중부 유럽을 연결하는 송･배전망이 발달되

어 있으나, 설비의 연식이 높아(대부분 35년 이상) 보수 및 현대화 작업이 요구되

고 있음. 

‒ 기존 송배전망의 보수 작업은 향후 10~15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

20) EIU(2016.2Q), Industry Report Energy: Czech Republic

“체코는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
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체코는 2014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감축”

“체코는 자국 
에너지소비에서 
석탄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전력공급 능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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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원 발전소 등과 같은 저압전력 발전설비 증가로 저압 

송배전선 확충이 또한 요구되고 있음.

¡ 체코의 총발전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의 설

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 발전소 건설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석탄화력 발전은 설비 노후21)로 인해 2016~2025년 중 대거 가동 중단될 예정

이며, 원자력 발전 또한 Dukovany원전 원자로 1~4호기(1985년 가동시작)가 

2035~37년 기간 중 가동 중단되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원구조 조정 계획

¡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노후화로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 및 원자력 설비를 신규 원

자력 발전설비로 대체함으로써 국가 전원구조를 원전 중심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구상임. 

‒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5,400MW규모(2014년 기준)에서 2035년 2,210MW규모

로 축소될 예정이며, 2035~2040년 동안 추가적으로 1,410MW 석탄화력 용량

이 가동 중단될 예정임.

자료 : F.Pazdera(2016.6.10), 에너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

< 석탄화력 설비용량 전망(~ 2035년) >

21) 체코의 석탄화력 발전소 평균 가동수명은 50년 수준임(BMI Research, p.21).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및 
원자력 설비를 
신규 원자력 
발전설비로 
대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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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구성
2014년* 목표

%

원자력 35.3 46~58

재생에너지  3.0 18~25

천연가스  1.9  5~15

석탄 50.8 11~21

주 : *IEA(2016)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기준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p.46

< SEP 발전설비 구성 현황 및 전원 구조 조정 목표(2015~2040년) >

▣ 발전량 구조 변화 전망

¡ 체코의 총발전량은 2015년 93.4TWh 수준에서 다소간의 등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2040년 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2015년 대비 감축될 전망임. 

‒ 발전량 구성에서 원자력 비중은 2010년 32.6%에서 2040년 48.8%로 꾸준히 증

가하는 반면, 석탄의 비중은 2010년 57.0%에서 2040년 17.5%로 축소될 전망

‒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결과

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0년 6.9%에서 2040년 2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2040년 원별 연평균 발전량 증가 : 가스(4.49%), 신재생(4.18%), 원자

력(1.46%), 석탄(-3.77%) 등

‒ 또한,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에너지저장시설 증

설과 함께 2025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 

‒ 가스는 열병합 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가스발전 비중은 2020년
까지 증가하다 이후에는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체코의 전력공급은 자국의 전력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체코는 전력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개시가 늦어지면 2020~2025년 발전량은 목

표치의 85~9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Dukovany 원전폐쇄를 고려할 때 “향후 2020년 이후 체코가 전력수출국으로서

의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22)

22) BMI Research(2016.4Q), Czech Reupblich Power Report, p.21

“체코의 2040년 
발전량 규모는 
오히려 2015년 
대비 감축될 
전망”

“향후 전력공급은 
전력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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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발전량(TWh) 85.91 93.44 90.16 83.83 84.01 91.63 88.54

석탄

(%)

57.0 49.5 45.6 39.7 36.6 28.5 17.5

흑탄 7.0 6.2 4.7 4.9 3.4 3.0 2.2

갈탄 50.0 43.2 41.0 34.8 33.3 25.5 15.2

가스 2.6 5.1 5.6 6.1 6.2 5.7 9.3

원자력 32.6 33.7 34.9 36.2 37.5 44.9 48.8

재생에너지 6.9 10.8 12.8 16.4 18.0 19.2 22.8

기타 0.9 0.9 1.0 1.5 1.7 1.6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반올림 오차로 인해 원별발전량(원별비중(%)*발전량)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 전원별 발전량 전망(2010~2040년) >

4. 체코의 원전 이용과 확대 계획

▣ 원자력 이용 역사 및 현황23)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1950년대 세계적인 원자력 붐과 함께 원전 개발을 

시작하였음.

‒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높은 수준의 R&D 능력, 제조업의 발달, 석유･가스 자

원 부족 등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공급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었음. 

‒ 체코슬로바키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Bonunice 원전)는 1958년 現슬로바키아 

령의 Jaslovské Bohunice 지역에서 착공, 1972년부터 가동을 개시하였음.

‒ 1979년 現체코 령의 Dukovany 지역에 4기의 원자로 건설이 착공되어 1985년 

가동을 시작하였음.

¡ 체코 정부는 1985~1987년 기간 중 Temilin 지역에 4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

였으나, 환경적 우려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

며, 1990년 중 1~2호기는 건설을 유예하고 3~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 결정

을 내리게 되었음.24)

‒ 이후 정부는 1993년 Temelin 원자로 1~2호기의 건설을 재추진 하였고,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상업운전이 개시하게 되었음.

¡ 체코 정부는 Temelin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1990년 중단 이후 재차 추진하였으

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016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25)

‒ 2004년 3년 10일: 정부승인(정부결정-No.211)

23)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rofile: Czech Republic, cnpp.iaea.org(검색일 : 2016.11.20)

24)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2015.5), SEP

25)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www.world-nuclear.org(검색일 : 2016.11.20)

“체코 정부는 
1985~1987년 
기간 중 Temilin 
지역에 4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애로사항에 
봉착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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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녹색당(Green Party)의 반대로 다시 중단

‒ 2008년: CEZ의 Temelin 3~4호기 원자로(총 용량: 2.4GW) 건설계획 발표 및 

환경부에 원자로 환경영향평가 요청

‒ 2009년: CEZ는 Temelin 지방정부로부터 원자로 건설 승인을 획득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개시

･ 입찰에는 미국(Westinghouse), 러시아(Skoda JS/ASE/OKB Gidropress 컨소시엄) 
및 프랑스(Areva) 등 3개 국가가 참여하였음.

※ 당시 러시아 Rosatom(ASE)는 프로젝트 추진비용(vendor financing)의 49% 

조달을 표명하였으며, 100% 까지 조달할 의지를 밝힘. 

※ 미국 Westinghouse는 처음에는 재정지원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3년 

중반에 미 수출입 은행을 통해 원자로 건설비용의 100% 조달을 약속하였음.

(상환조건: 이자율=미 국채이자율(10년 만기 기준)+1%, 25년 상환)

‒ 2009년 3월: Temelin 지방정부 주민투표 결과 실시(주민 찬성률 : 77%, 환경단

체 소속 유권자 찬성률 : 56%)

‒ 2013년 말: 체코 신정부의 원전 정책방향 전환(원전 보조금 지급 및 전력가격 

보장 등의 재정지원 불가 입장 표명, 신규원전 재원조달 방법 不제시)

･ 2013년 취임한 신정부 이전에는 Temelin 3~4호기 건설에 대해 정부가 CfD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었음. 

※ Contract for Difference(CfD) : 정부가 전력 가격을 보증하는 제도로, 영국 

Hinkely C 원전 프로젝트에 활용됨.

･ 그러나 신정부 취임이후, 재무무가 원전에 대한 CfD 보증 제공을 거부하였

음. 이는 CfD 비용 추정이 기관마다 10% 넘는 차이를 보였기 때문임(산업무

역부가 추정한 CfD 비용은 60유로/MWh였으나, CEZ는 70유로/MWh는 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 신 연립정부의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가격 보증은 불가”하다고 

밝힘. 당시 체코는 태양광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17억 유로에 달하던 상황이었음.

‒ 2014년 4월: CEZ는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Temelin 3~4호기 원자로 입찰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획을 취소하였음.26)27)28)

26) EIU(2016.2Q), Industry Report Energy: Czech Republic

27) Global Data(2016), Czech Republic Power Market Outlook to 2030, Update 2016

28) 정부는 CEZ 지분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CEZ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음.

“2014년 4월, 
CEZ는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Temelin 3~4호기 
원자로 입찰 
계획을 
취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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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종류
용량*

(MW)
상태 운영사 시공사

착공 

개시

상업운영 

개시

Dukovany1 PWR 468 가동중 CEZ SKODA*** 1979.1 1985.5.3

Dukovany2 PWR 471 가동중 CEZ SKODA 1979.1 1986.3.21

Dukovany3 PWR 468 가동중 CEZ SKODA 1979.3 1986.12.20

Dukovany4 PWR 471 가동중 CEZ SKODA 1979.3 1987.7.19

Temelin1 PWR 1,026 가동중 CEZ SKODA 1987.2 2002.6.10

Temelin2 PWR 1,026 가동중 CEZ SKODA 1987.2 2003.4.18

Temelin3 PWR 892 건설중단 CEZ SKODA** 1985.1 -

Temelin4 PWR 892 건설중단 CEZ SKODA** 1985.1 -

주 : * Reference Unit Power(Net Capacity); ** CEZ는 1990년 건설중단된 Temelin 

3~4호기의 입찰을 재추진하였으나, 2014년 4월 동 입찰을 취소하였음.

     *** Doosan Skoda Power s.r.o.

자료 : IAEA(2016), Country Nuclear Profile: Czech Republic; IAEA-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RPIS) 재인용

< 체코 원전 설비 운영현황(2016년) >

▣ 체코 정부의 원전 이용 확대 계획

¡ 2015년 체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SEP)을 통해 원전 추가 건설 의지를 분명

하게 하였으며, Temelin 3~4호기 건설 대신 Dukovany와 Temelin 지역에 각각 

1기의 원자로 건설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29)

‒ 정부는 Dukovany와 Temelin에 우선 각 1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이후 각 원전에 원자로 1기를 추가 건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제기하였음. 

‒ 체코 의회(General Assembly)는 원전 건설을 위해 Temilin과 Dukovany 지역

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승인하였음(2016.6.3).

신규 원전 후보지 추진 상황

Temelin

∙ 특수목적법인(SPV) 구성 중

∙ 원전 건설의 허가/승인을 위한 선결조건(환경영향평가, 안전

성검사, 부지선정 등) 충족

Dukovany

∙ 특수목적법인(SPV) 구성 중

∙ 환경영향평가(EIA) 진행 준비 중

∙ 부지 적절성 평가 중

자료 : F.Pazdera(2016.6.10), 에너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

< 신규 원전 건설 추진 현황 >

29)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inistry of Finance(2015.6),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Energy Sector in the Czech 

Republic(이하 NAP NE), pp.73~76

“2015년 체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 
(SEP)을 통해 
원전 추가 건설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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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방법

¡ 신규 원전 건설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CEZ의 자회사 설립(CEZ 지분 100%)하
는 방안(투자옵션 1)이 가장 유력하고, 민자 컨소시엄 설립(투자옵션 2) 및 새로

운 정부출자 기업(정부지분: 100%) 설립방안(투자옵션 3)이 고려되고 있음.

‒ 투자옵션 1: CEZ 자회사 설립 시 과거 중단된 바 있는 CEZ의 Temelin 3~4호
기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함. 

‒ 투자옵션 2: 재원조달 과정의 위험분산이 가능하고, 외자유치가 다소 용이하나, 
투자자자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보증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투자옵션 3: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택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체코 정부는 CEZ가 자회사를 설립(투자옵션 1)하고, 신규 원전건설 과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CEZ의 추정에 따르면, 신규 원자로 2기 건설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CZK 
2,500~3,000억(한화 11조 7,000억 원, 2016.11.22 환율 기준) 규모가 될 것이며, 
향후 시장 환경에 따라 정부 보증(guarantee)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30)31)

‒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방식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 향후 프로젝트 투자 구성방식에 변화가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함(정
부, 전략적 투자자, 기술 공급자 등 다양한 투자처 확보가 가능).

･ 다양한 파이낸싱 기법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자원조달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음.

･ 신규 원자로 건설비용과 기존 가동 중인 원자로의 운영비용을 투명하게 분

리해 낼 수 있음.

▣ 체코의 해외 원전기업 유치 전략

¡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지닌 외국 기업들

의 참여를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이 체코 전력 부문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CEZ는 EPC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신규 원자

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CEZ의 높은 재무건전성을 미뤄볼 때, 외국 투자자들의 신규 원자로 건설 프

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0) CEZ 홈페이지, www.cez.cz(검색일 : 2016.11.20)

31)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NAP NE)에서는 신규 원자로 2기의 건설비용을 CZK 800~1,018억(한

화 3조 7,000억~4조 7,100억 원)으로 추정함.

“체코 정부는 
CEZ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규 
원전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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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정부보증 제공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를 실시할 예정임.

‒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정부 보증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명될 시,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CfD 및 부채보증 등의 보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정부 보증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명될 시,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CfD 및 부채보증 등의 보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신규 Dukovany 5호기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원전 시공사)
는 원자로 Spec별 기술모델로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음(2015.6월).

규모 용량(MW) 기술 모델 후보 시공사(국가)

Small 1,200미만

∙ MIR ∙ ASE(러시아)

∙ Atmea1 ∙ Atmea(프랑스+일본)

∙ AP1000 ∙ WEC(미국)

Medium 1,455 ∙ APR ∙ 한국수력원자력(한국)

Large 1,750
∙ APWR ∙ 미쯔비시중공업(일본)

∙ EPR ∙ Areva(프랑스)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inistry of Finance(2015.6), pp.57~58

< Dukovany 5호기 건설 후보(2015.6월 기준) >

‒ 이후 2016년 10월 러시아 Rosatom이 입찰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프랑스 

EDF/Areva, 미국 Westinghouse(WEC), 한국수력원자력, 중국광핵집단, Atmea
(프랑스 Areva + 일본 미쯔비시) 등 총 6개 기업이 Dukovany 5호기 건설 입찰

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32)33)

▣ 체코의 추가 원전 도입 일정

¡ 체코의 신규 원전 확충계획은 Dukovany 원전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Temelin보
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34)

‒ 정부는 Dukovany 1~4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한편, 기존 원자로의 수명이 다하는 

2037년까지 Dukovany 신규 원자로 가동을 개시를 계획하고 있음.

‒ CEZ는 SÚJB에 Dukovany 1~4호의 가동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10년 연장)
을 신청하였고(2015.9), SÚJB는 동 원자로의 가동연장을 허용하였음(2016.3.30.).

･ 당초 Dukovany 1호기의 가동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16년 2
월 28일 수명연장승인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Dukovany 1~4호기는 향후 2025
년까지 가동이 가능해짐.

※ 체코 원전 규제기관인 SÚJB은 IAEA의 권고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32) NewEurope(2016.11.2), Six interested to build Czech reactors

33)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www.world-nuclear.org(검색일 : 2016.11.20)

34)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검색일 : 2016.11.20)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기업이 
Dukovany 5호기 
건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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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Review, PSR; 1차 2005~2006년, 2차 2012~2013년)를 시행한 결과, 2015년 

가동연한(30년)에 도달한 Ducovany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Dukovany 2~4호기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 정부는 Dukovany 원전 원자로 가동 중단 시, 1기당 500MW 규모의 발전능력

을 대체할 대안이 없었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수명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35)

‒ 정부는 Dukovany 원전에 신규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2037년 폐쇄 예정인 기

존 원전의 설비용량을 대체하고, Dukovany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2019년 EPC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시행 및 건설허가서가 발행될 경우, 2032~ 2034년에는 신규원자로의 가동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단계 예상 개시 연도
1기 건설비용

(10억 CZK)****

2기 건설비용*****

(10억 CZK)

EPC* 사업자 선정 2019 2.5~2.6 4.3

계획승인서 발행 2022 10.7~10.9 17.5

건설허가서 발행(SÚJB)** 2024 16.4~17.2 27.2

시행허가서 발행*** 2025 19.1~20.2 31.9

주 : *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license for construction; 

*** license for building: 착공 개시; **** 1 CZK(체코 코루나) = 0.04 USD; ***** 

Dukovany 및 Temelin 원자로를 동시에 건설 시 예상되는 비용

자료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inistry of Finance(2015.5), p.91

< 신규 원전 건설 예상 소요기간･비용 >

¡ 체코 정부는 2015년 6월,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NAP NE)’을 통해 CEZ
가 자회사를 건설하여 신규 원자로 건설의 재원을 조달할 것을 권고하고, 신규

입찰 과정을 재개하였음. 

¡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NAP NE)’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개시는 2025년 이

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2017년에 결정될 예정임.

‒ 신규 원전입찰 과정에는 기존의 입찰 참여국가(기업)에 더해 한국과 중국이 참

여의사를 표명하였음. 

･ 중국은 2014년 원전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체코와 한국은 원자력

협정(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2015.12)을 체결하였음.36)

‒ Dukovany 신규 원전 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체코 지방선거(2017년 10
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5) ICIS 홈페이지, www.icis.com(검색일 : 2016.11.20)

36)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www.world-nuclear.org(검색일 : 2016.11.20)

“국가 원자력 
산업 장기전략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개시는 
202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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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對아･태지역 LNG 공급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이주리(jllee15226@keei.re.kr)

▶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對서방 에너지 수출 정책(에너지 자원의 對유럽 공급 사업에만 치중)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였으나, 2012년 5월 집권 제3기를 맞은 푸틴 정부 출범 직후 대외경제 노선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

대하는 신동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아･태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축 정책의 

대응책으로 가스 수출노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아･태지역을 신규 시장의 돌파구로 여겼음.

▶ 향후 높은 가스수요가 전망되는 아･태시장에서 공급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선점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러시아 에너지부는 향후 2035년경 對아･태지역 LNG 공급을 최대 5배 증대

시켜 14Bcm에서 74Bc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2035년경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 구조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비중은 2014년의 7%에서 41%까

지 증대되고, 전체 가스 수출량에서 LNG 비중은 2014년의 7% 수준에서 23%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러시아에는 유일하게 상업 생산 중인 사할린-2 LNG 사업(Gazprom) 이외에, 2017년 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야말-LNG(Novatek)가 건설 중이며, 발틱-LNG(Gazprom), 극동-LNG(Rosneft), 북극-LNG(Novatek) 

등이 추진 중임.

1. 러시아의 신동방 에너지 정책

▣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장기 에너지전략의 주요 발전방향

¡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對서방 에너지 수출 정책(에너지자원의 對유럽 공급)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5월 집권 제3기를 맞은 푸틴 정부 출범 직후 대

외경제 노선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신동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2월 연례 국정연설에서도 21세기 러시아의 발전방향은 

동방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정부의 중

요한 국정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1)

‒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의 커다란 공급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
태지역과의 에너지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역

내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키려 함.

‒ 더욱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로 인한 

1) 그 일환으로 극동지역을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명명하면서 ‘극동개발부’를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하

였음. 

“2012년 5월 집권 
제3기를 맞은 
푸틴 정부 출범 
직후 대외경제 
노선을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신동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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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아･태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게다가 아･태지역 국가들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

고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 증대가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 2015년 10월 초 에너지부가 마련한 ‘러시아 에너지 전략-2035’2)에도 서방의 對

러 제재가 자국 연료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제재 시나리오’가 추가되

어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아･태지역 비중이 대폭 증가되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음.

‒ 향후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은 아･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따라서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위해 그간 낙후되었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 개발, 對아･태지역 

수출시장 비중 증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원 수출구조 다변화 등이 제안되었음.

2. 러시아의 對아･태지역 LNG 공급 구상

▣ 러시아의 가스 수출노선 다변화 전략 

¡ 에너지산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주된 수출시장인 유럽에서의 反러시아 정서

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축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스 수출노선 다변

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신규 시장으로의 돌파구를 아･태지역에서 모색하고 있음.

‒ 에너지 자원의 소비 및 경제 성장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석유시장보다 가스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태지역 국가들에서는 산업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5의 그림 재인용

< 아･태지역 국가의 가스 수요 전망(2014~2035년) >

2) 2003년 8월 28일 승인된 ‘러시아 에너지전략-2020’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5년에 1회 이상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상기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는 2009년 11월 13

일에 승인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0’을 개정한 것으로, 초안은 2014년 1월 24일 발표되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 저유가 상황 장기화 등이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수정 작업을 거쳤음.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안 인

사이트 15-4호(2015.12) 참조 

“러시아의 주된 
수출시장인 
유럽에서의 
反러시아 정서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축 
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스 
수출노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 신규 
시장으로의 
돌파구를 
아･태지역에서 
모색”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3호 2016.11.28  25

‒ 향후 높은 가스수요가 전망되는 아･태시장에서 공급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선점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러시아 에너지부는 향

후 2035년경 對아･태지역 LNG 공급을 최대 5배 증대시켜 14Bcm에서 74Bcm 달
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의 낙관적 시나리오).3)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5의 그림 재인용

< 아･태지역 국가의 가스 수입 전망(2014~2035년) >

  

¡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동부가스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매장지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아･태지역 가스시장 점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됨.

‒ Chayanda 및 Kovykta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Power of Siberia 가스관(對중국 

가스 수출용)을 통해 중국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

톡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다른 아･태지역 국가로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에너지부는 향후 2035년경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 구조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비중은 2014년의 7%에서 41%까지 증대되고, 전체 가스 수출량에서 

LNG 비중은 2014년의 7% 수준에서 23%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9의 그림 재인용

< 러시아 가스 수출에서 아･태지역 국가 비중 전망(2014~2035년) >

3) 러시아는 2009년 처음으로 사할린지역에서 아･태지역으로 LNG를 수출하기 시작하였음. 2010년 對아･태지역 

가스 수출량은 13.3Bcm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체 천연가스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규모였음.

“향후 높은 
가스수요가 
전망되는 
아･태시장 선점 
위해 향후 
2035년경 
對아･태지역 LNG 
공급을 5배 증대 
계획”

“에너지부는 
2035년경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구조에서 
아･태지역 비중을 
2014년의 7%에서 
41%까지 증대, 
전체 가스 
수출량에서 LNG 
비중을 23%까지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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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세계 LNG 시장 점유율 현재 4%에서 13%로 확대 계획

¡ 러시아 정부는 세계 LNG 시장에서의 자국 입지를 확대시키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 수차례 발표하였으며, 이에 발맞춰 러시아 기업들은 LNG 생산량 증대를 

위한 액화플랜트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15년 11월 23일 테헤란에서 열린 제3회 가스수출국포럼에서 

향후 자국의 LNG 생산량이 6,000만 톤이 될 것이며, 이로써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4%에서 13%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2016년 7월 15일 러시아 에너지부는 2035년경 연간 7,0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5년 LNG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082만 톤이었으며 LNG 수출량은 

1,080만 톤이었음. 이중 일본으로 763.6만 톤(70.6%), 한국으로 271.7만 톤(25.1%), 
대만으로 25.8만 톤, 중국으로 19.7만 톤을 수출함(러시아 에너지부 자료). 

        자료 : Thomson Reuter, Sakhalin Energy

< 러시아 LNG 생산량 추이(2009~2015년) >

                                                     (단위 : 백만 톤)

¡ 러시아 에너지부는 상기 계획 달성을 위해 LNG 관련 주요 기술･장비(극저온 열

교환기(cryogenic heat exchangers), 대용량 압축기･펌프･LNG 수송 탱크 등)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는 이미 LNG 사업에 필수적인 극저온 장비의 약 65%를 자체 생산할 

수 있지만, Gazprom은 LNG 기술･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하기 위해 Shell 및 

독일 Linde社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2035년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의 과학-
기술 발전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mixed refrigerant와 함께 자국산 기술에 

기반을 둔 첫 번째 LNG 생산 설비의 상업적 시범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8~2020년 사이에는 주요 열교환기와 LNG 저장 및 수송장비(튜브형 극저온 

열교환기, 극저온 수송탱크, 극저온 펌핑 장비, LNG 수송을 위한 극저온 가요

성 파이프, LNG 수송을 위한 진공단열 극저온 파이프라인 등) 생산에 대한 러

시아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임. 

“러시아 정부는 
세계 LNG 
시장에서의 자국 
입지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에 
러시아 기업들은 
액화플랜트 건설 
사업을 적극적 
추진, LNG 관련 
주요 기술･장비의 
현지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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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class 가스운반선, 부유식 설비의 생산 기술 등은 2035년 이전까지 국산화를 

이룰 계획임.

▣ 가스 공급원 및 수송 인프라 확충

¡ 2014년 기준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11.22Tcm이

며, 추정매장량은 41.8Tcm임. 확인매장량 기준, 러시아 전체 가스 매장량에서 

이들 지역의 매장량은 16.2%를 차지함. 

‒ 對아･태지역 가스 수출을 위한 주요 잠재적 가스 생산지역은 다음과 같이 ① 

Yakutsk 권역(주로 Chayanda 매장지), ② Irkutsk 권역(주로 Kovykta 매장지), 
③ Krasnoyarsk 권역, ④ 사할린 섬과 캄차트카 반도(주로 사할린-1,2,3 사업의 

라이선스 광구)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8의 그림 재인용

< 동시베리아와 극동 내 가스 매장량 분포 현황(2014년 기준) >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가스 생산부문에서 역동적인 성장세는 2020년 이후 부

터 관찰될 것이며, 2035년경 전체 가스 생산량에서 이들 지역 생산량은 1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9의 그림 재인용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가스 생산량 전망(2010~2035년) >

¡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으로 서시베리아 매장지 및 관련 에너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가스 
생산부문에서 
역동적 성장세는 
2020년 이후 부터 
관찰될 것이며, 
2035년경 전체 
가스 생산량에서 
이들 지역 
생산량은 1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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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프라는 상당히 발달한 반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은 저조한 상황임.

‒ 향후 가스의 아･태시장 선점을 위해서 동부지역 내 4개 주요 가스 생산센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 통합가스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of Russia)과도 기술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송 인프라 구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Energy bridge Russia-Asia Pacific｣(2015.11월) p.9의 그림 재인용

< 러시아 동부지역 가스부문 인프라 현황 >

▣ OIES, 아시아 LNG 수입 전망4)

¡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OIES)는 향후 2030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규모

를 low case와 high case 등 2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였고, 2030년 전체 LNG 수입

량이 2015년의 연간 238Bcm보다 대폭 증대된 385~530Bcm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Low Case High Case
2010 2015 2020 2025 2030 2010 2015 2020 2025 2030

일본 96.4 115.7 86.0 86.5 80.6 96.4 115.7 124.6 124.7 120.3

한국 44.4 45.5 44.8 45.8 47.5 44.4 45.5 46.9 49.6 52.7

대만 15.2 19.7 20.3 21.6 22.9 15.2 19.7 22.4 26.8 32.1

중국 13.1 27.2 54.0 46.0 75.0 13.1 27.2 79.0 66.0 105.0

인도 12.2 19.9 30.0 50.0 66.0 12.2 19.9 36.0 60.0 79.2

싱가포르 - 2.8 6.6 10.7 13.8 - 2.8 6.9 11.4 14.9

태국 - 3.7 11.0 20.4 22.5 - 3.7 13.9 26.8 31.2

인도네시아 - - - - 9.3 - - - 4.9 20.8

말레이시아 - 2.1 3.7 5.0 6.2 - 2.1 3.7 5.0 10.7

파키스탄 - 1.4 10.0 14.0 14.0 - 1.4 12.0 16.0 26.0

방글라데시 - - 4.0 8.0 18.0 - - 6.0 16.0 26.0

베트남 - - 4.4 9.1 - - - 5.7 11.4

합계 181.3 237.9 270.4 312.3 384.9 181.3 237.9 351.6 412.9 530.1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Asian LNG Demand: Key drivers and Outlook｣  
        (2016.4월) p.73의 표 재인용

< 아시아 국가의 LNG 수입 전망(~2030년) >

(단위 : Bcm/y)

4)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Asian LNG Demand: Key drivers and Outlook｣(2016.4월)

“OIES는 2030년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량이 
2015년의 연간 
238Bcm보다 대폭 
증대된 
385~530Bcm이 
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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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ES는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low case에서는 3.3%, 
high case에서는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1980년 이래로 세계 LNG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의 

향후 LNG 수요 전망에는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향후 2025년까지 세계 LNG 수요 증대부문을 이끌어갈 국가들은 자국산 가스 

생산이 감소되거나 PNG 공급이 감소되는 싱가포르(PNG 공급 감소), 인도네시

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임.

3. 러시아 기업별 LNG 사업 추진 현황

¡ 현재 러시아는 유일하게 상업 생산 중인 사할린-2 LNG 사업(Gazprom) 외에, 
2017년 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야말-LNG(Novatek)가 건설 중이며, 발틱

-LNG(Gazprom), 극동-LNG(Rosneft), 북극-LNG(Novatek) 등을 추진 중임.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73의 그림 재인용

< 러시아 운영･건설･계획 중인 LNG 사업 >

‒ 이 중 2016년 상반기 기준, Gazprom의 블라디보스톡-LNG 사업, Rosneft의 극

동-LNG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 에너지부는 Rosneft가 2017년 초까지 극동-LNG 사업 실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Gazprom의 사할린-2 LNG 사업

¡ 사할린-2 LNG 사업은 러시아 최초의 LNG 사업이며, Sakhalin Energy社가 운

영사로 되어 있음. 

※ 지분 구조는 Gazprom 50%+1, Shell 27.5%, Mitsui 12.5%, Mitsbishi 10%로 구성

“현재 러시아에는 
유일하게 상업 
생산 중인 
사할린-2 LNG 
사업 외에, 
2017년 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야말-LNG가 건설 
중이며, 
발틱-LNG, 
극동-LNG, 
북극-LNG 등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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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가동되었고, 2개 해상 가스전(Lunskoye, Piltun-Astokhskoye)과 생

산용량 연간 960만 톤의 액화시설(트레인 2개), 가스전과 액화시설을 연결하는 

가스관(총길이 800km)을 소유하고 있음.

¡ Sakhalin Energy社는 사할린-2 LNG 사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3번째 

트레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30일 3번째 트레인 건설을 위한 1
단계 부분 기본 설계작업(FEED)을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3번째 트레인이 건설되면 연간 LNG 생산용량이 1,500만 톤으로 증대되며, 이
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은 2017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며, 2021년에 가동이 개

시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6월, Sakhalin Energy社는 사할린-2 LNG 사업의 일본 지분참여사들이 

3번째 트레인 건설부문 참여를 검토 하였으며, Shell의 Ben van Beurden 회장

으로부터 사할린-2 LNG 사업의 시설확장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언

급한 바 있음.

※ 지난 2015년 6월 18일 Gazprom과 Shell은 사할린-2의 3번째 트레인 건설 사업 

실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2016년 11월 10일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일본 JBIC의 Tadashi 
Maeda와의 실무회담을 통해, 3번째 트레인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가능성

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 Gazprom의 블라디보스톡-LNG 사업

¡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은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총 1,500만 톤(트레인 3개)의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생산용량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

었으나 2016년 2월 초 Gazprom은 동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음.

‒ 지난 2014년 2월 블라디보스톡-LNG 사업 착수가 가스공급원인 Yuzhno-Kirinskoye 
매장지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에서 2019~2020년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음. 

‒ 게다가 Yuzhno-Kirinskoye 매장지가 미국의 對러 제재 대상에 추가(제재조치 

2015.8.7일부터 발효)되면서 매장지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Gazprom은 동 사업의 공급원으로 극동 및 동시베리아 내 가스전도 염두에 두

었지만, 이 역시 對중국 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어야만 하기 때

문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음. 

‒ 결국, 2016년 2월 초 Gazprombank社가 더이상 Gazprom의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임. 

“사할린-2 LNG 
사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3번째 트레인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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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Gazprombank社는 동 사업의 첫 번째 투자기업이 되겠다고 발표하

였으며, 24~25%의 지분 매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Novatek의 야말-LNG 사업

¡ 야말-LNG 사업은 야말반도 Tambei 지역의 South Tambeiskoye 가스전 개발과 

Sabetta항 액화플랜트 건설(생산용량 1,650만 톤)을 통해 여기서 생산되는 LNG
를 아･태지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임.

※ 지분 구조는 Novatek 50.1%, 프랑스 Total 20%, 중국 CNPC 20%, 중국 실크로

드 기금 9.9%로 이루어져 있음.

‒ 동 사업의 투자규모는 270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130억 달러는 주주들

로부터, 24억 달러는 러시아 국부펀드로부터, 약 40억 달러는 러시아 은행들로

부터, 120억 달러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음.

･ 이외에, 이탈리아 Intesa 은행이 2017년에 야말-LNG 사업을 위해 4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경제개발부 장관 언급, 2016.11.3)이며, 일본 JBIC도 

약 2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산케이신문, 2016.10.20)이라고 알려짐.

‒ 야말-LNG 사업의 1번째 트레인 운영은 2017년 말에 개시될 계획이며, 11월 14
일 기준 1번째 트레인 사업 경과는 85% 진행되었음.

‒ 야말-LNG 사업을 위해 러시아 국영해운기업 Sovkomflot가 대우조선해양에 주

문한 세계 최초 Arc-7급 LNG 쇄빙선 ‘Christophe de Margerie’가 완공되어, 11
월 8일 시범 운항을 시작하였고 내년 1월 말에 시범 운항이 완료될 계획임.

‒ 현재 야말-LNG 사업에서 생산될 LNG 물량 중 96%가 이미 계약 완료되었음.

자료 : ERI RAS, ｢Средне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хождения новых СПГ-производств на клю

чевые рынки в условниях низкой ценовой конъюнктуры｣(2016년) p.7의 그림 재인용

< 야말-LNG 사업의 LNG 수출계약 구조 >

(단위 : 백만 톤/y)

“야말-LNG 
사업의 1번째 
트레인 운영은 
2017년 말에 
개시될 계획”

“야말-LNG 
사업의 LNG 
수송을 위한 세계 
최초 LNG 
쇄빙선이 완공, 
시범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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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LNG 사업은 열악한 힘든 북극 지역의 기후조건과 낙후된 개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가스공급원인 South Tambeiskoye 육상가스전(1974년 발견)은 전통

적 매장지로 낮은 생산원가 및 안정적인 생산 증가를 보장해 주고, 아시아 시장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됨.

‒ 이밖에 러시아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을 꼽을 수 있음. 2010년부터 정부는 야말

반도에 위치한 매장지에 대해 일정 세금감면을 제공하였고, 2011년 7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야말-LNG는 지하자원채굴세를 면제받게 되었음. 

･ 또한, 2010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야말-LNG 사업에 세제 특례(세율 0%) 제
공하여 LNG 수출세가 면제되었고, 기업수익세도 특별요율이 적용되었음.

‒ 게다가 Novatek은 북극 기후조건과 낮은 온도와 관련해서 비교적 낮은 액화비

용을 장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10% 증대시켜줌. 

¡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심지어 LNG 가격이 최저치로 떨어진 현 

상황(유럽: MMBtu당 4~5달러(1,000m3당 143~179달러), 아시아: MMBtu당 

6~6.5달러(1,000m3당 214~232달러))에서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Novatek의 ‘북극-LNG’ 사업

¡ ‘북극-LNG’ 사업은 야말반도 인근 북극 카라해(Kara sea)에 위치한 Gydan 반도

에 연간 1,650만 톤 규모의 액화플랜트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임.

※ 가스공급원은 Gydan 반도 내 Salmanovskoye(Utrenny)와 Geofizicheskoye 가

스･콘덴세이트전(총 확인매장량 385Bcm)임.

‒ 2016년 6월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연말까지 북극-LNG 사업의 설

계를 구상을 마칠 계획이며, 현재 중국 CNPC와 프랑스 Total 등 야말-LNG 사업

파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기업들도 동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다고 밝힘. 

‒ 그는 세계 LNG 시장에서 현물거래 비중이 15% 정도를 차지하며 앞으로 현물 

시장이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어, 북극-LNG 사업에서 생산될 LNG 일부를 계

약하지 않고 현물거래 분으로 일부 남겨둘 것이라고 언급함.5) 

･ 향후 북극-LNG 사업의 유망한 시장으로는 세계 LNG의 75% 이상을 소비하

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꼽았음.

‒ 또한, 현재 자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자사의 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LNG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임.

･ 더욱이 북극-LNG 사업은 기존 야말-LNG 사업의 인프라 이용에 따른 비용 

5) 야말-LNG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의 해당 사업 실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야말-LNG 사업에서 생산될 물량의 거의 전부를 계약 체결하여야 했음.

“야말반도 인근 
Gydan 반도에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북극-LNG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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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지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자국산 장비 사용, 낮은 가스 생산원가(1boe
당 50센트) 등의 이점이 있어 손익분기점은 야말-LNG 사업의 1단계와 유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0m3당 250달러 이하로 추산 

¡ 한편, 북극-LNG 사업은 아직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동 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에 있음. Novatek과 러시아 에너지부는 아･태지역 기업들에 동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음.6) 

‒ 2016년 10월, 일본 정부가 Novatek의 ‘북극-LNG’ 사업과 Gydan 반도 내 가스

전 개발(지분 획득)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과 북극-LNG 사업

에 대한 일본 JBIC의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음. 

‒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 북극 LNG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에 대해 

북극 항로를 이용한 LNG 수송7)이 전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보편적으로 쇄빙선이 없이는 연간 2~4개월 정도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러시아 내에서 연중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쇄빙선(nuclear 
icebreaker)8)을 개발 중이며, 시범 개발이 2016년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RusEnergy

< 러시아 야말반도에서의 LNG 수출 노선 >

6)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일본 기업들에 ‘북극 LNG’ 사업에 대한 참

여(지분 인수, 자금 투자, 기술 제공 등)를 제안한 바 있음(‘무역-산업 대화: 러시아-일본 포럼’, 

도쿄). 러시아 에너지부는 2016년 8월 Novatek의 북극-LNG 사업 및 대륙붕 사업에 한국 기업들

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음(제15차 러시아-한국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서울).

7)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의 이용으로 Rotterdam에서 일본 Yokohama 항구까지의 노선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수에즈 운하 통과노선과 비교했을 때 수송거리는 11,200해리에서 7,300해리로 짧아지고, 

수송기간은 33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고 평가함.

8)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의 Sergei Kirienko 회장은 핵쇄빙선 ‘Arctic’이 2018년에 북극 항

로를 통한 야말 LNG 수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2016.6.16). 

“현재 일본 
정부는 북극 LNG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과 일본 
JBIC의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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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neft의 사할린-1 극동 LNG 사업

¡ 극동-LNG 사업은 Rosneft가 ExxonMobil과 공동으로 사할린-1 사업에 신규 액

화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8년 말 완공해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었

으나, Rosneft의 재정 부족 및 미국의 對러 제재 등의 이유로 2015년에 사업 추진

이 중단된 상황이었음.

※ Rosneft의 사할린-1 사업은 생산물분배협정(PSA)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사는 

ExxonMobil(지분 30%)임. 나머지 지분은 일본 Sodeco 30%, 인도 ONGC 20%, 

Rosneft 20%를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3월 ExxonMobil Russia社의 Alex Volkov 부회장은 사할린-1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LNG 플랜트 건설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현 저

유가 및 LNG 가격하락과 상관없이 LNG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LNG 플랜트를 5~6년 내 건설할 계획이며, 향후 20~30년 가동할 것임. 액화플

랜트의 초기 생산능력은 연간 500만 톤이며 이후 1,000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

･ 가스공급원은 사할린-1의 가스전인 Chaivo, Odoptu와 North Chaivo, North 
Veninsky로 총 확인매장량은 약 584Bcm임. 이외에 Rosneft의 다른 매장지

에서도 가스를 공급할 계획

‒ 현재는 액화플랜트 건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2개의 후보(사할린, 하바로프

스크 지방) 중에서 선정 예정

‒ 최종투자결정은 사전설계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있을 계획이며, 아직 정확한 시기

를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의 對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LNG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음. 

4. 러시아 LNG 사업의 경쟁력 평가9)

▣ 동북아(아･태지역) 시장에서의 신규 LNG 사업들 수익성/손실성 평가10) 

¡ 향후 2020년까지는 2016년의 낮은 LNG 가격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신

9) 본 장은 러시아연방 과학아카데미 산하 에너지연구원(ERI RAS), ｢Средне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х
ождения новых СПГ-производств на ключевые рынки в условниях низкой ценовой конъюнктуры
｣(2016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함. 향후 2020년까지 세계 LNG 시장에 진출할 현재 건설 중인 

5개의 미국 LNG 사업(Sabine Pass, Cove Point, Cameron, Corpus Christi, Freeport)과 6개의 호

주 LNG 사업(GLNG T2, APLNG, Wheatstone, Prelude, Gorgon, Ichthys)과 1개의 러시아 LNG 

사업(야말-LNG) 간 경쟁력을 평가한 것임.

10) LNG 사업들의 수익성/손실성에 관한 평가는 국제가스연맹(IGU)의 method에 따라 이루어졌음. 여

기에는 상품의 최종 가격을 형성하는 공급 원료 가격, 액화비용, 판매시장까지의 수송비용, 재기화

비용을 포함되었음. 액화 및 재기화비용은 IEA와 Nexant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수송비용은 

IGU 분석을 포함한 IEA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Rosneft는 현 
저유가 및 LNG 
가격하락과 
상관없이 
극동-LNG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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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미국産 LNG, 호주産 LNG, 러시아産 LNG가 동북아 LNG 시장에 도입될 

경우의 경쟁력 평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유가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LNG가격은 2020년 말까지

는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이러한 신규 미국, 호주, 러시아 LNG 사업들의 착수 시점이 LNG 가격

이 높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호황이었던 2014년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음.

▣ 중국 시장에 미국産, 호주産, 러시아産 LNG가 도입될 경우

¡ 2014년 중국 시장 내 LNG 가격인 MMBtu당 12달러 수준에서는 해당 3개국 

LNG가 모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2016년 가격 수준에서는 국가들이 

손실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보임.

자료 : ERI RAS, ｢Средне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хождения новых СПГ-производств на 

      ключевые рынки в условниях низкой ценовой конъюнктуры｣(2016년) p.10의 그림 재인용

< 2014･2016년 기준 중국 시장에서 신규 LNG 사업 장기한계비용 비교 >

(단위 : US$/MMBtu)

▣ 일본/한국 시장에 미국産, 호주産, 러시아産 LNG가 도입될 경우

¡ 아･태지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LNG에 대한 도입 의지가 북미産 

LNG 공급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실제 아시아 기업들과 대규모 

물량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 2014년 아･태지역 내 LNG 가격은 MMBtu당 14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모든 

신규 LNG 사업이 최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심지

어 재기화 비용을 포함해서 MMBtu당 3.5~6.8달러 범위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

로 예상되었음. 

¡ 원전으로의 점차적인 회귀, 수요 둔화, 연료간 경쟁 증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이 증가하여 LNG 가격이 하락한 2016년 상황(일본/한국: LNG가격 1/2수준으로 

“향후 
2020년까지는 
2016년의 낮은 
LNG 가격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전제하 
2020년까지 
시장에 도입될 
현재 건설 중인 
신규 LNG 
사업들은 동북아 
시장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3호 2016.11.28

하락)에서는 재기화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호주産 LNG의 경우 MMBtu당 

4.3~4.4달러 손실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장 적은 손실을 안고 거래되는 것은 러시아産 LNG로 MMBtu당 1.1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며, 미국에서의 LNG 공급은 LNG 가격이 8~8.5달러까지 상

승했을 경우에 한하여 공급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자료 : ERI RAS, ｢Среднесроч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хождения новых СПГ-производств на 

      ключевые рынки в условниях низкой ценовой конъюнктуры｣(2016년) p.11의 그림 재인용

< 2014･2016년 기준 일본･한국시장에서 신규 LNG 사업 장기한계비용 비교 >

(단위 : US$/MM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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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NDRC, 석탄가격 급등 억제 위해 탄광 조업일수 276일에서 330일로 확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석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탄광 연간 조업일수를 276
일로 제한했었으나, 석탄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겨울철 석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업일수를 

330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2016.11.17).

※ 국무원은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16년 중점과제인 ‘과잉 생산능력 해

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석탄산업 공급과잉 해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2016.2.5), 

2016년부터 3~5년 내에 5억 톤을 감산해 과잉생산을 해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6호(2.19일자) pp.23~24 참조).

‒ NDRC의 석탄 생산량 확대 조절 계획은 지난 9월 석탄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 30~50
만 톤을 추가 생산하기로 한 이후의 두 번째 추가 조치임.

‒ NDR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탄광에 한해 적용되며, 조업일수 연

장 조치는 난방 시즌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중국 정부가 탄광의 조업일수를 276일로 감축하면서 석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석탄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석탄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음.

‒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석탄 생산량은 27.4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그중 10월 생산량은 2.8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음.

‒ 중국 중위컨설팅(中宇資訊)의 분석가 관다리(關大利)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인 탄광을 

예로 들어, 조업일수가 276일일 때 월간 생산량은 6.3만 톤이었으나, 330일까지 늘어나면서 월간 
생산량이 19% 증가한 7.5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면서도 석탄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 그러나 신용평가기관 Fitch Ratings가 11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탄광의 조업일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해온 

석탄가격 급등세가 꺾일 것으로 보임.

‒ 한편, 11월 16일 발표된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SPI)는 604위안/톤으로, 전주 대비 2위안/
톤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연초에 371위안/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2.8%나 상승한 것임.

※ 환보하이 연료탄가격지수(BSPI)는 환보하이 지역의 친황다오, 톈진 등 6개 항구의 연료탄 

FOB가격을 포함하는 가격지수로, 중국 연료탄가격 수준과 변동추이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임.

(界面; FT中文網,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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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현행 석유제품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11월 17일 자정부터 휘발유 및 디젤유 가격을 톤당 각각 365위안, 355위안 

인하한다고 발표함(2016.11.16). 

‒ NDRC는 올해 들어 5차례의 가격 인하와 7차례의 가격 인상 조치를 취했고, 4차례는 가격 변동

폭이 톤당 50위안 미만이라는 이유로, 6차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미만을 기록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이번 가격 인하 조치는 5차례의 인하 조치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함.

※ 중국의 석유제품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따르면, 10영업일마다 가격을 조정하며 변동폭이 톤당 

50위안 미만일 경우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또한, 국제유가 상･하한

선을 각각 배럴당 130달러, 40달러로 설정하여, 이를 벗어나면 국내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현재까지의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 변화 추이를 종합해보면, 휘발유와 디젤유는 올해 

초에 비교해 각각 톤당 305위안, 290위안 인상되었음. 

일자 휘발유 디젤유

1월 13일 -140 -135

    27일 -

2월 15일 -

    29일 -

3월 14일 -

    28일 -

4월 12일 -

    26일 +165 +160

5월 11일 +120 +115

    25일 +210 +200

6월  8일 +110 +110

    23일 -

7월  7일 -

    21일 -155 -150

8월  4일 -220 -215

    18일 +175 +170

9월  1일 +205 +200

    18일 -155 -150

    30일 -

10월 19일 +355 +340

11월  2일 -

    16일 -365 -355

자료 : 人民網

< 2016년 중국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 변화 추이 >

(단위 : 위안/톤)

‒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90호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0.27위안, 92호는 0.29위안, 95호는 0.30
위안 인하하고, 0호 디젤유는 0.30위안 인하함.

※ 중국은 휘발유의 경우 옥탄함유량에 따라 90호, 92호, 93호, 95호, 97호 등급으로 구분하며, 

디젤유는 응고점에 따라 5호, 0호, -10호, -20호, -35호, -50호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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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난과 윈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93호, 92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위안 수준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인민망(人民網)은 보도함(2016.11.16).

･ 베이징의 경우, 92호 휘발유는 기존 리터당 6.21위안에서 5.92위안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유가 변동은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이번 석유제품 가격 변동 주기

(11.3~16일) 동안 Brent유, WTI 경질원유의 평균 선물가격이 지난 변동 주기(10.20~11.2일)에 
비해 9.36% 하락한 점이 중국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음.

‒ 국제유가의 하락은 중국에게 있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원유 수입 및 소비 대국으로, 현재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 상황에서 국제유

가가 하락하면 원유 수입단가가 하락해 원유 비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원유재고를 가지고 있는 정유기업은 수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음.

(人民網, 2016.11.16; 光明日報, 2016.11.17)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해외 진출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최근 중국 정부의 ‘저우추쥐(走出去, 해외진출)’와 ‘일대일로

(㊀帶㊀路)’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사업에의 투자 및 운영과 함께 전력부문 설비 수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2020년까지 해외투자 규모를 총 자산(3,700억 달러)의 10%인 300~5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2-43호(2012.11.16일자) p.19 참조).

‒ SGCC는 주로 필리핀, 브라질, 포르투갈, 호주, 홍콩, 이탈리아 등 6개 국가의 에너지기업에 대

한 투자･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현재 해외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이며 해외자산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함.

‒ 12.5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기술, 설비에서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서 23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저우추취(해외진출)’ 전략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09년 1월 필리핀 진출한 이후, 브라질, 포르

투갈, 호주, 이탈리아 등 국가에 잇달아 진출하였으며, 이들 국가에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총 8개
이고 모두 경영실적이 양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2009년 1월 필리핀 에너지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필리핀전력망공사 NGCP(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를 설립하였으며, SGCC가 40%(15.8억 달러)의 지분을 보유하

고 운영권자가 되었음.

･ 2010년에 브라질 남동부지역의 7개 소형 송･배전기업을 10억 달러에 매입한 바 있으며, 30
년간 브라질 남동부지역의 송전선, 변압소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2012년에 포르투갈전력망공사 REN(Redes Energeticas Nacionais)의 지분 25%를 3.87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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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달러)에 매입함.

･ 2012년 11월 호주 퀸즈랜드州 Powerlink社의 남호주 송전망회사인 Electranet Transmission 
Services Pty Ltd.의 지분 41.1%를 5억 호주달러(약 3.7억 달러)에 인수함.

‒ 또한, EPC 계약, 설비 수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지역의 국가

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 폴란드, 미얀마, 라오스 등 전국 단위의 중점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음.

･ SGCC는 이집트 전력신재생에너지부와 ‘이집트 EETC 500kV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해(2016.1.21) 건설을 맡고 있음. 건설 기간은 18개월, 투자규모는 약 51억 위안

(약 7.3억 달러)로 이집트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규모임. 

･ 올해 7월 브라질 송전기업 CPFL Energia의 지분 23.6%를 58.5억 레알(17억 달러)에 매입한 이후 

9월에 지분 44.5%를 290억 레알(84.5억 달러)에 추가 매입함에 따라, SGCC가 보유한 CPFL 
Energia의 지분이 68%까지 증가함.

¡ 국가전력망공사는 현재 몽골 시베오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중국-몽골 간 발전･송전 일
체화 프로젝트와 러시아 Yerkovtsy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중국-러시아 간 발전･송전 일

체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파키스탄 간, 중국-네팔 간 등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 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GCC는 파키스탄 송전기업 NTDC과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파키스탄 

Matiari-Lahore 간 송전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2015.4월).

(中新社, 2016.11.16; 中國證券報,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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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경제산업성, 해외자원 확보 지원 강화 위해 JOGMEC법 개정

¡ 일본 상류부문 개발기업의 해외자원기업 인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JOGMEC법 개정안이 

제19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2016.11.11)되어 공포･시행됨(2016.11.16). 

‒ 지금까지 JOGMEC은 일본 상사 및 정유기업 등이 해외 유･가스전, 광산 등의 개발 프로젝트

에 출자할 경우 금융지원을 해주고, 유･가스전 탐사 특수목적회사(SPC)에 일본 기업과 공동출

자하거나 원유 및 가스 개발･생산사업에 채무보증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해왔음.

‒ 이번에 JOGMEC법을 개정하여 JOGMEC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특히 일본 상류부문 개

발기업의 해외자원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음. 

･ 해외자원기업 인수 및 자본제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대상 확대

･ 석유 탐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이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대상 확대

･ 자원보유국 국영석유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해 조광권 취득 우선협상 등이 가능하도록 탐사

권 등의 취득 대상 분야 확대

･ 해외자원기업 인수 및 자본제휴에 대한 지원, 석유개발에 대한 추가 지원, 국영석유기업의 

주식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보증 차입 대상을 확대

･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천연가스 물리탐사선을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

¡ 이번에 JOGMEC법을 개정한 이유는 일본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기업과의 자본 제휴 및 인수

를 지원하여 자원 확보 및 향후 가격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함임.

‒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산유국이 국영자원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ramco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고, 러시

아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Rosneft 주식 매각을 검토 중임. 또한, Royal Dutch-Shell社
은 60억~8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을 예정하고 있음. 

‒ 중국 및 인도 국영 석유회사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자원보유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우량 자산과 자원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30년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비율을 40%(2015년 27.2%)로 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INPEX, Mitsubishi상사, Mitsui물산 등 상류부문 개발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日刊工業新聞, 2016.11.7; 日本経済新聞, 2016.9.2,11.11; JOGMEC 홈페이지,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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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가스-영국 Centrica, LNG 스왑거래 협정 체결

¡ 도쿄가스는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인 Centrica社와 LNG 조달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2016.11.21). 도쿄가스가 미국에서 인수할 셰일가스 LNG와 Centrica가 동남아시아 국

가 등에서 인수할 LNG를 스왑하여 수송비용을 낮출 계획임. 

‒ 도쿄가스가 미국 Cove Point 프로젝트(2017년 말 이후 도입 예정)의 셰일가스 LNG를 유럽으로 

수송하고 Centrica가 동남아시아와 호주에서 도입 예정인 LNG를 일본으로 수송할 계획임. 

･ 도쿄가스가 미국産 셰일가스 LNG를 스왑거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왑거래는 2018
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예상 스왑 물량은 연간 35만 톤을 운반하는 LNG 수송선 1~2척을 전제로 할 때, Cove Point
에서 조달하는 총 140만 톤의 LNG 중 최대 절반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동쪽 해안에서 일본으로 수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수송선 1척당 1회 왕복 시 약 1억 엔의 

수송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LNG를 미국 동쪽 해안에서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송기간이 길고 파나마운하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도쿄가스의 연간 LNG 조달물량은 1,400만 톤(2015년 기준)이며 동남아시아, 호주, 미국 등으

로 도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5년 전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하였음. 미국産 셰일가스 LNG 
조달물량은 2020년까지 연간 2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도쿄가스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영 대기업과 제휴하여 

LNG기지를 건설･운영할 계획임. 

･ Centrica社로부터 인수하는 LNG를 자사에서 이용할 뿐 아니라 자국 내 수요 변동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임.

¡ 한편, 미국産 셰일가스 지분을 확보한 기타 전력･가스회사들도 수송거리 및 수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왑거래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도쿄가스 이외에 미국産 셰일가스 지분을 확보한 회사는 JERA(주부전력과 도쿄전력의 공동

출자회사), 간사이전력, 오사카가스 등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일본 에너지기업들 간에 LNG 수급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毎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16.11.21)

▣ 원자력규제위원회, 미하마원전 3호기 가동기간 연장 정식 허가

¡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노후원전인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3호기의 가동 연장을 정

식으로 허가하였는데(2016.11.16), 이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1,2호기에 이어 두 번째임. 

※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7월 개정된 ‘원자로규제법’에서는 설비 노후화에 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3호 2016.11.28   47

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가동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함. 40년 이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의 안전심사에 더해 기기의 노후 정도를 조사하는 심사에도 합격해야 함.

‒ 同 원전은 10월 5일 규제위의 안전심사에 합격하였으며, 10월 26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음.

※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을 위해서는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심사에 합격하고 설비의 상

세설계를 기재한 공사계획의 인가,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는 연장심사 등을 통과해야 함. 

‒ 간사이전력은 케이블의 난연화 및 중요기기의 내진화 등 안전대책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

사비용은 약 1,650억 엔으로 예상되고, 재가동 시기는 2020년 3월 이후가 될 것임. 

･ 간사이전력은 대형 지진에 대비하여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과 원자로 격납용기를 보강하기

로 함. 원자로 건물 바닥 일부를 철근콘크리트로 교체하고 보관시설 벽과 연결시켜 진동을 

경감할 것이며, 원자로 격납용기에 보강재를 추가하여 지진에 따른 용기 변형을 방지할 것임. 

¡ 간사이전력은 미하마원전 3호기의 가동기간 연장을 허가받음으로써 원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전략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간사이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2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용가 이탈이 이어졌음. 

･ 금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따라 약 42만 건(2016.10말 기준)의 계약을 오

사카가스 등 신규 소매시장 참여자에게 빼앗겼음. 또한, 기업 및 공장 등 대규모 수용가의 

이탈 등으로 2016년 4~9월 전력 판매량은 614억kWh로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함.

‒ 간사이전력은 금년 4월 수립한 중기경영계획에 원전 재가동을 통해 2026년까지 경상이익을 

3,000억 엔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간사이전력이 보유한 원전은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4호기, 오이원전 1~4호기

임. 이 중 오이원전 1,2호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의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음. 

･ 미하마원전 3호기가 재가동하게 되면 월 35억 엔의 수익개선효과가 전망됨. 

･ 금년 6월 가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카하마원전 1,2호기도 재가동을 위한 안전대책 공

사를 진행 중임.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을 둘러싸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다카하마원전 3,4
호기가 재가동되면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 한편, 同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할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미하마원전 3호기는 

2036년 11월말까지 가동할 예정인데, 9년 내에 원전 내 보관이 불가능해져 그 이전에 가동이 정

지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간사이전력은 2020년을 목표로 후쿠이縣 이외에 중간저장시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으나 약 1년 경과한 현재도 별다른 진척이 없음. 

‒ 縣 외로의 반출을 촉진하기 위해 후쿠이縣은 원전 내 저장된 5년이 넘은 핵연료에 과세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6.11.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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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OPEC과 산유량 동결 관련 협상 진전으로 $60억의 추가 세입 확보

¡ 러시아가 2016년 초부터 OPEC과 산유량 동결에 관한 협상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4,000억 

루블(60억 달러)의 추가 세입(歲入)을 확보하였다고 Bloomberg가 보도함(2016.11.17).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6년에 들어 주요 산유국들과 세계 원유시장 안

정을 위해 산유량 동결에 대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월에는 OPEC 3개국(사우디, 카타르, 베네수엘라)과 2016년 1월의 산유량 수준으로 동결하

는데 합의하기도 하였음. 

･ 이후 4월 카타르에서 18개 주요 산유국 간 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오는 11월 30일의 OPEC 
정기회의 개최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산유량 동결에 동참할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오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산유량 동결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국제유가가 1월의 배럴당 27
달러에서 연평균 44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유가 상승이 정부 세입 증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임.

※ 11월 17일 런던 ICE 거래소에서 Brent유는 배럴당 46,69달러 선에서, 미국산 WTI는 45.5달

러 선에서 거래되었음.

･ 전문가들은 4월에 산유량 동결 협상이 한차례 실패했음에도,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인 러

시아가 세계 원유시장 안정을 위해 OPEC과 협상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유가 상승에 긍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유가 상승과 더불어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석유 수출세와 지하자원채굴

세 세수가 증대되는 것 역시 정부의 추가 세입 확보에 기여함.

※ 러시아의 10월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1,090만b/d보다 30만b/d 증대된 1,120만b/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 정부 세입의 약 40%를 석유 및 가스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가 최저치를 기록했

던 2016년 1월에 오일 달러 유입이 지난 12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년 연속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6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함.

‒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가 상승세로 2016년 2월 1,850억 루블에 그쳤던 월간 세입 

규모가 6월부터 3,000억 루블을 상회하였음.

¡ 2016년 1~10월 기간 중 석유 수출세와 지하자원채굴세로 2.7조 루블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정부 세입 총액의 2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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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loomberg

< Brent유 가격 변화와 러시아 정부 세입 추이(2016.1~9월) >

 

(Bloomberg; Vestifinance, 2016.11.17; RG.ru, 2016.11.21)

▣ IEA, ’40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가스 생산량 증가 전망

¡ IEA는 2040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2015년의 1,110만b/d에서 23% 감소하여 850만b/d(4억
2,500만 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6, 2016.11.16). 

‒ 이는 2035년의 원유 생산량을 2014년 수준인 5억2,500만 톤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러시아 에

너지전략-2035(이하 ES-2035)’ 상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에너지부는 2015년 9월에 ES-2035를 발표하였고 10월 1일 정부에 제출하였음. ES-2035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 제15-37호(2015.10.9일자) p.3~14, 현안 인사이트 제15-4호 참조

･ 러시아 에너지부는 2035년에도 현 산유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매장지의 고갈 및 생

산량 감소분을 고비용 구조의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셰일층)’와 대륙붕 개발을 통해 충당

하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IEA는 러시아가 서시베리아 및 Volgo-Ural 지역의 신규 매장지 개발, 셰일오일 및 북

극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매장지에서의 생산량 감소분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IEA는 러시아 석유생산기업들이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라 루블화 표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다른 석유 메이저기업들보다 저유가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었으나, 조만간 금융시장의 상황이 바뀔 것이며 이는 러시아 석유생산기업들에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2016년 7월 기준 루블화 환율(달러 대비) 2014년 7월보다 거의 2배가량 상승함으로써, 동 

기간 중 루블화 표시 원유 가격은 단 20%만 하락함.

･ 유가에 연동되어 있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세율이 자국 석유기업들을 유가 하락으로 혜택을 

보았지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출세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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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ffeisen Bank의 Andrei Pilishuk 분석가도 러시아 석유기업들이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동시

베리아 및 대륙붕의 신규 매장지 개발에 앞서 인프라 투자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함. 

자료 : IEA

<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전망(~2040년) >

 

¡ 한편, 2040년경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은 2015년 대비 19.2% 늘어나 758Bcm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2016.11.16).

‒ 세계 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러시아 가스 생산량도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 내 대규모 가스 매장량이 부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생산원가와 파이프라인 공

급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Raiffeisen Bank의 Andrei Pilishuk 분석가). 

(Kommersant; RIA, 2016.11.16; Oilru, 2016.11.16,17)

▣ Novatek, ‘북극 LNG 사업’의 투자비 추정치 처음으로 공개

¡ Novatek의 Denis Khramov 부회장은 자사가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 사업’의 투자비가 최소 약 1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개함(2016.11.21).

※ ‘북극 LNG 사업’은 야말반도 인근의 북극지역 카라해(Kara sea)에 위치한 Gydan 반도에 

연간 1,650만 톤 규모의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가스 공급원은 Salmanovskoye 

(Utrenny)와 Geofizicheskoye 가스･콘덴세이트전(총 가채매장량 가스 1.2Tcm. 액화탄화수소 

5,050만 톤)임. 

‒ 이는 Novatek의 첫 번째 LNG 프로젝트인 야말-LNG 사업(연간 생산용량 1,650만 톤)의 투자

비가 27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 규모임.

‒ Novatek은 ‘북극 LNG 사업’의 액화플랜트를 야말-LNG처럼 육상에 건설하지 않고, 카라해

(Kara sea) 중력 플랫폼(gravity platforms)에서 모듈식으로 할 계획임. 

‒ 그리고 ‘북극-LNG 사업’의 일환으로 무르만스크州 콜라만(Kola Bay)에 조선소를 건설(5억 

달러 규모)하여, 상기 중력 플랫폼과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다른 부품･장비들을 이 조선소에서 

자체 제작하여 조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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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6월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연말까지 ‘북극 LNG 사업’의 기술적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 작업에는 Kvaerner社, KBR社, Linde社가 참여하

고 있음. 

‒ 조만간 기본설계(FEED)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8년에 가스 액화플랜트 건설을 시작하여 

2022년 완공할 계획임.

‒ 이미 CNPC와 Total(야말 LNG 사업 파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기업들이 북극 LNG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동 사업 참여 가능성과 

JBIC의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교도통신, 2016.10.9). 

¡ 한편, 전문가들은 Novatek이 공개한 ‘북극 LNG 사업’의 투자비 규모가 지나치게 낮으며, 이는 

다만 사전적 평가일 뿐 투자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앞으로 투자비 추정치가 

수차례 바꾸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일반적으로 LNG 시장에서 대규모 액화 플랜트의 투자비는 연간 액화용량 1백만 톤당 1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음.

‒ 국산 장비와 부품의 사용은 분명히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러시아 장비들로만 액화플랜트 건

설이 가능할 지가 의문이라고 언급함(GL Asset Management의 Sergei Vakhrameev 전문가).

･ 또한 Sergei Vakhrameev 전문가는 Novatek이 공개한 투자비 규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135억 달러가 가장 근접한 투자비 추정치라고 덧붙임.

‒ 사실상 LNG 사업의 투자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액화 기술과 LNG 수송 모델

이며, ‘북극 LNG 사업’의 실제 사업 규모는 언급된 것보다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함

(ICIS Heren의 LNG 부문 Roman Kazmin 전문가).

‒ 투자비 추정치 100억 달러가 낮은 것은 분명하나, 첫 번째 사업인 야말-LNG 사업의 투자비에

는 인프라 구축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높았던 것이며, 두 번째 LNG 플랜트 건설 시에는 충

분히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Raiffeisen bank의 Andrei Polishuk 분석가). 

(Oilru; Neftegaz, 2016.11.21.; Kommersant; Vedomosti,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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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16년 11월 초 천연가스 순수출 기록

¡ S&P Global Platts 산하 Bentek Energy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첫 2주 동안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수입량을 약 1Bcf/d 초과하였음.

‒ 이는 최근 캐나다産 천연가스(PNG) 수입은 급감한 반면, Cheniere Energy社 Sabine Pass 
LNG 터미널에서 수출된 천연가스(LNG)의 양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11월 1일~14일 기간 중 캐나다産 천연가스 수입량은 평균 4.5Bcf/d로 지난 10월의 5.7Bcf/d
보다 21% 감소하였으나, 同기간 중 Sabine Pass 터미널에서 수출된 천연가스(LNG)의 양은 

10월의 249MMcf/d에서 1.5Bcf/d로 증가하였음.

‒ 캐나다産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가격 상승 때문임.

･ 지난 10월 캐나다 앨버타州 AECO Hub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가격은 Henry Hub 가격보다 

60¢/MMBtu 낮았으나, 11월에는 40% 상승해 가격 차이는 36¢/MMBtu로 좁혀짐.

‒ 더욱이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지난 10월 운영이 중단되었던 Sabine Pass LNG 플랜트가 11월 

들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Train 3도 새롭게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Sabine Pass LNG 플랜

트의 처리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함.

‒ 파이프라인으로 통한 멕시코로의 수출과 세계 각지로의 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향후 1년간 

미국의 천연가스 총 수출량은 총 수입량을 약 2.5Bcf/d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

2016.3 2016.4 2016.5 2016.6 2016.7 2016.8

 총수입량 240,764 241,317 248,317 241,885 265,022 260,814

   - PNG 232,164 236,522 243,088 234,229 259,224 252,714 

   - LNG 8,568 4,767 5,200 7,638 5,773 8,082 

   - CNG 33 28 29 19 25 17

 총수출량 194,915 175,601 185,897 180,747 185,290 211,680

   - PNG 184,816 165,537 175,997 164,285 169,531 184,912

   - LNG 10,078 10,036 9,874 16,445 15,739 26,768

   - CNG 21 28 25 18 20 0

자료 : EIA

< 미국 천연가스 수입･수출량(2016.3월~8월) >

(단위 : MMcf)

¡ 한편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음.

‒ 지난 1년간 천연가스 재고는 비교적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 52주 중 48주의 재고량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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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5년간 최고 수준보다 높았고 11월 4일 기준 천연가스 재고는 4,017Bcf에 달함.

자료 : EIA

< 미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 >

(단위 : Bcf)

‒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하고 발전연료용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지난 겨울 날씨가 예

년보다 따뜻하여 가스 소비가 감소한 것이 재고를 높인 원인으로 분석됨.

･ 2016년 1~8월까지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3Bcf/d 낮은 72.7Bcf/d를 기

록하였으며, 가스 소비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음.

※ 2015년 미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약 27,306Bcf(월 평균 약 2,276Bcf), 2016년 1~8월

까지 월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은 약 2,300Bcf에 달함.

‒ EIA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날씨 

예보를 바탕으로 2016~17년 겨울철 가정용 천연가스 소비가 평균 8%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

라 겨울이 끝날 무렵의 천연가스 재고는 1,900Bcf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Platts, 2016.11.15; EIA, 2016.11.16)

▣ 미 지질조사국, Wolfcamp의 원유 매장량 200억 배럴로 평가

¡ 미 지질조사국(USGS)이 Permian Basin 내 Wolfcamp play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약 200억 

배럴의 원유(미발견 가채매장량)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원유 외에도 16Tcf의 수반가스와 16억 배럴의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s, NGL)도 함께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평가한 매장지 중 최대 규모임.

※ BP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미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550억 배럴이며,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68.7Tcf에 달함.

‒ 이는 모두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매장량으로서, USGS의 Walter Guidroz 프로그램 코디네

이터는 기술의 진보가 채굴 가능한 자원량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
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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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vestment U

< 미 Permian Basin 셰일자원 분포도 >

¡ 한편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미국 내의 셰일자원 개발은 여전히 Permian Basin에 집

중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시추 리그 수도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음. 

자료 : EIA

< 미국 주요 원유 생산지별 생산량 >

(단위 : 백만b/d)

‒ 현재 Permian Basin의 시추 리그 수는 미국의 나머지 모든 지역의 총합과 같은 수준이며, 최
근 발간된 EIA의  “Drilling Productivity Report”에 의하면 이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3분기 연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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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2016.11.11 2015.11.20

석유 471(+19) 452 564

가스 116(+1) 115 193

기타 1 1 0

(소계) 588(+20) 568 757

 Oil 

Basin

Cana Woodford 40 40 34

DJ Niobrara 18 16 27

Eagle Ford 38 38 75

Permian 229 218 225

Williston(Bakken) 34 35 63

Gas 

Basin 

Marcellus 34 35 43

Haynesville 23 21 28

자료 : Baker Hughes

< 미국 석유·가스 시추 리그 수 >

(EIA; Platts, 2016.11.15)

▣ 미국 E&P 기업, 인수･합병 증가세 지속

¡ 미국 내 E&P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이 2015년과 2016년 1분기의 낮은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

이고 있어, 향후 석유･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2016년 하반기의 인수･합병 대금 총액은 

2016년 상반기의 총액을 이미 초과하였음.

･ 이는 2016년 1분기 평균 배럴당 30달러에 그쳤던 WTI유 가격이 4월 중반 이후로는 배럴당 

40~50달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발 기업들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미국 상류 부분

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자료 : EIA

< 분기별 미국 E&P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2011~2016) >

(단위 : 백만 달러/건)

‒ 2016년 3분기 인수･합병 건수는 총 93건이고 전체 금액은 166억 달러로서, 평균 인수･합병 대

금이 1억 7,900만 달러에 이르러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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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분기에 발표된 49개 인수･합병 건 중에서 Permian Basin에서 성사된 것은 11건에 불

과하지만 규모로 볼 때는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곧바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나, 투자가 계속되면 결국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EIA는 가장 최근 발행한 단기 에너지 전망(Short-Term Energy Outlook)에서 WTI유의 기대 

가격 전망을 바탕으로 2017년 2분기부터 원유 생산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EIA, 2016.11.15)

▣ 미 내무부, 공공토지 내 재생에너지 개발 기준 개정

¡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DOI) 산하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은 연방 토지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함(2016.11.10).

‒ 기준 개정의 주요 이유는 공공토지에서 책임 있는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개발을 가능토록하고, 
미국 국민들이 개발에 따른 수익을 공정한 시장가치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임.

‒ 최종 개정안은 ▶ ‘지정 임대 지역(designated leasing area, DLAs)’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 기존 규제 및 정책을 강화해 DLAs 내･외에서의 개

발 허가 시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도록 BLM의 권한을 확대하고 ▶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개

발에 적절한 계약 조항을 제시하고, 기존 통행권(Rights-of-way) 규제에 대해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수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연방 토지 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과 ‘광
물임대토지법(Mineral Leasing Act)’에 따른 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2014년 발표된 초안에 업

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임.

‒ Sally Jewell 내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토지에서 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토

대를 제공하고, 미국 전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 활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BLM은 미 서부의 약 28만 5,000에이커에 달하는 연방 토지는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

하고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토지

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였다고 밝힘.

･ 또한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사전 점검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이용을 극대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

생에너지 개발과 환경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게다가 Paul Ryan(공화당) 하원의장과 Mitch McConne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대통

령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가 내년 국회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미 내무부; The Hill; Wall Street Journal,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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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멕시코, 14개 육상광구 대상으로 ‘Round 2’ 경매 실시 예정

¡ 멕시코 정부는 자국 내 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 ‘Round 2’의 3
차 경매 실시 계획을 발표함(Natural Gas Daily, 2016.11.18).

‒ 멕시코 정부는 이번 경매를 통해 감소 추세에 있는 국내 가스 생산을 증대시켜 가스 수입의존

도를 감소시키고자 함.

･ BP통계(2016)에 따르면 멕시코의 가스 생산은 2013년 58.2Bcm에서 2014년 57.1Bcm, 2015년 

53.2Bcm으로 감소한 반면, 가스 소비는 2010년 72.5Bcm에서 2015년 83.2Bcm으로 증가함. 

‒ 또한, 멕시코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가스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가스 생산을 늘리고 수입 

LNG를 대체하고 있는 PNG 수입의존도(전량 미국産)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BP통계(2016)에 따르면 멕시코의 미국産 가스(PNG) 수입량은 2014년 20.6Bcm에서 2015년 

29.9Bcm으로 증가했으며 멕시코 가스 총 수입량(LNG 포함) 중 약 80%(2015년)를 차지함.  

･ Interfax Global Gas Analytics는 멕시코의 가스 생산량이 2019~2025년 기간 중 연평균 4%씩 

증가하고 미국産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이 2025년에 2018년 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인 ‘라운드 1(Round 1)’의 

후속으로 ‘라운드 2(Round 2)’의 육상광구 경매(Round 2.3)를 2017년 4월 7일에 실시하고 

2017년 7월 중에 낙찰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 ‘Round 1’ 경매 중 멕시코는 1차(2014.12월), 2차(2015.9월)로 진행된 천해광구 경매에서 

총 5개 광구와 3차(2015.12월) 육상광구 경매에서 20개 광구를 낙찰했으며 금년 12월에 4차 

심해 광구 경매를 개최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6-28호(7.29일자) p.40 참조).

‒ 총 14개 육상 광구가 경매 대상으로 그 중 몇 개는 매우 유망한 광구임.

･ 경매 대상 광구는 멕시코의 주요 가스･원유 생산지인 Burgos, Tamico-Misantal, Veracruz, 
Southeast basins 등지에 위치하고 있음.

･ 멕시코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에 따르면, 경매 대상 광구의 총 면적은 25만ha 이상이고 

총 잠재 자원량은 7억7,900만boe로 추정됨. 

･ 가스 생산량은 2025년에 3.2MMcm/d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Pedro Joaquín Coldwell 
에너지부 장관은 14개 광구 중 9개에서 이미 탄화수소 자원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 멕시코시티 소재 로펌(Huacuja Betancourt y Haw Mayer Abogado)의 Juan Carlos Collado 수
석변호사는 육상 광구는 해상 광구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원유·가스 생산까지의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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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자료 : Natural Gas daily

< 경매 대상 육상 광구 위치도  >

 

(Natural Gas Daily, 2016.11.18)

▣ 아르헨티나, 국내産 원유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 예정

¡ 아르헨티나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국내産 원유에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왔음.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였고 저렴한 해외 원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예정(Reuters, 2016.11.18).

‒ 아르헨티나는 전임 Cristina Fernandez 대통령 정권 때부터 국내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국내

産 원유의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국내 상류부문을 지원해왔음. 

･ 11월 18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46.56달러/배럴인 반면 아르헨티나 국내産 원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58달러/배럴이었음.

･ 금년 8월 아르헨티나 경질원유인 Medanito유의 가격은 $67.5/배럴, 중질원유인 Escalante유 

가격은 $54.9/배럴이었음. 보조금제도가 폐지되면 Medanito유와 Escalante유 가격은 동급의 

국제 원유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각각 $44/배럴, $36/배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産 원유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정유기

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産 원유 수입이 증가함.

･ 지난 2년 동안 서아프리카産 저유황 경질원유 수입량이 12백만 배럴에 달하였음.

‒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Macri 대통령 정부가 현재 원유 생산지의 지방 정부, 기업, 노조 등

과 보조금제도 폐지에 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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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업계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국내産 원유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것인지는 불분

명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보조금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도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결정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아르헨티나의 일부 원유 생산 기업들은 이미 정유기업들로부터 앞으로 원유 판매 가격을 인하

해줄 것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의 Madalena Energy Inc社는 자사를 비롯한 원

유 생산기업들이 정유기업들로부터 11월 및 12월의 원유 판매 가격을 약 30% 인하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2015.11.17).

‒ 한편, 독립계  원유 생산업자들과 원유 생산지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제도가 폐지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류부문의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함.

(Reuters; Argus Media, 2016.11.18)

▣ 페루, 브라질 기업이 건설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재입찰 계획

¡ 페루의 Alfredo Thorne 재경부 장관은 브라질 기업이 건설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진

행이 차질을 빚자 2017년도 1월에 同 프로젝트를 재입찰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016.11.17).

‒ 브라질의 Odebrecht社는 2014년 6월에 30년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총 약 73억 달러 규모(건설

비 43억 달러, 운영권 30억 달러)의 남부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Gasoducto Sur Peruano) 건설 

프로젝트를 낙찰 받았음. 

‒ 同 프로젝트는 페루 Camisea 가스전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134km의 파이

프라인을 건설하여 발전소 및 향후 조성될 석유화학단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현재까지 건설은 1/3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 가동 시점은 2018년도 초임. 

‒ Odebrecht社는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의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되어 同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Odebrecht社는 Sempra Energy社와 Techint社에 同프로젝트의 자사 지분(55%)을 매각하려 

했으나, 기존 계약서 상의 반부패 조항(anti-corruption provision)을 삭제해 달라는 Sempra 
Energy의 요청을 페루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바 있음.

‒ 페루 정부가 Odebrecht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추진 중 부패의 증거가 발견되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페루 정부가 기존 계약서의 수정을 거부함에 따라 페루 정부는 Odebrecht와 체결한 계약을 해

지하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새로운 기업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됨. 

(Argus Media, 2016.11.19; Reuters,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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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 순항

¡ 2015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보다 약 22% 
감소해, 2014년에 이어 목표치(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 감축)를 넘어섬으로

써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유럽환경청(EEA), 2016.11.8).

※ 유럽환경청(EEA)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추정치(preliminary estimates)임.

※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해(2009년 발효),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지난 2015년 10월, 유럽환경청(EEA)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에 1990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5-39호
(2015.10.23일자) pp.61~62 참조).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2015년 EU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음.

･ 2014년의 경우,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절기의 이례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

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음.

･ EU 배출권 거래제(EU-ETS) 적용 대상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도 계속해 

감소한 반면, EU-ETS 비적용 대상인 부문의 배출량은 증가하였음. 특히 수송부문의 배출량

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1990~2015년 기간 동안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상 여건에 따른 가정 난방용 에너지 수요 감소, 경제 구조 변화, 경기침체, 정책적 노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감소해 온 것으로 분석됨.

‒ EU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에 힘입어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공동 노력분담결정(Effort Sharing 
Decision, ESD) 목표치 이행에 있어서는 회원국 간의 편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은 ESD에 따라 EU-ETS 비적용 부문(건물, 농업, 폐기물, 수송(항공 및 국제 해상

수송 제외)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구속력 있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2013~2020년)를 국부(경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받음.

･ EU 전체 회원국 가운데 총 23개국이 현행 정책 시행 시 2020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외 5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은 추가적인 정책 시행 없이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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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A는 최근 EU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며 COP2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2030년과 2050년의 장기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EU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를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각각 40%(2014.10월 합의), 80~95%(2009.10월 합의)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각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

크(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2014년 채택)’와 ‘2050 에너지 로드맵

(Energy Roadmap 2050, 2011년 채택)’에 명시되어 있음.

‒ EEA는 2020년 이후에도 EU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속도

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행 수준으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26~29% 감축되어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EU 차원에서 합의된 EU-ETS 개혁안이나 최근 논의 중인 정책안은 이 같은 2030년 

전망치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속력 있는 회원국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2021~2030년) 설정,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에 토지이용･토지이용변

화･임업부문 포함,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에 관한 정책안을 논의 중임.

자료 : 유럽환경청(EEA)

< EU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1990~2050년) >

(단위 : 백만tCO2eq)

‒ 한편, 최근 파리협정 발효 이후(2016.11.4) EU는 COP22(Marrakech, 2016.11.7~18 개최)를 

통해 UN 차원의 脫탄소화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구체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 도입 및 추진 의사를 밝힘.

※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함(2013년 기준).

･ EU는 각 회원국의 의회 비준절차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EU 차원의 파리협정 비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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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제출해 비준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2016.10.5), 파리협정이 정식 발효되는 데 기여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36호(10.7일자) pp.54~55 참조).

･ 현재까지 전체 EU 회원국 중 17개국(헝가리, 프랑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몰타, 포르투

갈, 독일, 폴란드, 스웨덴, 그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영국 등)이 국가 차원의 비준절차를 마친 상황임(2016.11.18 기준).

(EEA, 2016.11.8; UNFCCC 홈페이지)

▣ RE100, EU 에너지정책 법률안의 재생에너지 관련 개선사항 권고안 마련

¡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참여한 친환경사업 프로그램인 ‘RE100’은 향후 발표 예정인 EU 집행위

원회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법률안(‘Winter Package’, 2016.11.30 공표 예정)과 관련하여 EU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권고안을 마련함(‘Consumer-led energy transition’ 보
고서, 2016.11.18).

※ 지난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가 열린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에 비영리기

구인 Climate Group과 CDP는 글로벌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기업의 사용 전력 

100% 공급을 목적으로 'RE100'을 출범함. 현재 다양한 산업부문의 80개社 이상(IKEA, 

Google, BMW, Microsoft, H&M, Nestlé, Philips, Starbucks, Goldman Sachs 등)이 가입함.

‒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비롯해 EU 차원의 

에너지정책 관련 새로운 법률안 및 개정안 등 총 8~9개 문건으로 구성될 2016년 ‘Winter 
Package’를 준비 중임.

‒ ‘Winter Package’ 문건 초안에 따르면, 이번 EU의 법률안 및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RE100은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문건을 발표하기에 앞서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EU 정책입안자에게 에너지정책 관련 법률안 마련 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가능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함.

･ RE100은 낮은 가격변동성과 함께 비용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EU의 에너지시장 상황으로는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RE100 보고서 작성자인 환경싱크탱크 E3G의 Simon Skillings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분야

에서 EU가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경쟁력

과 접근성 제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또한, RE100 참여기업 가운데 하나인 Unilever社는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고려하는 

대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지 않고 가속화할 수 있는 

EU 재생에너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RE100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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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EU 회원국은 2020년 이후에도 현행 EU 재생에너지지침(RED, 2009년)의 2020년 목표에 

기초하여 EU 공동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달성’ 목표를 위해 국가별로 강도 

높은 2030년 목표치를 설정･이행하도록 함.

※ EU는 현행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회원국에 차등적인 국가별 목표치를 할당함.

･ EU는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2014.10
월)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했으나, EU 차원에서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각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실정임.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우선적인 EU 전력망 접근 및 전력 판매 혜택 조

치(‘priority dispatch’)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권고함.

‒ RE100은 EU 역내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활성화, 프로슈머(prosumer)의 전력생산･
소비･판매 권리 보장(enforceable right) 등을 제안하는 한편, 非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인증

제도(certification scheme)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기본 옵션(default option)으로 설정

하여 非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희망 시 요청･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RE100; EurActiv, 2016.11.18; Business Green, 2016.11.21)

▣ EU 집행위원회, 폴란드의 탄광 폐쇄 관련 정부지원 계획 승인

¡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경쟁력 없는 탄광 폐쇄를 위해 약 79억5,000만 즈워티(약 17억
9,000만 유로)를 폴란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을 승인함(2016.11.18).

‒ 지난 2016년 9월,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의 경쟁력이 없는 탄광을 2018년까지 폐쇄하기로 결

정하면서, 탄광 폐쇄에 따른 사회･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계획을 EU 집행위

원회에 공식 통지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의 자금지원 계획이 ‘EU 정부지원 규정(EU State aid rules)’에 

부합하고 정부지원이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를 승인하기로 결정함.

･ EU 회원국의 국유 탄광에 대한 폐쇄 여부는 각국 정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나, 
탄광 폐쇄를 위한 각국의 정부지원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EU 정부지원 규정에 따른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함.

･ 특히 EU의 ‘경쟁력 없는 탄광 폐쇄 관련 정부지원 규정(Council Decision 2010/787/EU, 
2010.12월 채택)’은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저탄소 경제 구축, 회원국의 전체 에너지믹스 내 

석탄 비중 감축 등을 위한 EU 차원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음.

･ 同 규정에 따라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탄광 폐쇄에 한해서만 허용됨.

‒ 폴란드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원 자금은 탄광 폐쇄에 따른 실직 근로자의 퇴직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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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사회보장연금과 탄광 인프라 해체 및 사후 환경 복원 비용 등과 관련해 대부분 사용될 

것이며, 그 외 탄광 폐쇄 전까지 탄광의 생산 손실 비용 충당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예정임.

‒ 통상적으로 EU의 정부지원 규정 하에 폴란드는 늦어도 2018년 말까지 자금지원 대상이 되는 

탄광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탄광 폐쇄 이후에도 승인된 폐쇄계획에 기초하여 2027년까지는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임.

¡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지난 2015년 10월 총선에서 자국의 석탄산업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원책을 모색해 왔으나, 현재 폴란드의 석탄산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정난 심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

‒ 폴란드는 자국 전력 생산량의 최소 80%를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충당할 만큼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EU 회원국 가운데 CO2 배출이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임.

‒ 최근 폴란드 에너지부는 자국 내 폐쇄 대상이 되는 수익성 없는 탄광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짐

(Dziennik Gazeta Prawna紙, 2016.8월).

･ 채굴에 불리한 지질학적 여건, 불투명한 투자수익률 전망, 탄광 근로자의 안전 문제, 자원 

고갈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JSW社의 Krupiński 탄광 등이 폐쇄 대상으로 거론되었음. 
Krupiński 탄광은 톤당 평균 87즈워티(약 20유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

‒ 한편, Krzysztof Tchórzewski 에너지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광업기업 PGG
社와 KHW社 간의 합병을 고려 중이며, 2016년 말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힘(2016.11.4).

(TheNews.pl, 2016.8.2; European Commission; Reuters,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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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OPEC, 감산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 사우디, 이라크, 이란이 잇따라 감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OPEC이 오는 11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Al Arabiy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OPEC 회원국들이 

3,250만b/d로 감산하는 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2016.11.17).

･ 알제리 Noureddine Boutarfa 에너지부 장관은 산유량 제한 조치를 6개월간 유지하거나 첫 6
개월간 시행한 후 수정을 거쳐 6개월 더 연장하는 안에 OPEC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분위

기가 형성되고 덧붙임.

‒ 주요 OPEC 회원국들은 11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동하여 감산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非OPEC 산유국인 러시아, 오만과도 산유량 제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 Interfax news는 러시아의 Alexander Novak 장관이 감산과 관련항 OPEC과의 대화를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함.

‒ OPEC의 감산 최종합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라크와 이란이 각각 11
월 18일과 19일에 OPEC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이라크와 이란은 OPEC의 산유량 통계치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자국을 산유량 제한 조치

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음(인사이트 제16-40호(11.7일자) pp.56~57 참조).

¡ 그러나 Platts는 이라크와 이란이 산유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합의하더라도 감산 최

종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함(2016.11.18).

‒ Platts는 지난 9월 감산 합의 이후 OPEC의 산유량이 증가하여 10월에는 3,364만b/d(전월 대비 

약 24만b/d 증가)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OPEC이 산유량을 3,250~3,300만b/d로 줄이

기 위해서는 최소 64~114만b/d를 감산해야 할 것으로 추정함.

※ OPEC은 9월 28일 알제리 회동에서 OPEC 산유량을 3,250~3,300만b/d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함(인사이트 제16-35호(9.30일자) pp.52~53 참조).

･ 지난 10월에 보수･정비를 위해 생산을 중단하였던 앙골라의 Dalia 유전(20만b/d)의 생산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OPEC은 더 많은 양을 감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증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Platts는 이란과 이라크가 산유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리비아의 산유량이 70만b/d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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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경우에도 OPEC이 산유량을 3,300만b/d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55만b/d를, 3,250만b/d로 제

한하기 위해서는 105만b/d를 감산해야 할 것으로 추정함. 

‒ Platts는 전문가들이 가봉,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감산을 기

대하기 어렵다며 사우디, 쿠웨이트, UAE가 큰 규모로 감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

･ 기존에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

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들은 산유량의 4%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나이지리아(무장세력의 석유생산시설 공격 재개, 유전 유지･보수), 베네수엘라(정세 불안정), 
카타르(유전 유지･보수) 등에서 산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산량은 소폭에 불과하

고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

(Bloomberg, 2016.11.17; Platts, 2016.11.18; WSJ, 2016.11.18,19,20)

▣ 사우디, Aramco의 IPO 앞두고 자국의 석유매장량 공개 예정

¡ 사우디는 Aramco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이하 ‘IPO’)를 앞두고 자국의 실제 석유

매장량을 외부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

※ 사우디는 자국 경제의 원유의존도 완화와 경제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안‘Vision 

2030’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Aramco의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인사이트 제 

16-15호(4.25일자) pp.52~53 참조).

‒ 사우디는 자국의 석유 확인매장량이 2,600~2,650억 배럴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외국 에

너지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사우디의 매장량 산정방식이나 추정치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OPEC의 ‘2015년 통계연감(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5)’ 에 따르면, 사우디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2,660억 배럴임(Reutes, 2016.7.11).

･ 그동안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는데, 특히 사우디가 

발표한 석유매장량이 1987년의 1,700억 배럴에서 1989년에는 2,600억 배럴로 갑자기 크게 늘

어난 점을 의아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음.  

‒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Aramco의 IPO는 역대 

국영 석유기업 IPO 중 가장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Aramco의 재무제표, 매장량, 생산비용, 
수익지표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제3의 독립기관의 검증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힘.

¡ 사우디의 자국 석유매장량 공개는 Aramco의 기업가치 평가에는 물론 향후 국제 석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즈는 전망

‒ 사우디의 석유매장량은 Aramco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매장량 

공개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짐.

･ 기존에 사우디 정부는 Aramco의 기업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사우디의 석유매장량 공개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가채연수(R/P ratio)를 보다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원유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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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는 금년 10월 발간한 국채 투자설명서(prospectus)에서 자국이 향후 약 70년간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이 수치가 제3의 기관에 의해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만약 사우디 정부가 발표해왔던 석유매장량 수치가 맞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사우디가 그

동안 신규유전 탐사･개발을 통해 매장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거나 기존 유전의 원유회수율

을 높여왔다는 것을 의미함.

･ 사우디의 대규모 유전들은 대개 1936~1970년 사이에 발견되었으며 이후에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유전의 원유회수율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음(Reuters, 
2016.7.11).

(FT, 2016.11.16,17)

▣ 리비아,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산유량 증대 가능성 낮아

¡ 리비아 국영석유기업인 National Oil Corporation(NOC)의 Mustafa Sanallah 회장은 리비아의 

11월 석유 생산량이 60만b/d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90만b/d로, 2017년에는 110만b/d
로 증산하겠다고 밝힘.

‒ 주요 석유수출 항만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이 해소되면서 리비아의 산유량은 증가하기 
시작하여(인사이트 제16-35호(9.30일자) pp.53~54 참조) 11월에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리비아의 Zueitina Oil Company(ZOC)는 금년 1~3분기 동안 석유 생산을 중단하였다가 10월
에 재개하였음. 

※ Zueitina Oil Company는 리비아 NOC, 미국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오스트리아 

OMV가 Sirte 분지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합작기업임.

･ OMV의 CEO인 Rainer Seele은 Sirte 분지에 위치한 두 개 유전에서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ZOC의 산유량은 900~1,000b/d에 달한다고 밝힘(2016.11.9).

‒ 한편, OPEC이 오는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감산에 합의하더라도 리비아는 감산조치를 적용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나(인사이트 제16-35호(9.30일자) 참조), 리비아가 증산할 경우 해당 

산유량만큼 다른 OPEC 회원국들이 감산하여야 함.

¡ 그러나 NOC가 증산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국 에너지기업들은 불안정한 리비

아의 국내 정세로 인해 리비아에서의 석유 생산 증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리비아의 대규모 Sharara 유전(30만b/d)의 운영사인 스페인 Repsol社는 Sharara 유전 시설이 파
손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으나 현재 생산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리비아 내전에도 Sharara 유전은 피해를 입지 않아 2011년 말~2014년 말까지 계속 생산해

왔으나 시위대들이 Zintan 지역 Rayayina 파이프라인을 차단한 이후 생산을 중단함.

･ Sharara 유전 개발 협력사인 Total社 역시 해당 유전에서의 생산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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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ara 유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OMV社는 리비아의 국내 정세 안정 여부가 Sharara 
유전에서의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다른 대형 합작기업인 Waha Oil Company(WOC)는 7분기 만에 생산을 재개하였으나 추가

적인 생산량 회복을 위해 투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짐.

※ Waha Oil Company는 미국 Marathon, ConocoPhillips, Hess, NOC의 합작기업임. Waha 

유전(10~12만b/d)을 비롯한 Sirte 분지의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해왔으나 IS(Islamic State)의 

활동으로 일부 유전에 불가항력 선언이 내려지면서 생산을 중단한 바 있음.

･ ConocoPhilips社는 불안정한 리비아 정세를 이유로 생산량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Marathon社은 Ras Lanuf 수출항만의 운영 재개에 따라 WOC가 생산을 재개할 수도 있으

나,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유전시설과 Es Sider 수출항만 시설의 보수

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Waha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는 주로 Es Sider, Ras Lanuf 수출항만을 통해 수출해왔음.

･ 한편, NOC 관계자는 조만간 Es Sider 수출항만의 운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MEES,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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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인도, JHBD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

¡ 인도는 총 3만km에 달하는 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5월 National Gas Grid 건
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Jagadishpur 
-Haldia-Bokaro-Dhamra 지역을 잇는 JHBD 가스 파이프라인(2,539km)을 건설할 예정임. 

‒ JHBD 파이프라인은 국영가스회사인 GAIL社가 시공을 맡고 인도 중앙정부가 JHBD 파이프

라인 건설비용의 40%인 7억4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함.

･ Uttar Pradesh州에서 Bihar州를 연결하는 JHBD 파이프라인의 건설 1단계 구간(354km)은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임.

‒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함으로써 동부지역의 천연가스 공급능력을 증대하여 타 지역에 비해 낙

후되어 있던 동부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 : 인도 인민당 공식 트위터

< JHBD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노선도 >

‒ JHBD 파이프라인은 Krishna-Godavari Basin에서 생산된 가스를 공급받게 되며 동 광구 내에 

위치한 산업허브 도시인 Haldia市에는 FSRU를, Dhamra市에는 LNG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

･ Krishna-Godavari Basin은 4만5천㎢(육상 2만㎢, 해상 2만5천㎢)의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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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기업 Reliance Industries(RIL)社는 KG-DWN-98/1(KG-D6) 광구의 천연가스 가채매장량이 

2.9Tcf라고 발표하였고 11MMcm/d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음(2015.12월 기준), 

･ 국영기업 Oil and Natural Gas Corp(ONGC)社는 가채매장량이 1.7Tcf이며 생산이 가능한 가

스는 385Bcf라고 발표함.

          

자료 : Global CCS Institute

< Krishna-Godavari Basin 위치도 >

¡ 현재 인도의 가스 공급망은 총 15,000km이 건설되어 있으나 National Gas Grid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5,000km의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해야함. 

‒ National Gas Grid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천연가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요 수요 중심지에 

가스를 공급하여 다양한 부문의 소비자가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도시에 도시

가스  배관망 건설하여 CNG 또는 PNG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가로 건설될 15,000km의 파이프라인 중 12,500km는 인도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나
머지 2,500km는 민관협력 하에 건설될 예정임.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홈페이지; Natural Gas Daily, 2016.11.15)

▣ 인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0GW 초과

¡ 인도는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려는 계획 하에, 
2022년까지 총 100GW(옥외발전설비 40GW, 지상발전설비 60G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설

비를 건설할 예정임.

‒ 인도는 풍부한 태양광 자원(전력 환산 연간 약  5,000조kWh)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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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목표 누적목표
옥외설비 지상설비

2015~16 2,000 200 1,800 5,000

2016~17 12,000 4,800 7,200 17,000

2017~18 15,000 5,000 10,000 32,000

2018~19 16,000 6,000 10,000 48,000

2019~20 17,000 7,000 10,000 65,000

2020~21 17,500 8,000 9,500 82,500

2021~22 17,500 9,000 8,500 100,000

합계 97,000* 40,000 57,000 100,000

주 : * 2014~15년 태양광발전설비 3,743MW

자료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의 자료를 편집자 재구성

< 인도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목표 >

(단위 : MW)

¡ 인도는 2016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를 5.1GW 증설(2015년 대비 137% 성장)하여 태

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이 10GW를 넘어섬(인도 컨설팅기업 Bridge to India).

‒ 2014년 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부품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 것이 태양광 설비 설치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됨(Bridge to India).

･ 국내 태양광 기업(Adani, Tata Power, ReNew 등)과 해외 태양광 기업(Softbank, Fortum, CLP, 
First Solar 등)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여 치열하게 경쟁함에 따라 인도의 태양광 발전단가

는 지난 18개월 동안 크게 하락해 왔음.

･ 2016년 7월 인도 Rajasthan州는 130MW 규모의 태양광 입찰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4.35루
피/kWh(0.065달러/kWh)의 발전단가로 낙찰됨.

주 : 2016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추정치임.

자료 : Bridge to India

< 인도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용량 및 발전단가 증감 추이 >

‒ 인도 태양광 발전부문은 지상발전설비 85%, 옥외발전설비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프그리

드(off-grid)  발전설비는 2016년 11월 기준 360MW임.

･ 옥외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6.10월 1GW를 넘어섰으며, 2011~2015년 기간 중 연평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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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이 98%에 달하였음.

･ 옥외 태양광발전설비는 개선된 넷미터링 제도 및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및 상업용 건물의 옥외발전설비는 대부분의 州에서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에 도달하였음.

‒ 인도는 2017년부터 연간 8~10GW의 태양광 설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2017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태양광 설비 보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Bridge to India의 Vinay Rustagi 이사는 2022년 100GW의 태양광 설비용량 확충 목표 달성

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도움이 되

는 에너지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함.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홈페이지; PV Tech, 2016.11.18)

▣ 방글라데시, ’17년부터 수입 경유의 황 함량 기준 강화

¡ 방글라데시는 황 함량 2,500ppm의 경유를 수입해왔으나 세계적인 청정연료 사용추세에 맞추

어, 2017년 1월부터 황 함량 500ppm인 경유만 수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 상반기 경유 

공급을 위해 2016년 10월 황 함량 500ppm의 경유 965,000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

‒ 방글라데시 유일의 경유 수입업체인 Bangladesh Petroleum Corp(BPC)社의 고위 관계자에 따

르면, BPC社는 2016년에 Kuwait Petroleum Corp(KPC)社로부터 황 함량 2,500ppm의 경유 

1백만 톤을 수입하였고 KPC 외의 수입선을 통해 황 함량 500ppm의 경유를 수입해 왔음.

‒ 방글라데시는 연간 300만~330만 톤의 경유를 수입하고, 국영정제기업 Eastern Refinery社가 

약 35만 톤의 경유를 생산하여 내수용 경유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중간 유분(middle distillates, 경유 및 등유) 수입선은 쿠웨이트(Kuwait 
Petroleum Corp), 말레이시아(Petronas), UAE(Emirates National Oil Company), 필리핀

(Philippines National Oil Company), 베트남(Petrolimex), 인도네시아(Bumi Siak Pusako), 중
국(PetroChina), 태국(Thailand’s PTT) 등임.

(Reuters, 2016.11.20, Hellenic Shipping News,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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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