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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시장 개혁 추진과정과 향후 방향

해외정보분석실 이성규 연구위원(leesk@keei.re.kr), 이대연 전문연구원(dylee@keei.re.kr),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진주(jjpark14266@keei.re.kr)

▶ 중국의 전국적인 전력부족 상황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발생했고, 2000년대 들어

서 전력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음. 이에 중국 정부는 1996년에 전력수급 안정 

및 투자증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전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전력시장 개혁 작업이 다소 

지체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원자력과 수력을 중심으로 신규 발전설비들이 도

입･가동에 들어가면서 수급 불균형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개혁 추진을 가속화시키려고 함. 

▶ 전력시장 개혁은 크게 2002년 이전, 2002-2005년, 그리고 2006년 이후로 구

분될 수 있음. 1997년에 수직통합형 전력공사(SPCC)가 설립되고, 2002년에 

SPCC에서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이 분리됨. 2005년에 전력직거래제가 시범지

역에 한해서 도입됨. 

▶ NDRC가 여전히 전력가격(On-grid가격, 송배전가격, 소매가격)을 발전연료(석

탄, 가스)에 비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최근 스모그 및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화력발전 비중을 낮

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를 기반으로 신규 발전설

비 확충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원(특히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짐. 

▶ 향후, 중국 전력수요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을 중심으로 발전설비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져 전력 수급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됨.

▶ 최근 NDRC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전력시장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13.5계획(2016-2020년)’에 반영하여 2015년 중에 발표 예정

▶ 전력시장 개혁은 크게 전력직거래 확대, 전력시장 자유화 시범지역 확대 및 전

국단위로 추진, 민간･외국기업의 전력산업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전력수

요관리 정책 방향으로 추진 예상

1. 중국의 전력시장 개혁 추진과정

□ 전력산업 개혁 추진과정

ㅇ 중국의 전국적인 전력부족 상황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발생했고, 2000년대 들

어서 전력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음. 이에 중국 정부는 1996년에 전력수급 안

정 및 투자증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중국

의 전력시장 개혁은 크게 3개 시기로 구분될 수 있음. 

- 3개 시기: 2002년 이전, 2002-2005년, 2006년 이후 

“1990년 초반부터 
전국적인 전력부족 
사태 발생, 2000년 
들어 전력소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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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전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이후에는 전력시장 개혁

이 다소 지체되기도 했음. 

- 최근에는 원자력, 수력, 풍력 등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들이 대규모로 도입 가

동되면서 수급 불균형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

는 전력시장 개혁을 점차적으로 확대 가속화시키려고 함. 

- 특히, 발전연료 가격이 빠르게 자유화됨에 따라 연료와 전력 간 상대가격 차

이가 커지면서 전력기업의 경영손실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가격 

자유화 필요성이 크게 증대됨.  

ㅇ 2002년 이전: 전력산업부와 그 산하에 수직통합형 국가전력공사(State Power 
Corporation of China, SPC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SETC)가 전력산업을 독점･관리했음. 

- 1996년 국무원은 전력분야 개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 지역에 따라 독점적인 수직통합형 단일기업/조직들이 1997년 1월 국가전

력공사(SPCC)로 통･폐합되고, 공사화(Corporation)됨. 

･ SPCC는 전체 발전자산의 46%, 전력 공급자산의 90%를 소유

- 전력산업부가 산하조직(능원부, 수리전력부(수력발전 담당), 전업관리국(전력

망 담당), 전력공업국(성/자치구 담당))을 통해 전력산업을 일괄 관리하였음. 
그러나 전력산업부는 1998년 3월 폐지되었음. 전력산업부의 비즈니스 기능

은 SPCC로 이관됨. 

･ 1998년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에 전력사(電力司)가 설치되어 기존 

전력산업부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음. 

- 2001년 11월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개방 및 경쟁도입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됨. 

･ 2001년 3월 국무원은 ‘전력체제 개혁 방안’ 발표, 전담부서로 ‘전력체제 

개혁공작소조’ 설립

ㅇ 2002년~2005년: SPCC가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으로, 이후 송배전도 송전과 

배전부문으로 각각 분리됨.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독립발전회사도 

설립됨. 전력산업 규제 및 시장 감시활동, 구조 개편추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전력감관위원회(State Electricity Regulation Commission, SERC)이 설립됨. 
시범지역에 한해서 전력시장 개혁이 추진되었음. 

- 국무원은 2002년 ‘전력체제개혁방안’ 발표

- SPCC는 5개 발전기업, 2개 전력망기업, 4개 서비스기업으로 분리

･ 국영 발전기업 5개: 중국화능집단공사(China Huaneng Group), 중국대당

집단공사(China Datang Corporation), 중국국전집단공사(China Guodian 

Corporation), 중국화전집단공사(China Huadian Corporation), 중국전방

“1997년에 
국가전력공사가 
설립되어 
전력산업이 기업 
주도로 움직이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변화됨”

“2002년에 
수직통합 
전력공사가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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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집단공사(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이들 5개 발전기업

이 중국 발전설비의 80% 소유

･ 국영 송배전기업 2개: 국가전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중국남방전망공사(China Southern Power Grid). SPCC의 12개 지역 전력

망을 northern grid, north-western grid(국가전망공사 담당), southern 

grid(중국남방전망공사)으로 통합함.  

･ 국영 서비스 지원기업 4개: 중국전력공정고문집단공사, 국수전공정 고문

집단공사,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공사, 중국갈주구집단공사

- 다수의 독립발전기업이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설립

- 2002년에 설립된 SERC는 국무원의 산하 조직으로 독립성을 가짐. 주요 임

무는 전력산업 감독, 전력시장 관련 법률/규정 제정, 시장 설계 개발 감시, 
발전 송배전 규제, 안전 및 기술 기준 제정, 사업허가, 환경규제 감독, 요금

수수료 인가, 분쟁해결, 통계자료 수집 발표 등임. 

- 2004년 SERC와 NDRC가 공동으로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

직거래 시범사업 임시방안’을 발표하였고, 2005년 지린성에서 중국 최초로 

전력직거래가 진행됨. 

※ 그러나 전력직거래 물량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0.17%에 

불과함. 2013년 11월 기준, 중국의 전력직거래 시범지역은 지린, 광둥, 랴오닝, 

안후이, 푸졘, 쟝쑤, 헤이룽쟝, 후난, 쓰촨, 산시(山西), 깐쑤 등 11개 省임.

- 발전부문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경쟁체제가 도입된 반면, 송배전부문은 국가

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

* NDRC 홈페이지에는 NDRC 산하 부서인 Energy Bureau는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NEA)

로, Pricing Bureau는 Department of Price로 표기되어 있음. 

자료 : NDRC, Xiying Liu(2013)

< 2002~2005년 동안 전력산업구조와 전력규제기관 >

ㅇ 2006년~현재: 전력가격 개혁,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 신재생에

너지 도입 및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 

- 2006년 7월 국가전망공사는 중국 지역단위의 전력거래소를 설립함. 

“2005년에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 
전력직거래가 
시범지역에 한해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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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구역(동북, 화동, 남방), 성(자치구, 직할시) 등 3개 전력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특히 성(省)급 시장이 중국 전력시장체제의 기초를 이루

고 있음.

･ 2020년까지 3개 전력망을 통합해서 단일 국가통합망(integrated national 

electricity grid)을 구축할 계획 

･ 광둥성 정부는 2013년부터 전력직거래를 도입했고, 양자협상을 통해 전

력가격이 결정되었음. 또한 2013년 말부터 전력직거래 물량 중에 일부에 

대해 경쟁입찰제가 시행됨. 

- ‘11.5계획(2006~2010년)’과 ‘12.5계획(2011~2015년)’에서 전력시스템 개혁

의 추진방향을 제시

･ ‘11.5 계획’: 가격 경쟁을 통한 전력공급,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 직접구매, 

지역 전력시장 구축을 통한 전력거래 제도의 시장화, 비화석연료 중심의 

전원구조 개선, 발전설비 확충을 통한 전력공급 부족 문제 해결, 전국적 

단일 전력망 구축 등

･ ‘12.5계획’: 수력발전의 우선개발, 석탄발전의 고도화, 원자력산업의 고효

율적 발전1),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분산형 전원개발 등

- 대도시 스모그 및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화력발전 비중

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 기존 화력발전설비는 대용량화, 고효율화, 열병합 발전 등으로 개선. 대

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둥)에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도입 증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력망 연계 적극 추진

･ 풍력, 원자력, 태양광 등 비화석연료 전원 비중 증대. 500만kW 이상 사

업자에 대해 총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용량 비중을 

2010년 3%, 2020년 8%로 의무화(RPS제도 운영) 

- 중국 정부는 정부조직을 간소화할 목적으로 SERC를 2013년 3월 폐쇄하고, 
그 기능을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에 이관함. 

- 중국전망공사는 초고압 송전선, 전기자동차 충전소, 양수발전 등 3개 사업분

야를 민간에게 개방

□ 전력가격 개혁 추진과정

ㅇ 2003년 발표된 ‘전력개혁방안’은 전력가격 개혁의 장･단기 목표를 제시함. 

- 중 단기 목표: 발전 및 송배전 분리, 송배전 가격설정체계 도입, 일부 지역에

1) 후쿠시마 사태로 ‘대대적 발전’에서 안전과 효율을 중시하는 ‘고효율적 발전’으로 수정되었음.

“11.5계획과 
12.5계획에서 
전력시장 개혁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제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신규 발전설비 
확충이 대규모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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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력직거래 허용 

- 장기 목표: 전력가격을 도매가격, 송배전가격, 소매가격으로 구분, 시장경쟁

을 통한 도매가격 결정 추진, 정부의 송배전 가격 결정,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 

ㅇ 2009년 상반기에 NDRC는 새로운 전력가격 개혁 조치를 발표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력에 대한 가격설정체제 개편, 전력직접판매 규모 증대(전력판매시장

의 20%를 전력다소비 기업에게 개방 추진), 다소비 전력소비자에 대한 우대가

격제 도입 등을 추진함. 

ㅇ 현재 전력가격은 On-grid 가격(발전기업이 전력망기업에게 판매하는 가격), 송
배전가격(전력망 기업이 배전기업에게 판매하는 가격), 소매가격(배전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구성되며, 발전원별/용도별/지역별로 차등

하게 전력가격이 설정됨. 그리고 석탄과 전력 연동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NDRC 산하 요금부(Department of Price)는 On-grid 가격, 송배전가격, 소매

가격을 모두 결정 관리함. 표준 전력공급 방식으로 NDRC가 발전소 건설비, 
발전원가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결정함. 

･ 표준 공급가격은 석탄가격 변동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었지만, 인상폭은 

석탄가격 인상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 지역별 표준 공급가격 수준은 지역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설정됨. 

- 소매가격은 용도별 차등제에 따라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 순으로 낮음. 중국

은 장기적으로 가정용 전력에 대해 낮은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가정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도입함. 

･ 또한 2014년 초부터 전력다소비 업종(시멘트, 알미늄 등)에 대해서도 누

진제가 적용됨. 

- NDRC는 기본적으로 전력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2009년
에 전력직거래를 통해 발전기업과 전력소비자간 직접 협상을 통해 전력가격

을 결정하도록 허용했음. 

･ 중국 정부는 2010년 강소, 절강, 중경, 내몽고 서부지역 등 4개 시범지역

에 대해 전력직거래를 허용했고, 또한 쟝쑤省, 저쟝省, 충칭市를 송･배
전 가격 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그동안 송배전가격의 경우에 독립적인 가격설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

는데, 2014년 4월 윈난省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송배전 가격설정체

계를 구축함. 이에 따라 전력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화석연료 가격이 전력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

적으로 변동하고, 또한 가격자유화 정도도 높은 편임. 따라서 발전기업의 경제

“NDRC가 현재 
On-grid 가격, 
송배전가격, 
소매가격을 
발전연료(석탄, 
가스)에 비해서 
엄격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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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실은 계속 가중되는 추세에 있음. 

- 석탄가격의 시장화 수준은 다른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임. 현재 시장

용 석탄가격은 자유화되었지만, 발전용 석탄가격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

음. 그러나 석탄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전

력가격은 여전히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음. 

･ 2005년에 ‘석탄-전력가격 연동제’가 실시된 바 있었는데, 석탄가격 상승률

이 조정기준을 초과하자 인플레를 우려하여 2006년 이후에는 실행되지 

않았음. 

･ 석탄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기업의 석탄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가스발전소 전력 판매가격은 지방정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이를 NDRC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현재 상하이市에서만 전력가격 2부
제를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고정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가격 인상 후 저장省 등 소수 지역에서만 전력 판매가격이 인

상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조정이 없었음. 또한 지방정부 보조금 혜

택도 받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전기업들의 가스화력발

전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 전력가격 2부제란 전력가격 계산 시 기본가격과 kWh당 전력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함. 기본가격은 변압기 용량 또는 최대 수요량을 토대로 계산

하는 고정가격이며, kWh당 전력가격은 실제 소모된 kWh 값을 계산한 것임.

자료 : NDRC, Xiying Liu(2013)

< 전력가격구조와 베이징市의 소매전력가격 (단위: 2011년, CNY/kWh) >

ㅇ 한편,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조치는 2000년 이후 전력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악

화되면서 다른 화석연료(석탄, 석유제품, 가스 등)에 비해서 크게 지체되었음. 
즉, 발전설비 확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격개혁보다 중요시되었음. 

- 전력직거래 비중이 매우 작고, 도매시장 자유화도 일부 시범지역에 한해서 시

행되고 있으며, 송배전가격설정체계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도입됨. 

“발전기업은 
석탄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기업 지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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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C가 도매가격, 송 배전가격, 소매가격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국영발전기업 중심의 발전부문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전력산

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간주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능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자료 : Liang Zhang(2012)

< 중국 정부의 전력가격 규제체계 >

2.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과 대응

□ 2000년대 전력공급 부족 사태

ㅇ 2003년 이후 전력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매년 전력난이 발

생하여 왔음. 

- 중국에서는 1980년대 심각한 전력부족이 해소된 이래 수급 균형이 유지되어

왔으며 1999년에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2년부터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전력

부족으로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개 성이 제한송전을 실시하였음. 

- 2004년에는 24개의 성에서 제한송전을 실시했으며 전력부족량은 3,000만
kW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됨. 이는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 전력부족 현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함.

- 2008년 1월에는 남부지방의 폭설, 여름에는 발전용 석탄가격의 급등으로 인

한 발전비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

“2000년대 들어서 
전력부족 상황이 
매년 발생했고, 
2003년에는 
제한송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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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석탄공급부족과 가뭄이 겹치면서 3월부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

해 동남부지역에서 중부 및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전력부족량은 

3,000만kW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ㅇ 중국 내에서도 전력부족 현상이 특히 심한 지역은 상하이, 저쟝, 장쑤, 광둥 등 

동부 연안 공업 지역이며, 이는 이 지역에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시멘트 등

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전력부족 현상 원인 및 대응

ㅇ 중국에서 2000년대에 전력부족 현상이 빈발한 원인은 전력수요 예측 실패, 대
규모 전력 소비 산업 발달, 전력 및 발전연료 규제 등임.

- 중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전력소비 증가세가 완만

해지고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자, 10.5계획기간(2001~2005년)에 전력공급

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였음.

･ 전력수요 증가율에 대한 과소예측으로 중국정부는 1998년에 발전설비투

자를 3년간 제한하였음.

- 소비측면에서는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합금철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소득증가에 따라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설치 증가로 가정용 전력수요 역시 급증하였음.

- 공급측면에서는 정부의 석탄가격 및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시장상황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함.

･ 정부가 발전용 석탄에 대해 가격규제를 하고 있음. 석탄가격이 오르더라

도 정부의 석탄가격 규제로 석탄기업은 발전기업에 국제시세 이하의 가

격으로 석탄을 판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전기업에 석탄을 제공하는 

계약 이행률이 낮아지는 일이 빈발함.

･ 발전기업 역시 정부에 의해 전기요금이 규제되기 때문에 공급증대에 대

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ㅇ 전력부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구조조정과 ‘11.5계획’
을 통한 대대적인 발전설비 증설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전력수급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음.

- 산업부문에서 낙후된 과잉 생산설비를 도태시켜 전력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

- ‘11.5계획’ 기간(2006~2010년) 동안 중국의 발전설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0%로 이 기간 증설된 설비용량은 4.5억kW에 달하며, 이는 ‘10.5계획’ 기
간보다 2.2배 증가. 2010년 발전설비는 총 9.5억kW이었음. 

“전력부족 원인은 
전력수요 예측 
실패, 전력다소비 
산업 발달, 
전력가격 규제 등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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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013년 동안, 발전설비용량 연평균 증가율이 12%, 발전량 증가율 

10%, GDP 증가율 9%로 나타났음. 즉, 발전설비 증가 속도가 발전량이나 경

제성장률보다 빨랐음. 

- 송배전설비 부족도 전력 공급위기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2010년 

220kV급 이상의 송전선로의 총길이는 43만km, 변전용량은 19.6억kV로 

2005년 말 대비 각각 1.7배, 2.4배 증가하였음. 

-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발전설비용량은 124,738만kW('13년 10,338만kW 증
설)이며, 그 중 화력발전이 상당 부분(69.1%)을 차지함. 2013년 전력 사용량

과 생산량은 각각 53,223억kWh와 53,474억kWh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각 7.5% 증가한 것임.

자료 : NEA;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박준관(2014) 재인용

< 최근 10년간 중국 발전설비용량, 전력소비량, GDP 증가 추이 >

ㅇ 2014년 중국의 전력수급 상황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전
력사용량 증가율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하여 6.5~7.5%로 예상됨. 이는 

2014년 경제성장 안정세, 대기오염 개선정책, 에너지절약･오염감축, 철강 등 

전력다소비 업종 생산과잉 해소 등에 기인함.

□ 향후 전력수급 전망

ㅇ 향후 중국의 전력공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880TWh 증가

하여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에서 2020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1.5계획’ 및 
‘12.5계획’ 기간 
중에 수력, 원자력, 
풍력 발전설비가 
크게 확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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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기타

자료 : IEA(2014)

< 중국 발전량 전망 >

ㅇ 중국의 경제성장이 7% 수준에 머무르고,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가정용, 
전력다소비 업종) 등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전력수요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3년에서 2020년까지 GDP성장률은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수요 증가율은 이보다도 더 낮은 약 4%에 머무를 것으

로 전망됨.

ㅇ 이처럼 지속적인 전력설비 및 생산량 증가와 전력수요 증가율의 하향 안정세

로 인해 향후 중국의 전력수급 상황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전력수요

GDP

성장률

전력수요 

증가율

자료 : IEA(2014)

< 중국 전력수요 및 GDP성장률 비교 >

3. 정부의 향후 전력시장 개혁 추진방향

ㅇ 2014년 들어서 전력시장 개혁의 재추진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

기되었음. 이런 가운데 NDRC는 지난 6월과 10월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전력시장 개혁방안을 모색 

“2020년까지 중국 
전력수요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상황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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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것으로 알려짐.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3.5계획(2016-2020)’에 

반영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기업,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전력체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발전(發電)계획, 전력가격, 배전부문, 판매부문 등 4가지 부문의 개방, 
독립된 전력거래기관의 설립, 전력망계획 강화 등임. 

- 즉, 발전계획을 더 이상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송·배전가격은 정부가 심사·결
정하며, 전력거래가격은 발전기업과 사용자간 거래를 통해 결정됨. 신규 배전

망 건설에 사회·민간자본의 진입이 허용되고,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민간자

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가 확대되어 전력망 운영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시장거래에 의한 가격 자

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또한 NDRC는 전력시장 자유화 시범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지난 11월 NDRC는 심천市에 새로운 송·배전가격 개혁을 추진하는 통

지를 발표했음. 

･ 전력망기업의 역할은 송･배전으로 제한되고,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의해 

전력망기업의 총수입과 송･배전 가격을 관리함. 

･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의 전력가격 시장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ㅇ 정부는 점진적으로 전력시장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추진의 불확실

성이 존재함. 향후 중국의 전력 수급상황이 상당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되는 바, 중국 정부의 전력시장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발전, 송 배전, 소매 부문의 개방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정부는 중 장기적으로 신규 발전설비를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광 등)를 중심으로 증대시키려고 함. 

- 최근 들어 중국 정부도 전력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양한 요금제 도

입을 계획 추진 중임.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의 신

규 수요관리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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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과 그 의미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정소라(srjung14239@keei.re.kr)

▶ 미국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이후,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경제적·안
보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해왔음. Wood 

Mackenzie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에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임.

▶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증대하거나 소비를 감축해야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증가 및 소비감소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 기술발전과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로 인해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

며, 정부의 규제로 차량 연비가 개선되면서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고 있음.

▶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음. 원유 수출 허용,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감소 등

의 요인들은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미국의 환경 및 에너지 수출 관련 규제, 에너지 정책 방향, 석탄 수출설

비 건설 지연,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변화 등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

를 지연할 수 있음.

1. 미국 에너지 자립 달성의 의미

ㅇ 미국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이후,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경제적·
안보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해왔음. 
Wood Mackenzie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에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정부의 환율 금융정책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으며, 미국이 수입 및 수출하는 연료들의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 경제는 커다란 혜택을 얻게 됨. 

- 그러나 에너지 자립 달성이 미국의 안보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얼마나 효과

적인가 하는 점은 다소 불확실한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함. 

･ 미국은 향후에도 중동과 중남미처럼 정치적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수입하게 될 것임. 

･ 또한 미국의 석유, LNG, 석탄 수입 및 수출 가격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법칙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은 석탄, 석유, 가스의 국제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것임. 또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

지고 있는 중국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Wood 
Mackenzie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에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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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od Mackenzie

< 미국의 에너지원별 에너지 순수입 전망 >

2. 미국 에너지 자립 달성 전망 배경

ㅇ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증대하거나 소비를 감축해야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증가 및 소비감소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 

□ 셰일가스 및 타이트오일의 생산 증가

ㅇ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는 기술발전과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 가능했음.

자료 : Wood Mackenzie

<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 >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전망 >

- 지난 7년 동안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은 300만b/d, 셰일가스 생산은 

27.5Bcf/d가 각각 추가 증대되었으며, 이들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증대하거나 
소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증가 및 
소비감소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0호 2014.11.7  19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16년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 원유 생

산량은 970만b/d를 상회할 것임.

- 한편,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에 힘입어 2012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

가스 생산국이 되었음.

- 미국이 2025년에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면, 타이트오일과 셰일가스가 미국의 

전체 석유 가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내 에너지 소비 감소

ㅇ 만약 2030년에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30년까지 약 34.8억boe 만큼 

증가할 것임. 그러나 현재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의 선호차량 변화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차량 

연비 개선에 기인함. 

- 미국 정부는 2007년 자국 내 판매 차량의 연비 개선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

정하였으며, 2013년~2025년 동안 신규 차량의 평균 연비를 30.5MPG(miles 
per gallon)에서 50MPG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미국 정부의 정책은 연비 개선뿐만 아니라 대체연료 소비 증가를 촉진하고 

있음. 미국의 차량수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및 천연가스 사용은 2030년까지 

각각 110만boe/d, 55만boe/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천연가스 차량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와 가스의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료의 사용 증가는 미국의 석유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

자료 : Wood Mackenzie

< 미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

“현재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선호차량 변화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차량 연비 
개선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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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에너지 소비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발전용 화석 연료 

사용의 감소임. 이 같은 변화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임.

･ 우선, 신규 가스화력 발전설비가 기존의 발전설비보다 효율성이 높음. 

2030년에 가스화력발전소의 평균 효율이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미

국의 가스 소비량은 2030년까지 5.4Bcf/d 만큼 추가 증대될 것임.

･ 또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에서 2030년에는 

2배 증가한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에너지 자립 달성 촉진 요인

□ 원유 수출 허용

ㅇ 미국이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경우, 에너지 자립은 2025년 이전에 달성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수출이 허용되면 미국산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류부문에서의 투

자가 촉진될 것임.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상승할 경우 미국의 원유 생산은 추

가적으로 35만~45만b/d 만큼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 50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수출 허용으로 인해 자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류부문 생산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임. 서비스 기업과 굴착장치 제

조기업 역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혜택을 입을 것임.

- 미국 내 원유가격은 최근까지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 정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제품을 생

산하고, 이를 국제시장에 수출하여 커다란 정제마진을 얻어 왔음. 그러나 현

재 미국 내 원유가격과 국제시장 가격 간 차이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미

국 정유기업의 정제마진 감소로 이어질 것임.

ㅇ 한편, 원유 수출 허용이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 원유를 수출하게 되어도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 내 

정제제품의 최종소비자 가격은 Brent유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이 경

우, 미국 정부가 Brent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 최종소비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임.

- 그러나 미국 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유 생산 증가가 Brnet유 가격의 

실질적인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정제제품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자립은 
2025년 이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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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od Mackenzie

< 원유 수출 허용에 따른 비용 책정 변화 >

□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

ㅇ 원유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

국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많은 타이트오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유회수(enhanced oil recovery, EOR) 및 재파쇄(refracturing) 같은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원유 생산량은 2030년까지 Wood Mackenzie의 당초 

전망치인 1,300만b/d 보다 300만b/d 높을 것임.

- 현재 Bakken과 Eagle Ford 셰일지대의 석유 회수율은 3~8%인데, 회수율이 

소폭이라도 개선될 경우 이는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현재 시험 중인 

원유회수증진 기술은 회수율을 2배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

ㅇ 미국의 수송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3.5boe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소비

량을 상회하고 있음. 미국의 지리와 주요 도시들 간의 거리를 감안하면 1인당 

주행거리(VMT, vehicle miles travelled)가 다른 OECD 국가들 수준으로 감소

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미국의 1인당 평균 주행거리는 약 8,400마일로, 3,800마일인 독일의 2배 이

상에 달함.

ㅇ 그러나 향후 미국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차량 연비가 개선됨에 따라 대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국 차량의 평균 연비는 21.1MPG임. 만일 독일과 비슷한 수준

(34.8MPG)이었다면 2013년 미국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실제 소비

량보다 330만boe/d 줄어들었을 것임. 미국의 차량 연비는 2030년까지 4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기술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많은 
타이트오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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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연비가 개선되거나 주행거리가 감소하면 미국의 석유 소비는 줄어들 것

이며, 그 결과 미국의 석유 순수입량 역시 감소할 것임.

자료 : Wood Mackenzie

< 미국 수송부문 연료 소비 및 차량 연비 전망 >

4. 에너지 자립 달성 지연 요인

□ 환경 및 수출 관련 규제

ㅇ 미 연방정부 및 州정부의 규제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임.

- 환경에 대한 우려로 수압파쇄공법을 연방정부 또는 州정부 차원에서 금지한

다면 석유 및 가스 생산은 줄어들 것임.

- 현재 미국의 LNG 수출은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환경영

향평가가 긍정적이며, 건설 및 운영허가를 얻었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프로젝트의 국익 부합 여부를 LNG 수출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거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면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는 늦춰

질 수 있음.

□ 에너지 정책 방향

ㅇ 미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

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는 전력부문에서의 가스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환경청(EPA)이 발의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Energy, CPP)
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경우 전력부문의 석탄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가스 소비는 증가할 것임. 이는 가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LNG 수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차량 연비가 
개선되거나 
주행거리가 
감소하면 미국의 
석유 소비는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석유 
순수입량 역시 
감소할 것임”

“州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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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 2일 EPA가 발표한 청정전력계획은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내

놓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후속작업으로, 이산화탄

소 감축, 기후변화 영향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

력 주도 등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음.

- 자국 내 수요 감소가 석탄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는 

석탄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 중 상당수가 공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임.

□ 석탄 수출설비 건설 지연과 아시아 지역의 수요

ㅇ 현재 미 서부 연안에서의 석탄 수출터미널 건설이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 터미널이 건설되지 못할 경우, 미국 석탄의 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

이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에너지 

자립 달성 시기는 늦춰질 것임.

ㅇ 향후 미국의 석탄 수출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것임.

-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석탄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탄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

국의 석탄 수출은 감소할 것임.

-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감소하면 미국의 석탄 수출은 더욱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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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셰일자원 개발 현황 및 정책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한지은(jehan14304@keei.re.kr)

▶ 2013년 EIA/ARI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셰일가스 약 1,975Tcf, 셰일

오일 약 728억 배럴이 각각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셰일자원이 풍부한 

주요 중남미 국가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임.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셰일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로 셰일자원은 주로 

Vaca Muerta 셰일지대에 매장되어 있음. 2014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하고 전국

적으로 계약조건을 표준화하였음. Vaca Muerta 셰일지대에서 현재 Chevron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Petronas와도 협력계약을 체결함. 아

르헨티나는 셰일자원이 풍부하지만 디폴트 이후의 경제상황 악화가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 멕시코는 주로 Burgo 분지의 Eagle Ford 셰일지대에 셰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에너지개혁법 통과에 따라 76년 만에 멕시코 에너지부문이 개방되어 2015년부터 

진행될 첫 번째 탄화수소 경매에서 비전통 광구가 분양될 예정임. 그러나 멕시코의 안보 

및 치안 불안이 셰일자원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 브라질은 가뭄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위기 이후 수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2013년에는 셰일가스 광구를 포

함한 라이선스 경매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 노력은 현재 암염하부층

에 집중되어 있어 셰일자원 개발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등에도 셰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각국은 셰

일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1. 중남미 지역의 셰일자원 부존 현황

ㅇ 2013년 EIA/ARI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풍부한 셰일자원이 부존

되어 있음.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는 셰일가스 약 1,975Tcf, 셰일오

일 약 728억 배럴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아르헨티나의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802Tcf로 중국에 이어 세계 2
위를, 멕시코는 약 545Tcf로 세계 6위, 브라질은 약 245Tcf로 세계 10위를 각

각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베네수엘라 약 167Tcf, 파라과이 약 75Tcf, 콜롬

비아 약 55Tcf, 칠레 약 48Tcf, 볼리비아 약 36Tcf 등의 셰일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셰일오일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기술적 가채매장량 약 270억 배럴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풍부하며 세계 4위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각각 약 134억 배

* 2013년 EIA/ARI(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 보고서에서는 멕시코를 북미로 분류하
였으나, 본고에서는 멕시코도 중남미에 포함시켰음.  

“중남미 지역에 
셰일가스는 약 
1,975Tcf, 
셰일오일은 약 
728억 배럴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0호 2014.11.7  25

럴(세계 7위), 약 131억 배럴(8위) 각각 보유하고 있음. 그 외에도 콜롬비아 약 

68억 배럴, 브라질 약 53억 배럴, 파라과이 약 37억 배럴, 칠레 약 23억 배럴의 

셰일오일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국가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 (Tcf)

셰일오일

기술적 가채매장량 (억 배럴)

아르헨티나 802 (세계 2위) 270 (세계 4위)

멕시코 545 (세계 6위) 131 (세계 8위)

브라질 245 (세계 10위) 53

베네수엘라 167 134 (세계 7위)

파라과이 75 37

콜롬비아 55 68

칠레 48 23

볼리비아 36 6

우루과이 2 6

중남미 총계 (멕시코 포함) 1,975 728

자료 : EIA/ARI(2013)

< 중남미지역의 셰일자원 부존량 >

2. 아르헨티나의 셰일자원 개발 정책 및 과제

□ 아르헨티나의 셰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ㅇ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셰일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임. 셰일가스 기술적 가

채매장량은 약 802Tcf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셰일오일 기술적 가채매

장량은 약 270억 배럴로 세계 4위임.

ㅇ 아르헨티나의 셰일가스는 약 120,000km2 면적의 Neuquén 분지에 주로 매장

되어 있음. Neuquén 분지에는 Vaca Muerta 셰일지대와 Los Molles 셰일지대

가 위치해 있음.

- 특히 Vaca Muerta 셰일지대는 아르헨티나 전체 기술적 가채매장량의 약 

38%인 약 308Tcf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Vaca Muerta 
셰일지대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셰일지대일 것으로 추정되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남부의 San Jorge 분지, Austral-Magallanes 분지, 그
리고 북부의 Paraná 분지에도 셰일가스가 부존되어 있음.

“아르헨티나의 
Vaca Muerta 
셰일지대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셰일지대일 것으로 
추정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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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

< 아르헨티나의 주요 셰일분지 >

ㅇ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Repsol, Chevron, Petronas, 중국 국영기업

(CNOOC, PetroChina, Sinopec) 등과 공동으로 셰일자원을 개발·계획 중에 있음.

- Repsol-YPF는 2011년 Neuquén 분지에서의 셰일자원 발견을 발표했고, 이
후 시추 및 개발을 시작함.

･ EIA/ARI에 따르면, Vaca Muerta 셰일지대와 Los Molles 셰일지대에서 약 

50개 이상의 석유·가스정에서 시추가 이루어짐.

- 2013년에 YPF는 Chevron과 Vaca Muerta 셰일지대 내 Loma Lata Norte 
및 Loma Campana 지역에서 총 100개 이상의 석유·가스정 시추를 위한 개

발계약을 체결하였음. Chevron은 Vaca Muerta 셰일지대 개발을 위해 약 16
억 달러를 투자하고, 약 170개의 석유·가스정을 시추할 계획임.

- YPF는 2014년 8월에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기업 Petronas와 Vaca Muerta 셰일

지대 내 La Amarga Chica 지역 공동개발을 위해 약 5.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함.

-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후, YPF는 

2014년 9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CNOOC, PetroChina, Sinopec 등과 셰

일자원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경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했음.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3년에 Vaca Muerta 셰일지대 내 약 680만 에이커에 대하

여 4개 기업에게 탐사권을 양도했음. 

- YPF가 약 400만 에이커, Apache가 약 180만 에이커, ExxonMobil이 약 120

“YPF는 Repsol, 
Chevron, 
Petronas, 그리고 
중국기업과 
셰일자원 개발을 
추진･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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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에이커, Americas Petrogas가 약 100만 에이커에 대한 탐사권을 양도받았음.

□ 아르헨티나 셰일가스 개발 관련 법률 및 규제

ㅇ 아르헨티나의 법률 제17,319호 탄화수소법에 따르면, 탄화수소 자원의 소유권은 

지상권과는 별도로 정부에 귀속됨. 2007년 아르헨티나 의회는 석유·가스전의 소유

권과 탐사권·채굴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석유·가스전의 위치에 따라 중

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법률 제26,197호(일명 ‘Short Law’)를 통과

시켰음.

- 채굴된 자원은 채굴 기업의 소유가 되며, 채굴 기업은 이를 자율적으로 수송, 판
매, 가공할 수 있음. 전통 탄화수소 자원과 비전통 자원은 법 제도 상 구분되지 

않으며,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에 대해 동일한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10개州 주지사들과 탄

화수소법 개정을 위한 협정을 2014년 9월 체결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아르헨

티나 의회는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약조건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내용
의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2014년 10월 30일 통과시킴.

- 이번 탄화수소법 개정에 따라 표준화된 계약조건이 전국에서 체결되는 모든 

석유·가스 개발 계약에 적용되면 투자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향후 Neuquén 분지의 Vaca Muerta 셰일지대 등 셰일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1993년에 민영화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국

유화되었음. 민영화 과정에서 YPF는 1999년 스페인 Repsol에 인수되었음. 그
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후 YPF의 자원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미흡과 이에 

따른 정부의 석유수입 감소를 이유로 들어 Repsol의 보유 지분 대부분을 강제 

수용해 YPF의 재국유화를 단행하였음.

- 재국유화 이후 YPF는 Vaca Muerta 셰일지대 등 아르헨티나의 셰일자원 개

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ㅇ 아르헨티나에는 특히 Vaca Muerta 셰일지대에 풍부하게 자원이 매장되어 있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자국 

내 경제상황 악화는 셰일자원 개발 등 에너지부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개입 증가, 자본 통제, 이익 송금 제한, 페소

화 가치 지속 하락,  인플레이션 등은 셰일개발 프로젝트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특히 미국 헤지펀드와의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4년 7월 30일 아르헨

티나는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게 됨. 이에 따라 국제 신

“아르헨티나 의회는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약조건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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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사 S&P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로, Fitch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ive default)’로 하향조정하였음.

ㅇ Vaca Muerta 셰일지대 외에도 San Jorge, Austral-Magallanes 셰일분지 등의 

경우, 매장량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점토질 

함유량이 많아 해당 분지 내 시추에는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됨.

ㅇ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중남미 지역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공통 장애요인은 

전문 인력의 부족, 자본 조달의 어려움, 선진 기술 부재 등임. 또한 정치적 영

향, 안보·치안의 문제, 과다한 규제 및 세금, 현지 조달 규정, 환경문제 및 관련 

규제 등도 공통적인 장애요인임.

3. 멕시코의 셰일자원 개발 정책 및 과제

□ 멕시코의 셰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ㅇ 멕시코의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545Tcf로 세계 6위이며, 셰일오일

은 약 131억 배럴로 세계 8위임. 멕시코의 셰일가스는 주로 Burgo 분지의 

Eagle Ford 셰일지대에 매장되어 있음. Eagle Ford 셰일지대는 미국 Texas州
의 남부부터 멕시코 북부에까지 이어져 있으며, 약 343Tcf의 셰일가스가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 멕시코의 주요 셰일자원 매장 지역은 북부의 Chihuahua 분지, 북동부

의 Sabina-Burros 분지, 동부 해안 지역의 Tampico-Misantla 및 Veracruz 분
지 등임.

자료 : EIA

< 멕시코 주요 셰일분지 > 

 

ㅇ 현재 멕시코의 셰일자원 개발은 국영기업인 Pemex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Pemex는 셰일자원 탐사를 위해 2016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 175개의 

가스정을 시추하고, 3D 탄성파 탐사 자료를 획득할 계획임. 셰일자원 탐사는 

“멕시코의 
셰일가스는 주로 
Burgo 분지의 
Eagle Ford 
셰일지대에 
매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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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ico-Misantla 분지 등 유망 매장지역에 집중될 전망임. 또한 Pemex의 

E&P 부문 자회사인 PEP은 해당 분지에 약 80개의 탐사정을 시추할 방침임.

- PEP은 2013년 Serbal-1, Tangram-1, Kernel-1, Batial-1, Céfiro-1, 
Mosquete-1, Nerita-1 등 7개의 탐사정을 시추하였으나, 시추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음. PEP이 보유한 시추리그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미탐사지역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PEP은 Burgos 분지의 Eagle Ford 셰일지대에 위치한 Chucla-1 시
험정에서 초기생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원유 및 콘덴세이트 약 24b/d와 

가스 약 1.9MMcf/d를 채굴했다고 밝혔으며, Pimienta 셰일지대에서도 셰일

오일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음.

ㅇ 한편, 에너지개혁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셰일자원 개발은 주로 Pemex에 의해 이루

어져왔음. 그러나 에너지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에는 경매 입찰을 통한 외국

기업의 직접 개발 참여, Pemex와의 farm-out 계약을 통한 공동 개발 등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farm-out 계약: 탐사권자가 특정한 작업수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탐사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함.

□ 멕시코의 셰일가스 개발 관련 법률 및 규제 

ㅇ 멕시코의 석유산업이 국유화되고 국영석유기업인 Pemex가 설립된 1938년 이

후 76년 만에 그동안 Pemex가 독점해 온 에너지부문을 개방하는 내용의 에너

지개혁법이 2013년 12월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였음.

- 에너지개혁법의 전면 시행을 위한 탄화수소법 등을 포함한 21개의 2차 법안

이 2014년 8월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음.

ㅇ 이에 따라 국영석유기업 Pemex와 국영전력기업 CFE의 시장 독점이 끝나고, 
석유·전력 부문을 개방하여 민간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게 됨. 이와 더불

어 셰일자원 개발 부문도 함께 개방되어 향후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 멕시코 Peña Nieto 대통령은 성명 발표에서 에너지개혁으로 향후 4년간 자국 

내 약 1,5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및 약 50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음. 또한 에너지개혁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개혁 등을 통해서 멕시코 

GDP 성장률이 2018년까지 약 5%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2013년 1.1%).

ㅇ 멕시코 정부는 첫 번째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일명 ‘라운드 원(Round 
One)’) 계획을 2014년 8월 발표하였음. 총 169건의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경매를 통해 민간 기업과 체결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총 98개의 비전통 

광구가 포함될 예정임.

- 경매 대상 광구에는 초중질원유, 비전통 원유 및 가스, 성숙 유전, 천해 광구, 
심해 광구 등 다양한 유전이 포함되었음. 유전 종류에 따라 2014년 11월말

부터 2015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경매가 시행되고, 선정 기업과 계약을 체

“멕시코 정부는 첫 
번째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 
계획을 2014년 
8월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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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예정임. 총 98개의 비전통 광구에 대한 경매는 2015년 1월부터 7월까

지 진행될 예정임.

ㅇ 멕시코의 셰일가스 개발 사업허가, 수압파쇄공법 등 개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가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CNH)가 담당하고 

있음.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는 멕시코 에너지부와 CNH가 공동으로 주최

할 예정임.

□ 멕시코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ㅇ 멕시코 셰일자원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멕시코의 안보 및 치안 불안임. 
Burgos 및 Tampico-Misantla 분지 등 멕시코 내 주요 셰일분지는 마약 카르텔 

및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는 지역임.

- 현재까지 유전·가스전 시설이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 적은 없

었으나, 시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납치, 교역 루트 통제 및 밀

수, 원유 강탈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해왔음.

- 향후 멕시코 에너지개혁 이행으로 개발 투자가 확대되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ㅇ 셰일자원이 주로 매장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

며, 이러한 문제가 셰일자원 개발에 환경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멕시코 첫 번째 탄화수소 탐사·개발권 경매의 전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계약 형태 및 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음. 멕시코 정부는 셰일

자원 개발에 대해 표준 채굴권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4. 브라질의 셰일자원 개발 정책 및 과제

□ 브라질의 셰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ㅇ 브라질의 셰일가스 가채매장량은 약 245Tcf로 세계 10위이며, 셰일오일은 약 

53억 배럴임. 브라질의 셰일가스는 주로 전통 원유·가스를 이미 생산하고 있는 

남부의 Paraná 분지와 북부의 Solimões 및 Amazonas 분지 등에 매장되어 있음.

- Paraná 분지의 Ponta Grossa 셰일지대에 셰일가스가 약 80Tcf 매장되어 있

고, Solimões 분지의 Jandiatuba 셰일지대에는 약 65Tcf 매장되어 있음. 또
한 Amazonas 분지의 Barrerinha 셰일지대에는 약 100Tcf 매장되어 있음.

ㅇ 브라질 ANP는 2013년 11월 제12차 라이선스 경매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브

라질 최초로 셰일가스 광구가 경매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 경매 분양대상 광구는 총 240개 육상광구로, 12개州에 위치한 약 16만
8,000km2 규모의 7개 분지임. 전체 분양광구 중 약 97%에 해당하는 110개 

“브라질의 
셰일가스는 주로 
전통 원유·가스를 
이미 생산하고 있는 
남부의 Paraná 

분지와 북부의 
Solimões 및 
Amazonas 분지 
등에 매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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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는 국경지대의 Acre, Parecis, São Francisco, Paraná, Parnaíba 분지에, 
나머지 130개 광구는 성숙분지인 Recôncavo와 Sergipe-Alagoas 분지에 각

각 위치하고 있음.

- ANP에 따르면, 제12차 라이선스 분양대상 광구에는 약 280Tcf 이상의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분지별 추정매장량은 Recôncavo 
분지 약 20Tcf, Parnaíba 분지 약 64Tcf, São Francisco 분지 약 80Tcf, 
Parecis 분지 약 124Tcf 등임.

자료 : 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

< 브라질 주요 셰일분지 > 

 

ㅇ 경매는 당초 이틀 간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참여도가 높지 않아 조기 종료되었

음. ANP의 경매 결과 총 72개의 광구가 분양되었으며, 이 중 49개 광구는 브

라질 Petrobras에게 분양되었음.

- 브라질 기업인 Copel, Petro Energia, Bayer, Tucuma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

엄이 4개의 광구를 분양받았고, 프랑스 전력기업인 GDF Suez는 6개 광구에 

대해 2개 컨소시엄에 참가했음.

□ 브라질 셰일가스 개발 관련 법률 및 규제

ㅇ 브라질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브라질 영토 내의 석유·가스 자원은 브

라질 정부에 귀속됨. 생산 이후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진 생산물은 채굴권을 소

유하고 있는 기업에 귀속됨.

“브라질 ANP는 
2013년 11월 
제12차 라이선스 
경매를 개최했으며, 
여기에 브라질 
최초로 셰일가스 
광구가 경매 
대상으로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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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라질의 주요 에너지정책 기관은 에너지광물부와 1997년 석유법에 의거하여 창설

된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onselho Nacional de Politica Energética, CNPE) 및 국

립석유청(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 ANP)임.

- 에너지광물부는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보유함. CNPE는 에

너지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단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ANP
는 브라질 탄화수소 부문 활동 규제기관으로 자원의 개발, 생산, 수송, 수출

입 관련 승인을 관장함.

ㅇ 브라질의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는 1954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브라질 최대 

기업임. 기업 지분 중 32%만이 국가 소유이나 투표권의 55.7%을 국가가 보유

하고 있음.

- 석유·가스 상류부문의 시장 자유화가 추진되고, 신규 광구 공개입찰이 2000
년대 말까지 매년 개최됨에 따라 그동안 브라질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기업들

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그러나 Petrobras는 자국 내에서 여전히 개발

부문을 주도하고 있음.

ㅇ 전력생산의 약 80% 이상을 수력에 의존했던 브라질은 지난 2001년 사상 최악

의 가뭄을 시달리며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브라

질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ㅇ 현재 브라질은 주로 암염하부층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셰일가스 개발

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브라질 내 셰일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암염하부층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약 2020년대 중반부터는 셰일가스 개발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

으로 기대됨.

ㅇ 브라질은 현재 암염하부층 개발 프로젝트에 약 50~60%에 달하는 높은 현지조

달 의무조항(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 비

용 증가 및 설비 건설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셰일자원 개발에도 높

은 현지조달비율이 적용된다면 이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기타 국가의 셰일자원 개발 현황 및 정책

ㅇ 베네수엘라

-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167Tcf임. 셰일오일의 경우, 기술적 가채

매장량이 약 134억 배럴로 세계 7위임. 

- 베네수엘라 에너지부는 2014년 5월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 등과 함

께 자국 내 첫 셰일가스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브라질의 주요 
에너지정책 기관은 
에너지광물부와 
1997년 석유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국가에너지정책위원
회(CNPE) 및 
국립석유청(ANP)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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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부에 따르면, 셰일가스 탐사 대상지역은 Maracaibo 호수의 서부 지역

이며, 탐사 프로그램의 운영사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의 합작기업인 Petrowayu임.

ㅇ 파라과이

- 셰일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파라과이 정부 및 민간 부문

은 파라과이 셰일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파라과이는 전통자원 및 셰일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등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셰일자원 개발 후 수출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임.

ㅇ 콜롬비아

-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55Tcf, 셰일오일은 약 68억 배럴로 추정됨.

- 콜롬비아 정부는 셰일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콜롬

비아 Orinoco 벨트 지역 등에서 얻은 원유 개발 전략 및 노하우를 셰일자원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음.

ㅇ 칠레

- 셰일가스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48Tcf, 셰일오일은 약 23억 배럴로 추정됨.

- 칠레는 신뢰할만한 정부 정책 및 안정적인 경제 등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 중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임. 또한 칠레의 가스 시장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칠레 정부는 셰일자원 개발에 있어 정부 주도적이기 보다는 시장 중

심적인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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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NDRC, 심천市 송･배전가격개혁 시범운영 통해 새로운 전력체제개혁 추진 가속화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심천市 송·배전가격개혁 시범운영에 관한 통지’를 11월 4
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전력망기업의 역할은 송·배전 업무로 제한되고, 정부가 전력망기업의 총수입

을 관리 감독함.

･ 정부가 전력망기업의 유효자산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허용비용과 허용수익을 산정하

고, 산정된 비용과 수익을 합산해 전력망기업의 총 고정수입을 결정함.

- 이에 따라 전력망기업이 전력의 구매와 판매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던 기

존의 수익창출구조가 없어지고, 전력망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게 됨.

※ 허용비용(准許成本)과 허용수익准許收益)은 정부 및 관리감독 기관이 전력망기업의 송·배전 

자산과 관련 업무를 기반으로 계산한 비용과 수익을 말함. 이렇게 산정된 비용, 수익, 세금

을 모두 합산해 총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력망기업의 수입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게 됨.

- 또한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의 전력가격 시장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 전력가격은 전력사용자 또는 시장 내 전력판매업체와 발전기업 간의 자발적 협상 

또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되고, 전력망기업은 정부가 산정한 송·배전

가격에 따라 전력망 사용료를 받게 됨. 

- 새로운 전력가격체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ㅇ 심천市에서 시범 운영되는 송·배전가격개혁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있어 새로운 전

력체제개혁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됨.

- 전력개혁의 장기 목표는 전력가격체제의 전환, 즉 전력망기업의 수익구조 전환이기 때문에 

독립된 송·배전 가격개혁이 전국단위로 확장될 경우에 전력망기업의 현행 수익모델이 대대

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력망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짐에 따라 발전기업의 수익이 향상될 것으

로 보임.

- 특히, 전력체제개혁의 시범지역을 심천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심천市 전력망을 관할하는  남

방전망(南方電網, China Southern Power Grid Company Limited, CSG)이 국가전망(國
家電網,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에 비해 시스템이 단순하고 규모가 작

아서 상대적으로 개혁이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老虎財經, 2014.11.05; 證券日報,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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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자원부, 셰일가스 탐사 투자지출 미달성 기업에 위약금 부과

ㅇ 국토자원부는 자국 최초의 셰일가스 탐사권 공개입찰 분양 기업인 Sinopec과 허난省

CBM개발이용유한공사(河南省煤層氣開發利用有限公司, 이하 ‘허난CBM공사’)가 탐사

기간 내 규정된 투자금액을 지출하지 못함에 따라 2개 기업에 대해 위약금 납부 및 탐사

면적 축소 조치를 담은 공고를 10월 28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지난 2011년 7월 충칭市 남부와 구이저우省 북부 사이에 

위치한 난촨(南川) 셰일가스 광구를 Sinopec에게, 충칭市 동남부에 위치한 슈산(秀山) 
셰일가스광구를 허난CBM공사에게 각각 분양함.

- 이들 두 기업의 탐사 기한은 3년으로 2011년 7월 18일~2014년 7월 18일까지였음. 해
당 기간 동안 Sinopec은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액 5억9,109만 위안의 73%인 4억
3,389만 위안을, 허난CBM공사는 2억4,756만 위안의 51%인 1억2,684만 위안을 각각 

지출했음.

-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Sinopec은 위약금 797.98만 위안과 난촨광구 593.44㎢
만큼 축소, 허난CBM공사는 위약금 603.55만 위안과 슈산광구 994.15㎢ 축소 조치를 

받음.

※ 2011년 7월 분양 당시 Sinopec의 난촨광구 면적은 2,197.94㎢, 허난CBM공사의 슈산광구 면적

은 2,038.87㎢였음.

ㅇ 현재 Sinopec과 허난CBM공사는 축소 후 남은 면적에 대한 수정된 탐사계획을 국토자원

부에 보고하고, 탐사권 연장을 위한 신청을 진행 중임.

ㅇ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탐사권의 공개분양 및 관리감독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적극적인 석유·가스 탐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人民網, 2014.11.03)

□ 중국, 국제유가 하락 이용해서 원유 수입 확대 추진

ㅇ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 시기를 이용하여 세계 제2의 석유 수입국

인 중국이 원유 수입 물량을 확대해 전략적 비축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 BP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원유 수입규모는 미국이 3억8,440만 톤으로 1위, 중국이 2억

8,260만 톤으로 2위임.

- 중국의 세관 행정부서인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월 대비 7월
에 2%, 8월에 6.3%, 9월에 9%로 급증하였음. 또한 해외 언론은 중국이 9월에 러시아 

원유 284.1만 톤(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 10월에 두바이, 오만, Upper Zakum 등 

중동 원유 약 2,000만 배럴을 수입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샤먼대학(廈門大學)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챵(林伯強)교수는 중국의 전략적 

비축유는 상업적 비축유를 포함해도 60~70일분에 불과해 IEA 기준인 90일분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중국에게는 전략적 비축유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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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卓創資訊

< 중국의 원유 수입량 및 해외의존도(1993~2012년) >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2003년부터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해 15년간(2006~2020년) 3단계에 걸쳐 저장탱크를 비롯한 비축설비 건설을 완료

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특히 2단계 마지막 해인 2015년에 90일분의 원유수입량에 

해당하는 석유비축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말 기준, 중국 내 석유 비축기지는 총 30개로 비축능력은 4.32억 배럴임. 그 중 

국가전략적석유비축기지가 6개(비축능력 1.41억 배럴), 나머지 24개가 상업적 석유비축기지

(비축능력 2.9억 배럴)임.

ㅇ 한편, 유가 하락은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중국 입장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

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샤먼대학 린보챵 교수는 2013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2.82억 톤에 달했고, 이를 기준

으로 계산해 볼 때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할 때마다 중국은 약 210억 달러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이에 따라 석유의 해외 의존도가 60%에 육박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공업연료 및 석유화

학 분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수익 증가와 제품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華夏時報; 瞭望新聞周刊, 2014.11.02)

□ Sinopec, 사우디 정제산업 투자진출 추진

ㅇ Sinopec유한공사는 모회사인 Sinopec그룹이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 Coop社 지분 100%
를 약 5.6억 달러에 인수해, Coop社가 가지고 있던 사우디 Yanbu 정제시설 건설프로젝

트의 지분 37.5%를 간접 소유하게 되었다고 10월 30일 발표함.

- Sinopec유한공사는 2013년에 달러화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성한 금액을 지분매입 대금으로 

활용했음.

- 사우디 Yanbu 정제시설건설 프로젝트의 나머지 62.5%지분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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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opec그룹은 Saudi Aramco와 합작투자를 통해 Yasref(Yanbu Aramco Sinopec 

Refining Co.)를 설립하였고 휘발유, 디젤유, 석유코크스, 유황, 벤젠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Yasref는 현재 Yanbu 지역에 사우디 중유를 원료로 한 40만b/d 규모의 정제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Sinopec유한공사는 이번 지분인수를 통해 정유사업분야의 글로벌 경영이 강화되고, 전 

세계 정유시장에서의 공급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 전망함. 또한 Sinopec은 이를 기반으

로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 정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Sinopec유한공사의 이번 정유사업 인수는 Sinopec그룹이 진행 중인 조직개편의 일

환으로, 정유사업 부문을 Sinopec유한공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2010년 발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 Sinopec그룹은 향후 5년 이내에 Sinopec 정유사업의 개편을 완료하여, Sinopec그룹과 

Sinopec유한공사 간의 동일 업종 간 경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어 2012년 3월에는 향후 5년 이내에 Sinopec그룹 내 석유·가스의 탐사 및 개발, 정
제, 석유화학, 석유제품 판매 등 모든 상류·중류·하류부문을 Sinopec유한공사로 통합해 

일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또한 올해는 Sinopec그룹의 개혁 원년으로 전문분야 중심의 조직개편이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음.
 (新浪財經, 2014.10.31; 證券時報, 2014.11.01; 證券日報,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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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다카하마원전, 센다이원전에 이어 재가동심사 통과 전망

ㅇ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후쿠이縣)가 이르면 올겨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

전심사를 통과할 전망임.

※ 재가동 절차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서’ 결정, 방재설계 내용을 기술한 ‘공사계획’과 

운전관리체제를 확인하는 ‘보안규정변경’ 승인, ‘지자체 동의’ 등이 있음.

- 심사 통과가 결정되면 다카하마원전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가고시마縣)에 

이어 新규제기준을 통과한 두 번째 사례가 됨. 간사이전력은 심사 통과에 필요한 공식

서류를 10월 31일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원자력규제위위원회는 합격증이

라 할 수 있는 다카하마원전의 심사서(안)을 이르면 올 겨울에 발표할 계획임.

- 다카하마원전은 센다이 등 5개 원전과 함께 2013년 7월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음. 다카

하마원전 부지는 해발 3.5m로 비교적 낮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쓰나미로 인해 침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방조제 설치를 요구하였음. 또한 내진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지
진동도 기존의 550gal에서 700gal로 끌어올리도록 지시함.

※ 기준지진동(基準地震動)이란 지진 발생시 예상되는 최대 진동을 말하며, gal은 진동의 세기

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임.

ㅇ 한편, 심사 통과 후에도 지자체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으므로 다카하마원전이 실제로 재

가동될 시기는 내년 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다카하마원전의 지자체 동의 절차는 센다이원전 사례보다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

임. 다카하마원전은 교토府나 시가縣과 가까운데, 두 지자체의 지사는 재가동에 부정적

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음. 입지현인 후쿠이縣도 내년 4월에 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한편, 두 번째 사례인 만큼 다카하마원전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절차는 센다이원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센다이원전의 안전심사 통과는 통과 전망이 발표된 

지 반 년만인 9월에 정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전력회사 모두 

新규제기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임.

ㅇ 다카하마원전이 재가동되면 간사이전력의 전력수급 위기 및 경영악화 문제는 개선될 것

으로 보임.

-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의 총 발전용량은 174만kW임. ‘원전 제로’였던 올여름 간사이전

력의 예비율은 최소 수준인 3%에 그쳤는데 다카하마원전이 재가동되면 예비율은 약 

10%로 상승할 전망임.

-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 원전 의존도가 높았던 간사이전력은 원전 가동 중

단에 따른 화력연료비 증가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다카하마원전이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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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손익은 연간 약 1,000억 엔 개선될 전망임.
(日本経済新聞, 2014.10.31)

□ 도쿄·주부전력, 공동수입 LNG의 20%를 미국으로부터 구입 계획

ㅇ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LNG 공동구입을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는 수입 LNG의 20%를 

Freeport LNG, Cameron LNG 등 미국의 LNG 수출프로젝트로부터 도입할 계획임. 주부

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합작회사는 이미 미국 내 여러 사업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임.

- 합작회사의 연간 LNG 수입량은 일본 LNG 수입량의 40%인 약 4,000만 톤이 될 전망

이며, 이 중 약 800만 톤을 미국 셰일가스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계획임. 이는 단독 수입

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은 자사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세계 최대 LNG수입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도쿄전력이 2위, 주부전력은 3위임.

ㅇ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은 공동출자한 합작회사를 2014년 중으로 설립하고 2015년부터 사

업을 시작하는 데에 10월 7일 합의하였음.

- 히로세 나오미 도쿄전력 사장은 ‘연계를 통한 협상력 강화로 연간 3조 엔인 연료비를 

20% 절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도쿄전력은 합작회사의 자사 배당금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에 충당할 계획임.

- 한편, 미즈노 아키히사 주부전력 사장은 ‘(전력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지역 외 전력판매

나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경쟁

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東洋経済, 2014.10.18; ロイター, 2014.10.30)

□ 일본·미국 정부, 미 알래스카州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 공동 조사·개발 추진

ㅇ 일본과 미국 정부는 차세대 연료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를 공동 조사·개발할 계획임. 양
측은 올해 중으로 미 알래스카州에서 지질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5년 안에 20Mcm/d 이
상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생기는 고체 에

너지원으로, 주로 대륙 연안 1,000m 깊이의 해저에 매장되어 있음.

-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미국 에너지기술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대표는 11월 6일 이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양국은 해저와 조건이 비슷한 알래스카 북부 영구 동토에서 지질조사 및 실제 생산을 추

진할 계획임. 일본은 채굴작업이 비교적 용이한 육상 시추를 통해 2018년까지 저비용 

채굴기술을 확립하고 자국 인근 해역에서 해당 기술을 응용할 계획임.

ㅇ 이번 공동사업의 총 투자비는 연간 수십억 엔 규모로 예상되며, 일본은 매년 100억 엔 내외

로 책정하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예산의 일부를 여기에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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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은 지난 2005년 메탄하이드레이트 관련 조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미에縣 시

마반도 태평양연안의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세계 최초로 가스를 추출하는데 성공

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10호(2013.3.15일자) p.26 참조).

-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일본 인근 해역에 대량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원 부족 

국가’인 일본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4.11.5; ANN NEWS, 2014.11.6)

□ 일본 정부, 시카원전에서 원자력방재 훈련 실시

ㅇ 일본 정부는 호쿠리쿠전력 시카원전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시카

원전, 입지 지자체, 총리관저 등의 긴급시 대응을 확인하는 원자력 종합방재훈련을 11월 

2~3일에 진행하였음.

- 원자력 종합방재훈련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재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에 처음 실시되었음. 이번 훈련에서는 시카원전으로부터 30km 내에 위치한 이

시카와縣·후쿠야마縣을 포함한 지자체 등 약 150개 기관과 지역주민 약 4천 명이 참여

하였음.

- 원전 입지 지자체에서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특수 천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음. 이날 훈

련에 참여한 한 여성시민은‘천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몸에 두르기 힘들다’고 지적

하였음.

- 도로 차단 상황에 대비한 선박 대피훈련은 궂은 날씨로 인해 중단되었음. 한 시민은 ‘가
을에는 특히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힘들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힘.

ㅇ 한편, 내각부에서는 올해 10월에 설치된 원자력방재 담당부처와 경찰청 및 소방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사고 대책본부 합동회의가 열렸음.

- 아베총리는 총리관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주변 지자체에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

하였는데, 도중에 음성이 끊기는 문제도 발생하였음.

- 일본 정부는 이번 방재 훈련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원전사고 대책에 활용할 

예정임.
(朝日新聞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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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250억 달러 투자예정

ㅇ 러시아 극동개발부 Alexander Galushka 장관은 10월 20~24일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후,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일명 ‘Poveda’ 사업) 추진 등 경제·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10월 28일 밝힘.

-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총 7,000km의 북한 철도망 중 우선적으로 3,200km의 철도망

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재동-강동-남포역 구간 철도 개건 착공식이 10월 21일 열렸음.

- 러시아는 북한 내 철도 현대화를 진행하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비롯해 티

타늄(titanium), 탄탈룸(tantalum), 니오븀(niobium), 금, 석탄 등을 채굴하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러시아 Mostovic社는 북한 정부와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합작기업의 지분구성은 러시아 측이 70%, 북한 측이 30%임.

･ 계약 기간은 현대화 사업에 12년, 철도 신규 부설 및 개선에 8년으로 총 20년임.

※ 러시아의 산학협력단 Mostovic은 건축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으

로 러시아 내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건축 시공을 담당하고 있음.

- Galushka 장관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금속 매장량은 중국보다 7배 이상 많으며, 가
치는 약 6조 달러에 달함.

- 상기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교역량을 현재 1억1,2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까

지 증대시키고, 북한은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광업, 건설, 기계설비 부문의 현대화를 

기대함.

ㅇ 또한 Galushka 장관은 북한 경제특구인 나선市와 ‘나선 무역경제구역’에 전력을 공급하

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이외에도 북한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러시아 기업 대표단에 농업 프로젝트 참여를 제의했

으며, 러시아의 극동연방관구 및 아무르州 대표단과 이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Galushka 장관은 향후 러시아 기업의 북한 개성공단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은 11월부터 루블화 결제를 시작하고, 양국 간 무비자 제도 도

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Interfax, 2014.10.21~28; GR.ru, 2014.10.30)

□ Rosneft, 북극 대륙붕 탐사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요청

ㅇ Rosneft는 정부에 열악한 개발조건을 이유로 북극 대륙붕 탐사권의 탐사기간을 현재 10
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천연자원환경부 Sergey Donskoi 장관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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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 밝힘.

- Rosneft가 탐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역은 바렌츠해, 카라해, 랍테프해, 동시베리아 및 

Chukchi해, 베링해 등임.

※ Rosneft는 러시아 대륙붕 내 46개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사자원량으로 북극해 

대륙붕 내 346억toe를 포함하여 총 420억toe를 소유하고 있음.

- Rosneft는 탐사기간 연장 이유로 겨울철의 열악한 기후조건, 다년생 빙하의 높은 비중, 
연중 탐사를 위한 기술 부족, 그리고 기업의 자체적인 추가 지질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함.

- 그리고 2008년에 제정된 지하자원법은 빙하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가 부족했던 시기

에 만들어져서 겨울철 북극해 대륙붕에서의 탐사·개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반

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ㅇ 이에 Donskoi 장관은 Rosneft의 요청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천연자원환경부

와 관련부처가 관련 법 수정에 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 지난 1월 천연자원환경부는 러시아 대륙붕 탐사·개발권을 가진 국영기업 Rosneft, Gazprom

의 대륙붕 탐사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생산을 연기하는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대신 연기된 기간만큼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2호(1.17일자) p.40 참조).

- 전문가들도 일괄적으로 모든 매장지에 대해 탐사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개발여건에 따

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RBK, 2014.10.28)

□ 러시아, 유가하락·자원수출 감소에 따른 루블화 가치 폭락 및 경제난 예상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하락하여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음. 이에 10월 

31일 루블화 환율은 달러 대비 41.99루블로 1998년 디폴트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 27.8%까지 하락했으며,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66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투입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음. 이로 인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0월 17일 기준 4,438억 달러로 연초 대비 680억 달러 감소함.

- 이에 더해 러시아 기업 및 은행의 부채상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달러 확보를 위한 루블

화 투매와 외자유출이 루블화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음.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러시아에서 해외로 나간 외화금액은 약 1,000억 달러로 추산됨.

※ 러시아 정부, 은행, 기업이 2014년 12월까지 상환해야할 부채액은 약 600억 달러임. 지난 

7월 Morgan Stanle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3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상환해야할 채권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임.

- 2013년 러시아의 수출로 인한 외화수입 중 원유 수출은 33%,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1%의 비중을 차지했음. 이에 따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러시아는 20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향후 국가 신용등급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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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전망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장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2015년 1분기까지 제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 2015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함.

-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 31일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9.5%로 설정함.

자료 : Wall Street Journal

< 2014년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변화 >

(단위: 달러당 루블)

ㅇ 이에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평가절하된 환차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석유·가스 수출시 

루블화로 거래하기로 결정함.

- 또한 Rosneft는 EU에 100% 선지급 조건의 가스 공급을 10월 28일 제안하였음.

ㅇ 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환율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RBC, 2014.10.29; BBC; Reuter, 2014.10.31)

□ 푸틴, 야말-LNG 사업 적극 지원 약속

ㅇ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국가복지기금에서 야말-LNG 사업 투자금의 18%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야말-LNG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

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10월 31일 밝힘.

※ Novatek은 9월 12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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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2013년 12월에 확정 발표된 야말-LNG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270억 달러이며, 2014년 

말까지 사업 참여기업들의 투자금은 약 80억 달러임.

- 이와 함께 Mikhelson 회장은 2017년으로 예정된 야말-LNG 사업의 액화플랜트 1단계 

가동을 위해 중국은행 및 자국은행과 2015년 상반기 자금 지급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고 밝힘.

※ Novatek은 지난 5월에 중국으로부터 야말-LNG사업의 액화플랜트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음.

※ 야말 LNG사업의 액화플랜트 1단계 가동은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액화

트레인 1기의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임. 액화플랜트는 총 3기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연간 LNG 생산용량은 총 1,650만 톤임.

- 야말-LNG 사업에는 Sabetta지역 내에 항구 및 공항 건설을 포함한 수송인프라 구축이 포

함되어 있으며, Mikhelson 회장은 2014년 말까지 항구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LNG는 중국으로 27%, 아·태지역으로 36%, Gazprom 
Neft를 통해 인도시장으로 3백만 톤 등 100% 선계약 되었다고 덧붙임.

ㅇ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Novatek이 운영하고 있는 야말반도 인근지역인 북극 카라해에 

위치한 Gydan반도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 및 수출세 면제도 약속함.

※ 2013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야말반도 가스 액화사업(야말-LNG 사업)의 가스물량

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Gydan반도 가스전들에 대해 지하자원채굴세 및 수출세 면제

를 지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38호(2013.10.25일자) p.42 참조).

- 전문가들은 Gydan반도에 대한 세재혜택이 실시된다면 Novatek은 약 43억 달러의 경제

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Gydan반도에는 지금까지 총 13개의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이들 매장지의 총 추정매장

량은 가스 약 2Tcm, 가스콘덴세이트 약 4,000만 톤으로 추산됨.
(Reuters, 2014.10.21; Interfax; VZ.ru,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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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화당의 과반수이상 상원의석 차지로 변화 예상

ㅇ 11월 4일에 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을 거두며 하원에 이어 상

원에서도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어온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공화당의 압박으로 Keystone XL 송유관의 건설을 60일 

내에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가 극심하게 

반대하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최종승인을 보류해온 상태임.

※ TransCanada社는 캐나다 앨버타州에서 생산되는 중질원유를 미국 네브라스카州로 수송하

고, 노스다코타州 Bakken 지대의 원유를 미 멕시코 만으로 수송하기 위해 2008년 9월 미 

국무부에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의 Reince Priebus 의장은 새 의회가 2015년 1월에 출범하게 되면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승인을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 해당 송유관의 건설 승인을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지지가 필요함. 그
러나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에 이미 동 법안에 대해 57명의 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 60명이 지지할 경우, 공화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를 

막고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수 있음.

ㅇ 한편, 향후 2년 동안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각자의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

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재심사를 거치게 됨. 재심사 과정에서 의원 2/3 이상이 찬성

하게 되면 대통령도 더 이상 해당 법안을 거부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3 의석을 확보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ㅇ 또한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은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며, 또한 그동안 오

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을 반대해온 James Inhofe 공화당 의원이 오클라호마州에서 당

선되고, 향후 연방의회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의 

위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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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공화당은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한 환경청(EPA)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움직

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PA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미국 

내 신규 및 기존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4-24호(7.4일자) p.3~9 참조).

ㅇ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크게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공화당 의

원들은 원유 수출 허용이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2016년에 있

을 대통령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음.

-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의 의장자리

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Lisa Murkowski 공화당 의원 역시 그동안 원유 수출을 허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원의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원유 

수출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ㅇ LNG 수출의 경우, 계획 중인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국의 

LNG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화당은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빠른 속도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임.

- Mitch McConnell 공화당 원내대표는 향후 의회에서 논의될 사안 중 하나로 LNG 수출 

관련 법안을 선택한 바 있음.

ㅇ 이 밖에도 공화당은 그동안 논외 대상이던 네바다州 Yucca산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및 

한층 완화된 에너지효율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일 것임.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2014.11.5; Oil Daily; Reuters, 2014.11.6)

□ TransCanada社의 Energy East 프로젝트 관련 논쟁 발생

ㅇ TransCanada社가 10월 30일 국가에너지위원회(NEB)에 Energy East 송유관 건설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송유관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낮다고 주장함.

- TransCanada의 Energy East 프로젝트는 12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송유관 건설 프로

젝트로 캐나다 서부에서 생산되는 최대 110만b/d의 원유를 동부의 퀘벡 및 뉴브런즈윅

州,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임.

- 해당 프로젝트의 반대자들은 동부 지역으로 공급되는 비싼 수입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송유관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산 셰일오일이 이미 저렴

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Enbridge社의 Line-9 송유관이 2015년에 운영을 개시하면 캐나다 서부 및 

Bakken 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 30만b/d가 동부 지역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Suncor社는 Montreal에 위치한 자사의 16만b/d 규모 정제시설이 고도화를 통해 서

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질원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5년에 가동되는 

Line-9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 Valero Energy社 역시 Line-9을 통해 Quebec City의 26.5만b/d 정제시설로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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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을 계획임.

-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특히 WCS(Western Canadian Select)와 

WTI(Western Texas Intermediate) 간의 가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 점 역시 해당 프

로젝트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ㅇ 한편, 프로젝트의 경제성 외에도 가스 가격 인상, 가스 공급부족, 환경문제 등 Energy 
Eas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TransCanada는 자사의 기존 Mainline 가스관 6개 중 2개를 송유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퀘벡州의 산업용 가스소비자들과 가스 유통기업들은 가스관 

전환으로 인해 중부 지역에서 가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수요 시에 가스 부

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퀘벡州 St. Lawrence 강 주변지역의 정치인 및 사업가들은 Energy East 송유관이 

건설된 다음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온 관광산업과 해

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Oil Daily, 2014.10.31; The Globe and Mail, 2014.11.2)

□ BG Group, Prince Rupert LNG 수출프로젝트 연기 발표

ㅇ 영국 석유·가스 생산기업인 BG Group은 현재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서 추진 중인 Prince 
Rupert LNG 수출프로젝트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10월 28일 발표하였음.

- Prince Rupert LNG 수출프로젝트는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NEB)로부터 LNG 수출을 

승인받았으며, 당초 2016년에 착공에 들어간 다음 2021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였음.

- BG Group 캐나다법인은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LNG가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모해나갈지 지켜보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연기한다고 밝혔음.

- 이에 Rich Coleman B.C.州 천연가스개발부 장관은 프로젝트 계약이 모두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이 BG Group과 동일한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잠재웠음.

ㅇ Prince Rupert LNG는 연간 2,100만 톤(700만 톤/년 규모의 액화트레인 3기)의 액화플랜

트 건설 및 운영사업으로 2단계에 걸쳐 시행됨. 1단계에서는 액화트레인 1, 2가 건설되며 

2단계에서 액화트레인 3이 건설됨.

- BG Group은 Spectra Energy社와 Prince Rupert LNG 터미널 및 B.C.州 북동부 지역

을 잇는 840km 길이의 가스관(용량 4.2Bcf/d)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BG Group은 

50%의 지분을 가지며, 전체 용량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가짐.

- 한편, 2014년 9월 3일 기준 NEB에 신청된 캐나다산 LNG 수출프로젝트는 총 26개이

며,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11개로 대부분 캐나다 서부 해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FID 및 착공이 결정된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Reuters,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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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산 LNG, 아시아 지역에 큰 도움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미국 및 캐나다에서 LNG 수출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미산 LNG가 

아시아 국가들에 공급되면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

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10월 27~30일 기간 동안 개최된 

Singapore International Energy Week 컨퍼런스에서 제기되었음.

- 미국 및 캐나다의 가스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개발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

출이 이루어질 시점을 고려해볼 때, 중 단기적으로 북미산 LNG가 아시아 및 전 세계 

LNG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Black & Veatch Corp.社의 

Hoe-Wai Cheong 에너지부문 부사장은 주장하였음.

-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LNG 수출프로젝트 중 Sabine Pass LNG가 2015년 후반에 

수출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Cameron LNG 역시 착공에 들어갔음. 캐나다에서는 

Petronas社가 Pacific Northwest LNG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12월 중순경에 확

정하여 2015년에는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Petronas는 캐나다 B.C.州가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LNG세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최대 15년 동안 지연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Prince 
Rupert LNG에 참여 중인 BG Group은 2017년까지 FID를 연기한다고 10월 28일 발표

하였음.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미 지역에서 계획 중인 LNG 수출프로젝트 중 극히 일부만

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적은 양의 북미산 LNG가 공급될 것

이며, 그중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임.

- GDF Suez社의 자료에 따르면, LNG 수요는 2025년까지 40% 증가하여 연간 3억5,000
만 톤에 달할 것이며, 수요는 대부분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할 것임. 이
에 따라 북미산 가스를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

- Cheniere社의 경우, 인도네시아 Pertamina 및 한국가스공사(Kogas)와 도입 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특히 올해 아시아로 수송되는 LNG의 현물 가격에 대해 변동성이 크게 나

타나고 있어 파나마운하를 통한 최종수송비용 문제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로의 수송 거리는 가깝지만 가스관 및 액

화설비 등의 건설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관련 조세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주민 단체와의 협상에도 난항을 겪

고 있어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Wood MacKenzie의 Nicholas Browne 연구원은 미국산 LNG가 모두 아시아로 공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Corpus Christi를 비롯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만 해도 대부분의 물량이 유럽 기업들과 계약되어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따라 아

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요를 충당하기가 버거울 것으로 보임.
(Reuters, 2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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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아르헨티나, 전국적 계약조건 표준화를 위한 탄화수소법 개정안 통과

ㅇ 아르헨티나 의회는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10월 30일 통과시켰음.

- 아르헨티나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탄화수소법 개정을 위해 6월 9일
부터 10개州 주지사들과 회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내

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10개州 주지사들과 탄화수소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정을 9
월 17일 체결한 바 있음.

- 당초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이 6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州정부는 이에 반대했으나, 여당 및 국영석유기업 YPF의 지속적 

협상 및 로비에 힘입어 결국 의회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통과됨.

ㅇ 이번 탄화수소법 개정에 따라 표준화된 계약조건이 전국에서 체결되는 모든 석유·가스 개발 

계약에 적용되어 투자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Neuquén 분
지의 Vaca Muerta 셰일지대 등 셰일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탄화수소법에 따르면 자원이 발견된 지역의 州정부가 해당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

지며, 채굴권을 양도하고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짐. 이로 인해 투자기업은 州정부와 직

접 계약조건을 협상해야 했으며, 각 州마다 서로 상이한 계약조건이 적용되었음.

- 탄화수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로열티율이 12%로 표준화되어 적용되며 계약 연장 

협상에 따라 3%씩 증가해 최대 18%까지 적용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자국 내에 3년간 총 2.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판

매하는 생산물의 20%까지 수출세가 면제됨.

- 또한 원유 및 가스 개발 채굴권 계약기간은 현재 25년에서 비전통 자원의 경우 35년, 
전통 자원의 경우 25년으로 표준화됨. 계약 기업이 기존 계약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 만기 시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한편 탄화수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수압파쇄공법 규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힘.
(Wall Street Journal, 2014.10.30; Bloomberg, 2014.10.31)

□ 브라질 Petrobras, 암염하부층 원유 생산 8개월 연속 증가세

ㅇ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의 2014년 9월 원유 생산량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

으며, 이는 5개 신규 유정에서 원유 생산이 개시되고 암염하부층 원유 생산량이 기록적으

로 증가함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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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robras에 따르면, 원유 생산량은 2014년 1월 약 202.9만b/d에서 9월 약 223.7만b/d
로 8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하였음. 또한 2013년 9월 원유 생산량은 약 209.6만b/d로 전

년 동기대비 약 6.7% 증가함.

※ Petrobras의 2014년 원유 생산 목표는 2014년 207.6만b/d로, 2013년 약 193.1만b/d 대비 

7.5%정도 증가하는 것임.

자료 : Petrobras

< Petrobras 월별 원유 생산량 >

(단위: 만b/d)

ㅇ Petrobras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량 증가세가 10월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전망

되며,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가동에 따라 PapaTerra 유전과 Sapinhoa 
Norte 유전에서 2014년 내 추가적인 생산 개시가 이루어질 것임.

- Iracema Sul 암염하부층 유전에 최대 원유 15만b/d 및 천연가스 8MMcm/d 생산이 가

능한 FPSO 1기(Cidade de Mangaratiba)가 10월 14일 생산을 개시하였음.

- 또한 PapaTerra 유전의 P-61 플랫폼의 생산 개시가 11월에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FPSO 1기(Cidade de Ilhabela)가 Sapinhoa Norte 암염하부층 유전에 설치되어 2014년 

내 생산 개시가 이루어질 계획임.
(International Gas Report, 2014.10.20)

□ 중남미-중국, 에너지협력 강화 필요성 주장

ㅇ 제5차 중남미-중국 에너지협력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Latin America)가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에 참석한 양측 전문가들은 중남미-중국 간 에너지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CAF)의 Hamilton Moss 부회장

은 향후 10년간 중남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최소 7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투자(석유 

390억 달러, 가스 260억 달러, 전력 60억 달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

한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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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의 Liu Kegu 전 부국장은 양측 간 협력

을 통해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남미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 구조 및 인프라가 아직 취약하고, 자본 및 노동이 부족함. 반면 

중국은 풍부한 자본 및 노동을 공급할 수 있고, 경제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에너지부문은 상호 보완적임.

-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의 Ding Yifan 부소장은 현재 양측 간 거래에서 달러화를 결재통화로 사용함에 

따라 환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달러화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Ding Yifan 부소장은 중국이 최근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발전

을 이루고 있고, 향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힘.

ㅇ 한편,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남미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
바) 순방 이후 중남미-중국 간 에너지부문의 투자 및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브라질 석유 자원 개발부문에 총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왔으며,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 베네수엘라에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2014년 7월 합의한 바 있음.

- 최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에 따라 중남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은 미국으로의 원
유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중국 등 아시아로의 원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Trade News Latin America,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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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영국, 세계 최초로 초저탄소배출구역 지정 추진

ㅇ 영국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이 런던 중심부에 세계 최초로 초저탄소배출구역

(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해당 계획은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통과될 경우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초저탄소배출구역 지정은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런던 시장이 

내놓은 계획으로, 해당 구역은 기존의 혼잡통행료 징수구역(congestion charge zone)과 일

치하도록 설정될 계획임.

- 런던 교통국은 초저탄소배출구역 설정을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NOx)과 미세먼지(PM 10)를 최소 절반 이상 감축하고자 함.

- 해당 계획에 따르면, 초저탄소배출구역을 지나는 모든 차량은 신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

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규 기준은 차량 크기와 사용 연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디젤 자동차와 소

형 승합차의 경우 Euro 6을 충족해야함. 연식이 4년 이상 된 차량은 사실상 초저탄소배출구

역을 지날 수 없게 되며, 지날 경우 일일 12.5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함.

※ EU는 금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한 Euro 6을 시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시행되었

던 EU의 배출가스 규제 가운데 가장 엄격한 Euro 6는 2009년에 시행되었던 Euro 5 보다 NOx

의 경우 80%, 미세먼지는 6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제시함.

- 택시와 개인 임대차량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는데, 이들은 2018년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로인 경우에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런던 중심부에서 운행되는 모든 이층버스는 

2020년까지 무공해 하이브리드 일층버스로 대체되어야 함.

ㅇ 그러나 환경단체 Clean Air in London은 ‘런던 교통국의 이번 계획이 가져다 줄 건강상의 이

득은 크지 않다’고 밝히며, 오염지역에서 발암성 디젤 배기가스 배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만

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함.
(ENDS Europe, 2014.10.29)

□ EU,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6.5억 유로 투자 결정

ㅇ EU가 유럽기간망연결 프로그램인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에 따라 역내 주요 에너

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약 6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9일 발표함.

- 2011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프로그램인 CEF는 역내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

축·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EU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인사이트 

제 13-22호(2013.6.14일자) p.43 참조). 2014~2020년 동안 CEF의 전체 예산은 약 330억 

유로이며, 에너지 부문에는 약 59억 유로가 편성됨.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0호 2014.11.7

※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는 CEF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우선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for Common Interest, PCI)에 선정되어야 함. PCI는 2011년 발표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

인인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rans-European energy network)’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과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해 EU가 자금지원 대상 사업을 선발하는 프

로젝트임(인사이트 제13-40호(2013.11.8일자) p.52 참조). 집행위원회는 2013년 10월 248개 사업을 

PCI로 선정한 바 있음.

- 이번 투자 결정은 CEF 프로그램 하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금지원 대상에 선정된 프

로젝트는 총 34개임(가스 부문 16개, 전력부문 18개).

- 각 프로젝트는 총 소요비용 중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하지만 역내 에너지 안보를 증대하고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데 명확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총 비용 중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액의 상당부분은 중·남부 유럽 및 발틱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파이프 및 LNG 
수송 터미널 건설 등과 같은 가스 부문 프로젝트(약 4억 유로)에 할당될 예정임.

- 전력 부문에 혁신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들 또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영국과 노르웨이

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저 인터커넥터(700km)와 아일랜드와 영국(북아일랜드) 국경 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이에 포함됨.

ㅇ 집행위원회는 범유럽 차원의 에너지 네트워크로부터 일부 회원국들이 고립되는 것을 막고, 유
럽 에너지 단일시장 구축하는 데에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Günther Oettinger EU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함. 

ㅇ 한편, 집행위원회는 금년 안에 자금지원 대상 명단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며 다음 자금지원 대

상 프로젝트는 2015년에 발표할 계획임.

      (EC 홈페이지, 2014.10.29)

□ EU, ‘2020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전망

ㅇ EU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EU의 ‘2020 기후·에너지’ 목표

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10월 28일 발표하였음.

※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을 20% 확대하며, 에너지효율을 20% 개선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 중임(인사이트 제 14-5호(2.14일자) p.16 참조).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대비 1.8% 하락하여 

1990년 대비 약 19% 감축되었음. EEA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럽환경청은 재생에너지 소비비중과 에너지효율 목표 역시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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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은 약 14%였으며, 에너지소비는 2020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회원국별로 봤을 때, 현재까지 세 가지 목표 달성에 있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영국, 덴마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등 9개 국가임.

- 유럽환경청 Hans Bruyninckx 청장은 ‘EU의 정책과 방침이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현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목표 달성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EU는 지난 10월 24일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에 최종 합의하였음.

- 합의안에 따라 EU 28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소비비중과 에너지 효율을 각각 최소 27% 확대해야함.

 자료 : EEA

< EU 회원국의 ‘2020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전망 >

  

(EEA 홈페이지; Reuters, 2014.10.28)

□ 독일, EU 제재 영향으로 對러시아 수출 급감

ㅇ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 8월 독일의 對러시아 수출액이 23억 유로를 기록, 전년 동월 대

비 26.3% 감소했다고 10월 29일 발표함.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부터 발효된 EU의 對

러시아 제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EU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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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에너지 등 핵심 부문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

하였음. 해당 제재안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은행 및 이들 자회사는 EU 역내자본시장에서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 및 여타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또한 EU 

회원국은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일부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할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인사이트 제 14-27호(8.1일자) p.48 참조).

- 1월~8월 동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하락하여 약 203억 유로를 기록함.

-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은 EU 제재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중국 업체들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쳐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독일 중소 제조업체에 있어 러시아는 세계 4위의 수출시장임.

-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1월~8월 동안의 수

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 하락하였음. 또한 기계장비와 화학제품 수출액은 각각 

17.2%, 5.9% 감소하였음.

- 독일의 전체 수출액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하지만, 對러시아 수

출 감소는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독일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2%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Financial Times,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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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IEA, 아프리카산 가스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요 대체할 것으로 전망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2040
년에는 러시아를 뛰어넘는 글로벌 가스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힘.

- IEA는 지난 10월 16일 ‘아프리카 에너지전망(Africa Energy Outlook)’을 공개했으며, 
IEA의 수석 경제학자 Faith Birol은 지난 10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면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LNG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힘.

- 또한 Birol은 유럽의 투자자들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의 LNG 프로젝트에 투자함으

로써 향후 유럽의 가스수입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힘.

- 이 발표에 참석한 EC의 에너지정책 담당자 Dominique Ristori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EU와 아프리카 사이에 새로운 수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힘.

ㅇ IEA 보고서의 ‘신정책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에 따르면, 2040년 모잠비크, 나
이지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은 연간 약 

230B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IEA는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석유·가스자원 중 약 30%가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밝힘. 199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스 생산은 

약 7Bcm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8Bcm까지 증대되었음.

- IE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스 생산량이 2020년에 80Bcm, 2030년에 160Bcm으

로 연평균 5%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이 중 약 절반 정도가 발전용 가스로 내수

에서 소비되고, 나머지가 유럽 등지로 수출될 전망임.
(IEA; EurActiv, 2014.10.30)

□ 그리스･이집트･키프로스, 터키의 해상 가스탐사 중단 요구

ㅇ 그리스, 이집트, 키프로스 등 3개국 외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키프로스 니코시아

에서 열린 회담에서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해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 매장지 탐사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3개국 외무부 장관은 터키 정부가 지난 10월 초 탄성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지질

조사용 선박 Barbaros를 배타적경제수역(EEC) 안으로 보낸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터

키의 행동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장관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키프로스 해상경계 내에서의 모든 탄성파 

탐사 작업을 중단할 것을 터키 정부에 요청함. 이는 동지중해 해상에서의 천연가스 

탐사·개발권에 대해 주변국들 간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발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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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는 민족적으로 터키계 키프로스(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 키프로스(남키프로스)로 분리되

어 있으며, 그리스계 키프로스만이 국제사회에서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

※ 지난 2011년 터키와 북키프로스는 해상 가스전 탐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해상 자원에 대한 북키프로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남키프로스의 가스시추 

작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음.

ㅇ 한편, 이스라엘도 11월 5일 성명서를 통해 남키프로스의 해상 천연가스 탐사를 지지한

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터키가 남키프로스의 고유한 가스 탐사 개발 권한을 존중하고,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현재 터키와 터키계인 북키

프로스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남키프로스가 가스 탐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스가 발견된 지역이 키프로스 해상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향후 

이스라엘과 키프로스 양국이 가스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 이스라엘과 터키 양국 간 관계는 지난 2010년 이스라엘이 구호물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터키측 선반을 폭격함에 따라 크게 악화됨. 지난 8월에는 터키 총리가 팔레스

타인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함.

ㅇ 남키프로스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약 5~8Tcf의 가스가 발견된 바 있으며, 2013년 외

국기업들이 남키프로스 정부와 광구 탐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이탈리와 Eni(보유지분 80%)와 한국 KOGAS(20%)는 키프로스 해상 Aphrodite 가스

전 입찰에 참여해, 2013년 1월 Block 2, 3, 9의 탐사권을 낙찰 받았음. 프랑스 Total은 

2013년 2월에 Block 10, 11의 지분 전량을 낙찰 받았음.
(Press TV; Al Arabiya News, 2014.10.29; Rueters; The Times of Israel, 2014.11.5)

□ 카타르, 유가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재정 흑자 달성할 전망

ㅇ 시장조사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와 언론매체 Gulf News 등에 따르면, 카타

르는 최근 유가 하락에 의한 시장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카타르 정부는 세계석유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규모 인프라 프

로젝트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원유 과잉공급과 수요위축, 달러강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유가에 하방압력이 증

대됨에 따라, 최근 카타르를 포함한 OPEC 회원국들이 OSP(Official Selling Price)를 

연이어 인하했음.

- 대규모 LNG 수출국으로 손꼽히는 카타르는 그동안 가스판매가격을 유가연동방식으

로 책정해왔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 가스판매수익도 영향을 받게 됨. 또한 카

타르산 LNG의 약 80% 수출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카타르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전망임.

- 그러나 Gulf News에 따르면, 카타르는 2014~201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9
월까지 6개월 간 배럴당 약 104.8달러로 원유를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카타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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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인 배럴당 71달러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2014년 1~9월 카타르 원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105.59달러였음.

- 상반기 동안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유가가 배럴당 65달
러까지 하락하더라도 카타르는 이번 회계연도에 약 73억 리얄(약 20억464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해당 분석이 발표된 8월 이후 유가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음.

- 한편, 카타르는 지난 2013년부터 기존에 장기로 계약을 체결했던 자국산 가스구매자

들에게 단기계약을 제안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시장상황에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임. 
이에 따라 장기계약이 아닌 5년 단위 단기계약을 독일 E.ON과 말레이시아 Petronas와 

각각 체결한 바 있음.

- 또한 카타르는 2030년 국가비전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 6,6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와 2022년 월드컵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IMF에 따르면, 신규 프로젝트로 인한 비용초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 약 15%의 

일정은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ㅇ EIU는 카타르 정부가 탄화수소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재정수익에 타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기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유가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카타르 정부도 재

정긴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10.29; Gulf News, 2014.11.2)

□ 사우디 석유화학산업, 유럽･중국 수출시장 더딘 회복으로 3분기 석유화학산업 수익 감소

ㅇ 사우디 국영석유화학기업 Saudi Basic Industries Corp.(SABIC)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5% 감소했다고 10월 26일 발표함.

- SABIC은 지난 7~9월 순이익이 약 16억5,000만 달러(약 61억8,000만 리얄)로 전년 동

기의 약 17억2,500만 달러(약 64억7,000만 리얄)보다 감소했다고 사우디 증권거래소 

Tadawul의 웹사이트를 통해 밝힘.

- 당초 SABIC은 3분기 순이익이 약 17억6,700만 달러(약 66억3,000만 리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요 소비시장인 유럽의 경제회복과 중국의 수요증가가 예

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져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순이익이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3분기 순이익은 2분기 순이익인 약 17억2,100만 달러(약 64억6,000만 리얄)보다도 약 4.3% 

하락한 것임.

ㅇ SABIC은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Saudi Aramco로부터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

로 공급받아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나, 최근 계속된 유가 하락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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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Reuters에 따르면,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료 및 최종소비재 가격이 함께 하락

함에 따라 SABIC의 3분기 순이익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해 SABIC의 최고경영자 Muhammad al-Mady는 유가 하락이 계속되지는 않

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으며, 중국에서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겠

다고 밝힘.
(Reuters; Wall Street Journal, 2014.10.26, MEES;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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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말레이시아, 팜오일 함유기준을 상향조정한 ‘B7 바이오디젤 혼합안’ 실시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4년 들어 국제 팜오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팜오일의 재고량을 감축

하기 위해 11월부터 바이오디젤 연료의 팜오일 함유량을 기존 5%에서 7%로 높이는 ‘B7 바
이오디젤 혼합안(B7 Biodiesel Blend Plan)’을 실시한다고 10월 28일 발표했음.

- 말레이시아 팜오일 가격은 국제시세에 연동되어 있으며 2014년 1~8월 기간 동안 약 28% 
하락해 9월 2일 1,914링깃/톤(약 575.82달러/톤)을 기록했음. 9월 현재 팜오일의 재고량은 

200만 톤임.

- 말레이시아 Douglas Uggah Embas 산업상품부 장관에 의하면, ‘B7 바이오디젤 혼합안’의 

시행으로 경유 사용량이 연간 6억6,760만 리터만큼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B7 바이오디젤 혼합안’은 11월에 말레이시아 서부지역(말레이 반도)에서 우선 실시되

며, 말레이시아 동부지역(Sarawak州, Sabah州, Labuan州)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될 예

정임.

ㅇ 한편, 말레이시아는 향후 바이오디젤의 팜오일 함유량을 10%까지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

이며, 이에 대한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음.
(Reuters, 2014.10.28)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심해 개발(IDD)’ 생산 개시 시점 2년 연기

ㅇ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심해 개발(Indonesia Deepwater Development, IDD)’ 가스 프로

젝트의 2단계 추진구역에서 추가 매장지가 발견됨에 따라 IDD에 해당되는 5개 가스전의 생

산 개시 시점을 2020년으로 2년 연기한다고 10월 28일 발표했음.

※ IDD 가스 프로젝트는 120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쪽에 위치한 Kutal Basin

에 있는 5개 심해 가스전(Gendalo, Maha, Gandang, Gehem, Bangka)을 대상으로 함. 

IDD를 통해 생산된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Bontang LNG 플랜트로 수송되

어 액화될 것임. Chevron이 지분 80% 보유하고 있으며, 20%는 Eni가 보유하고 있음.

- IDD 가스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Chevron은 프로젝트 1단계에 속하는 Bangka 가
스전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했고, 이에 따라 현재 Bangka 가스전의 시추 작업이 진

행 중이며, 2016년에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Chevron은 IDD 2단계 구역에 속하는 Gendalo 가스전과 Gehem 가스전에서 추가 매장지

가 발견됨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의 FID를 연기하

겠다고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생산 감독기관 SKKMigas과 Chevron은 Gendalo 가스전과 Ge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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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의 매장량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전에서의 생산 개시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2
년 연기하여 2020년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Chevron는 Gandalo 및 Gehem 가스전 개발을 위한 총 투자비를 40억~70억 달러로 추산

하고 있음. 한편, 2개 가스전에서의 생산량은 천연가스 1.1Bcm, 콘덴세이트 47,000b/d로 

예상됨. 

자료 : Chevron

< IDD 가스 프로젝트 광구 위치 >

(Chevron 홈페이지; Bloomberg, 2014.10.16; Reuters, 2014.10.28)

□ 인도네시아, Lampung LNG 도입터미널 상업운전 개시

ㅇ 인도네시아 West Java 지역의 가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Lampung 도입터미널

이 10월 26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음. 

- West Java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서북부 Java 해에서의 가스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Lampung 도입터미널과 Nusantara 도입터미널이 West Java 지역의 주요 가스공급

원으로 될 것임. 2개 도입터미널의 설비용량은 연간 480만 톤임.

※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가스 생산은 감소한 반면, 산업용 및 수송용 LNG 소비는 증가함에 

따라 2018년 미국산 LNG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연간 300만~350만 톤의 

LNG을 수입할 예정임(인사이트 제14-36호(10.10일자) p.65 참조). 이에 LNG 수입을 위한 

도입터미널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인도네시아의 평균 LNG 가격이 MMBtu당 13~16달러인 데에 반해, West Java 지역의 제

조업계는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가스를 MMBtu당 10달러에 구입하고 있음. 국영

가스공급기업 PGN(Perusahaan Gas Negara)가  West Java 지역의 LNG를 공급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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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내 기업들은 가스 구입에 3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가스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West Java에 있는 여러 업종 중에 가스를 많이 소비

하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요업과 금속업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분석함. 

-

ㅇ 한편,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인도네시아 Joki Widodo 대통령이 2014년 말까지 연료 보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LNG 가격은 향후 더 인상될 것

으로 예상됨.
(Wood Mackenzie, 2014.10.26)

□ 미얀마 야당 Suu Kyi 대표, 미얀마 민주화 개혁 추진 정체 비판

ㅇ 미얀마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Aung San Suu 
Kyi 대표는 2011년 3월 시작된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미국 및 서방국

가들은 미얀마 개혁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1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음.

- 2011년 3월 미얀마 Thein Sein 대통령의 취임으로 준민간정부가 등장하면서 개혁이 본격

화되었음. 

※ 2011년 3월 미얀마 Thein Sein 대통령은 정치·사회와 국제관계에 집중한 1단계 개혁의 일환으로 

2010년 가택 연금이 해제된 Suu Kyi 대표와의 대화 개시, NLD의 보궐선거 참여 허용, 정치범 석

방, 언론 자유화 등 분쟁 종결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했음. 2012년 6월 시작된 2단계 개혁

은 경제 개혁으로 규제 완화와 자유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2년 상반기에 시작된 3단계 

개혁은 행정 개혁임. 한편, 미얀마가 개혁을 시작한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준민간정부의 군

부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NLD Suu Kyi 대표는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이 2013년 초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여 지난 2
년 동안 주요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의 내

부사정에 대해 모른 채 미얀마 민주화 개혁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음.

ㅇ 지난 10월 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Thein Sein 대통령 및 Suu Kyi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 및 인권 개선, 2015년 대선의 민주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11월 12일 미얀마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

은 Sein 대통령과 Suu Kyi 대표를 만날 예정임.

- 미얀마는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헌법 조항이 수정되어 NLD Suu Kyi 대표가 출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군부에서 제정한 현행 헌법에서는 배우자

나 자녀가 외국인이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Suu Kyi 대표

는 2015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음. 

- 전문가들은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에 Suu Kyi 대표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

로 예상함. 미얀마 정부는 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 의지가 있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Chindia Plus 11월호; Wall Street Journal; Reuters,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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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bbott 총리, UN IPCC의 기후변화평가보고서 권고에 반박

ㅇ 호주 Tony Abbott 총리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11월 2일 발표한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의 화석연료 사용에 

관련된 내용에 반박하며 호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석탄 사용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11
월 4일 밝힘.

-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 

40~70% 감소시키고,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0~80%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보고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21세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고 경고했음.

※ IPCC는 전 세계 195개 회원국의 과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로 기후변화 추세, 원인,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학적·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5~6년마다 발표하

고 있음.

- 이미 Abbott 총리는 지난 10월 13일 석탄이 향후 수십 년간 인류의 진보를 이끌 것이

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7월 탄소세를 폐지했으며,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에게 

‘배출 감소 기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Direct Action 법안이 10월 31일 상원에 통과되었

음(인사이트 제14-39호(10.31일자) p.65 참조).

ㅇ 한편, 11월 15~16일 호주 Brisbane에서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G20가 개최될 예정임.

- 당초 호주 정부는 G20 2014 의제에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

나, 10월 말 의제에 포함시키는 데 최종 동의했음.

-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함.
(Sydney Morning Herald, 2014.11.4)



  해외정보분석실에서 '해외에너지 시장동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배너 “해외에너지 시장동향”
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의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요단신 등을 권역/국가별로 보실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

<단위 표기> Mcm: 1천m3 MMcm: 1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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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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