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호
2015. 2. 27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중국 에너지부문 12.5계획 평가 및 13.5계획 전망

  2014년 러시아의 석유·가스부문 평가 및 향후 과제

  일본 원전, 당초 예상보다 재가동 시기 지연

  미, ’15년 여름 가스가격 $2/MMBtu대로 하락 예상

  미 오바마 대통령, Keystone XL 프로젝트 거부권 행사

  아르헨티나, 중국과 기술이전을 통한 2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프랑스-스페인, 세계 최장 지하 전력케이블 운영 개시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7호
2015. 2. 27 

   중국 에너지부문 12.5계획 평가 및 13.5계획 전망 p.3

  2014년 러시아의 석유·가스부문 평가 및 향후 과제 p.25

중국
∙ 중국 태양광발전, ’14년 신규 계통연계 설비용량 1,060만kW 달성

∙ 중국 국가전력망, 러시아 Inter RAO UES와 세계 최대 화력발전소 협력 건설 추진

∙ 중국 남서부 연해지역의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2015년 하반기 가동 예정

p.39

일본
∙ 일본 원전, 당초 예상보다 재가동 시기 지연

∙ 일본 기업, 수소 충전소 관련 사업 활발

∙ Marubeni, 카타르 국영 전력회사와 해외발전사업 제휴

p.42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경제개발부, 2015년 對유럽 가스가격 35% 하락 및 가스수출 증가 전망

∙ Gazprom, 對중국 가스공급 일정 차질 없이 진행

∙ Sakhalin Energy社, 對아･태지역 수출용 새 유종 ‘Sakhalin Blend’ 발표  

p.46

북미

∙ 미 오클라호마州, SCOOP 셰일지대 경제성, Bakken·Eagle Ford층 상회

∙ 미, ’15년 여름 가스가격 $2/MMBtu대로 하락 예상

∙ 미 오바마 대통령, Keystone XL 프로젝트 거부권 행사

∙ 캐나다 B.C.州, 소규모 LNG 프로젝트 통해 LNG 수출 추진 예상

p.50

중남미
∙ 아르헨티나, 중국과 기술이전을 통한 2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 아르헨티나, ‘14년 원유·가스 생산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브라질, WEF에서 ‘15년 경제 성장 전망 발표 

p.54

유럽
∙ 프랑스-스페인, 세계 최장 지하 전력케이블 운영 개시

∙ EU 집행위원회,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 EU 통계청, EU 에너지 소비 2006년 이후 감소세

p.56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5개년 경제개발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규모 자금 투자 계획

∙ 사우디 국영기업 Aramco,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인한 차입

∙ 리비아, 무장단체 파이프라인 공격으로 인한 석유 생산 급감

p.60

아시아
호주

∙ 태국 투자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고부가가치 부문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 인도, 저유가 영향으로 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

∙ 호주, 탄소 배출 감축 기금 경매 4월 15일로 연기 

p.6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3

중국 에너지부문 12.5계획 평가 및 13.5계획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jykang@hufs.ac.kr),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진주(jjpark14266@keei.re.kr) 

▶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축으로, 현재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진행 중임.

▶ 12.5계획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신에너지 개발 및 자원 절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었으며, 전력, 석탄,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비전통

가스, 에너지수송, 대기오염 등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치에 

상당 수준 근접하였다고 평가됨.

▶ 특히,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은 이미 12.5계획 기간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석유생산량 역시 2015년까지의 목표치를 1년 앞서 달성하였음. 

▶ 13.5계획이 진행되는 2016~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마지막 5년이자,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의 성과를 거두는 5년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음.

▶ 13.5계획에는 국유기업 개혁, 행정관리체계 개혁, 문화체제·사회보장제도·생태환경

체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12.5계획에서 선정되었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13.5계획 중 에너지부문에 있어서는 석탄소비량 감소를 통해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5대 에너지 종합기지와 원전 및 석유·가스 개발벨트 구축을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으로 전망됨.  

1. 중국 5개년 계획의 의미와 수립과정

ㅇ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축으로, 지난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현재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진행 중임. 

- 2006년에는 기존의 5개년 ‘계획(計劃)’을 5개년 ‘규획(規劃)’으로 개칭하였

음1). 이는 경제·사회 체제, 메커니즘, 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 갱신을 통해 기

존 계획경제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됨.

- 실제로 2006부터 중국은 빈부격차 해소, 지역격차 축소, 조화로운 사회 건설, 
에너지 절약형 사회 구축, 발전과 환경보호를 같이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순

환경제 등을 강조하고 있음. 

ㅇ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됨.

1) 중국은 1차~10차까지는 ‘계획’, 11차부터는 ‘규획’이라고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모두 ‘계획’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1953년에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 
기존의 5개년 
‘계획(計劃)’을 
5개년 ‘규획(規劃)’
으로 개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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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위원회, 省·市·區 등이 전년도 경제·사회 상황 및 지난 5개년 계획

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무원에 계획(안)을 제출 → 국무원이 이를 기초로 

전체적인 계획을 완성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 → 중국공산당 중

앙위원회가 해당 계획(안) 심사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개년 계획 건의

(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송부 → ‘5개년 계획’으
로 확정 후 국무원령으로 시행

2.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ㅇ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정부가 2020년
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늘려 전면적인 소강

(小康,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중국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됨. 

※ 소강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 중산층 사회를 말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적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임. 여기에 경제, 
사회 및 환경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강조되면서 환경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

상함. 

- 그러나 중국은 공업화 및 도시화의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중국은 현재 기계, 철강, 자동차산업 등이 경기를 주도하는 공업화 중기, 

즉 중화학공업 단계에 진입해 있음.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향후 20년간 7% 내외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

국은 매년 최소 약 4%의 에너지 수요 증대가 예상됨. 

･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3%로 선진국보다 80~100년 뒤처

져있지만 도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농촌의 3.5배에 이름. 또한 중국

은 도시화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1,400만 명의 도시 인구가 증가하

는데, 도시 인구 증가는 주거 공간, 자동차 보유량, 가전제품 사용 확대

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 중국은 2050년까지 도시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중공업에 편중되면서 교통과 건축 부

문의 절감은 도외시되고, 행정관리 측면만 강조되어 기술적인 혁신이나 개조 

등에 대한 적절한 장려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성장지상주의식 

경제발전 전략이 과도한 에너지소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ㅇ 이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에너지 절약 등 효율적 에너

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극한 중국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중국은 공업화 및 
도시화의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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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

석에너지 비중은 15%로 높이고, 석탄 비중은 62% 미만으로 억제하고, 에너

지 자급률을 약 85%선에서 유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2020년 

에너지 소비는 과거 20년 전보다 15~27%까지 절감할 수 있고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도 매년 2.3~3.7%까지 절감 가능함. 

- 특히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신에너지 관련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유의미한 정

책으로 판단되는 것은 2006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이

고, 법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 사례로는 풍력발전을 들 수 있음.

･ 13.5계획에서도 풍력 관련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장기 에너지 수급 및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총리급 위원회인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ttee, 
이하 ‘NEC’)를 설립하였음.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10년 1월 설립, 2013년 7월 조직개편이 진행되었음.

･ NEC의 주 업무는 국가에너지 발전전략의 초안을 작성하고, 에너지 안보

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며, 자국의 에너지 개발 및 국제협

력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임. 

ㅇ 한편, 중국은 에너지 외교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

고 있음. 중국 에너지 외교의 목표는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안
전한 해양 수송로 확보, 에너지효율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진보임.

3. 12차 5개년 계획 평가: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 12.5계획의 수립 배경 및 특징

ㅇ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은 2010년 10월 중국공

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검토되고, 이듬해

인 2011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이 발표됨. 

- 11.5계획(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

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에너지 절

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등 과학기술과 환경보호 분

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 시장 거품 및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의 대응 등은 여전히 미흡하였음. 

- 12.5계획은 중국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신에너지 
개발 및 자원 절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었음. 

                 
                 
   

“중국은 에너지 
외교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 외교의 
목표는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안전한 해양 
수송로 확보,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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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5계획에는 민생 부문의 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의식이 강조되고 녹색경제가 제시되었음.

- 소득분배에 있어서 11.5계획이 연 10%의 임금 상승률을 적시한 반면, 12.5 
계획은 경제성장률의 배에 달하는 연 13% 이상의 임금 상승을 주문하였음.

- 또한 8% 성장률 불퇴론에서 벗어나 7%대 성장률을 제시해 중국이 중속 경

제발전시대로 진입했음을 천명하였음.  

- 최근 중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많은 집단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

국 인민들이 과거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조방형 경제성장방식이 가져온 폐해

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환경보호 및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12년에 중국의 새 지도부를 구성한 시진핑-리커창 체제 역시 양적 성장 위

주에서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주력하고 있음. 

□ 12.5계획 중 에너지부문의 주요 내용2)

ㅇ 12.5계획 에너지부문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생산과 공급능력 확보,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화, 국가종합에너지 기지 

건설, 생태환경보호 등임.

- 특히 신쟝, 서남, 산시, 네이멍구 동부, 오르도스분지 등 서부지역에 5대 에

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동부 연해지역에 원전 개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자료 : 중국 국무원 ‘에너지발전 12.5계획’

< 12.5계획 기간 중국의 국가종합에너지기지 구상도 >

2) 12.5계획 중 에너지부문은 ‘에너지발전 12.5계획’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6호(2013.2.8일자) p.10~16 참고 바람.

“12.5계획에는 
민생 부문의 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의식이 강조되고 
녹색경제가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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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에너지 수급구조 최적화,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에너지 기술혁신 촉

진, 에너지 거시적 조정시스템 구축, 에너지 관련 시스템 개혁, 에너지 정책 

및 표준체계 정비, 국제 에너지협력 확대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각각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 수급구조 

최적화

- 수력발전, 원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률 증가

- 절약하는 에너지 소비 관념 확산

- 도시가스 수송망 개선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구

-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화석에너지 비중 증대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과 신에너지 산업 간 상호 개발 및 연계 이용 추진

- 대형 에너지 기지 건설 적극 추진

- 각종 에너지 산업 간, 관련 산업 간 협력 활성화

- 에너지 관련 산업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추진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

-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에너지자동차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발전 촉진

- 점진적으로 선진 기술, 설비 및 제품 수출

- 중국 고유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

에너지의 거시적 

조정시스템 구축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거시적 조정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비상대비체계 완비

-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통제력 강화

-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및 에너지 공공서비스 체제 구축

에너지 관련 

시스템 개혁

- 에너지 가격, 세제, 자원, 유통시스템 등 관련 부문의 개혁 점진적 추진

- 민간부문의 에너지 시장 진입 허용

-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에너지 시장체제 구축

 에너지 정책 및 

표준체계 정비

- 에너지 정책과 표준체계를 정비하여 에너지 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

-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확대

- 해외자원 적극 개발

- 에너지 산업의 대외개방 및 에너지 무역 확대

- 양자간,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통해 국제교류 확대

- 에너지 안보 확보

자료 : 중국 국무원의 ‘에너지발전 12.5계획’ 및 중국 언론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 12.5계획 중 에너지부문 주요 내용>

□ 12.5계획 기간 중 에너지부문별 진행경과

ㅇ 전력부문

- 12.5계획 중 전력부문의 핵심은 수력발전 우선 개발, 석탄화력발전 고도화, 원
자력발전 효율화, 신에너지발전 적극 추진,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발전 개발임. 

                 
                 
 

“12.5계획 중 
에너지부문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수급구조 최적화,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 
에너지 거시적 
조정시스템 구축, 
에너지 관련 시스템 
개혁, 에너지 정책 
및 표준체계 정비, 
국제 에너지협력 
확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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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2014년 말 기준 설비용량이 3.0183억kW(전년도 동기대비 7.9% 
증가)에 달해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2.9억kW를 조기에 초과 달성함.

- 석탄화력발전: 2014년 말 기준 설비용량이 9.1569억kW(전년도 동기대비 5.9% 
증가)에 달해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9.6억kW에 거의 근접함.

- 원자력발전: 2014년 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총 21기로 설비용량은 

1,902만kW,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는 총 27기로 설비용량은 2,953만kW에 

달함. 이에 이 둘을 더하면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4,000만kW를 넘어설 것

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관

한 승인을 중단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4년 12월 NDRC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연해지역에서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재개를 선언하였음.  

･ 내륙 원전 역시 12.5계획에 누락되고 관련 프로젝트의 허가가 금지되었

으나, 2014년 5월 쟝시省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원전 부지 선정 관련 내

용을 원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내륙 원전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

이 진행되고 있음.  

- 풍력발전: 중국의 풍력발전 산업은 2014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한 해 

동안 1,981만kW의 설비용량이 신규 추가되었고, 2014년까지의 누적 계통연

계 설비용량이 총 9,637만kW(전년도 동기대비 약 26%증가)에 달함. 이에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1억k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

･ 그 중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설비용량이 42.86만kW로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500만kW에 크게 못 미침. 이에 NEA는 

2014~2016년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 44개를 진행해 전체 설

비용량 1,053만kW를 달성하겠다는 ‘전국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방안

(2014~2016)’을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하였음.  

- 태양광발전: 중국의 태양광발전 산업은 2014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60% 증가한 2,805만kW(태양광

발전소 2,338만kW, 분산형 467만kW)에 달해,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2,100만kW를 이미 달성함.  

 

구분 2015년 목표치 2014년 달성치
전년대비 

증감률(%)

수력발전 2.9억kW 3.0183억kW △7.9

화력발전 9.6억kW 9.1569억kW △5.9

원자력발전 4,000만kW
가동 중 1,902만kW 
건설 중 2,953만kW

△36.1

풍력발전 계통연계  1억kW 9,637만kW △26.0

태양광발전 계통연계 2,100만kW 2,805만kW △60.0

자료 : NEA, NDRC

< 중국 전력부문 설비용량의 12.5기간 목표치 및 달성치 >

“중국의 풍력발전 
산업은 2014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2014년까지의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이 총 
9,637만kW에 달해 
2015년까지의 
목표치인 1억k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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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탄부문

- 석탄산업 12.5계획의 기본방향은 11.5계획 기간과 동일하게 석탄기업의 구

조조정 및 합병, 현대화된 대형 석탄기업의 육성, ‘저석탄’으로의 에너지 소

비구조 전환 등임.

- 중국의 탄소원단위는 2013년에 전년도 동기대비 4.3%가 개선되었고 2005년
도에 비해 총 28.56%가 개선되었음. 또한 2014년 말까지 7개의 저탄소 시범

도시에서 진행된 탄소 거래규모가 총 1,375만 톤에 달함.  

- 석탄소비 감소를 위해 2015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의 석탄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고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1.4%로 확대할 계획인 바, 2014년 3분기

까지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1.2% 하락한 30.3억 톤을 기록함. 

- 중국은 또한 2015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41억 톤 이하로 제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를 11.5계획 기간의 6.6%에서 4.8%로 낮게 설정하였음. 그 결

과 2013년 석탄생산량은 전년도 동기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쳐 36.8억 톤

을 기록하였음.

･ 연평균 석탄생산증가량은 2.85억 톤(’11년) → 1.3억 톤(’12년) → 0.3억 톤(’13

년)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석탄 수입량은 2014년에 2.91억 톤(전년도 동기대비 10.9% 감소), 2014년 

12월 한 달간 수입량도 전년동기대비 23.2% 감소한 2,722만 톤에 그쳤음. 

- 한편, 최근 중국은 석탄자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석탄업계 불황이 시작되었음. 이에 정부는 석탄수입 무관세를 철폐하고 

3~6%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내 석탄시장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잇

달아 발표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석탄 수출관세를 종전의 10%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음.

ㅇ 석유·가스 부문

- 12.5계획 기간에 석유부문은 구조조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고, 석
유생산 분야의 구조조정은 규모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진행되고 있음.

･ NDRC는 에너지 중점소비 1천개 기업 중 석유 및 화학공업 기업이 340

개로 전체의 약 33.3% 이상을 차지하며,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저탄소 석유산업으로의 전환이 12.5계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석유는 

2억 톤, 천연가스는 156.5Bcm을 생산할 계획임. 201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

면, 석유 생산량은 이미 2.1억 톤(전년도 동기대비 0.7% 증가)에 달해 12.5
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천연가스 역시 생산량이 132Bcm에 달해 

목표치에 근접하였음.  

                 
                 
   

“탄소원단위는 
2013년에 전년도 
동기대비 4.3%가 
개선되었고 
2005년도에 비해 
총 28.56%가 
개선되었음”

“석유 생산량은 
이미 2.1억 톤
(전년도 동기대비 
0.7% 증가)에 달해 
12.5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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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은 경제 발전과 에너지수요 증가로 인해 석유 및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석유의 대외의존도는 2013년 57%에서 2014년 59.6%로,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는 2013년 31.6%에서 2014년 32.2%로 각각 증가하였음.

･ 2014년 석유 수입량은 3.1억 톤(전년대비 9.5% 증가), 천연가스  수입량

은 58Bcm(전년대비 9.6% 증가)을 각각 기록하였음. 

ㅇ 재생에너지부문

- 재생에너지 발전 12.5계획은 양적 확대를 강조했던 11.5계획과는 달리, 효
율적이고 청정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두어 질적인 변화를 추구

하였음. 

･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이용량을 4.78억tce로 증대시키는 등 에너지 소

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예년에 비해 확대하기로 하였음.

- 또한 2009~2020년 동안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3단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

는 바, 12.5계획 기간은 그 중 2단계인 본격적인 구축 단계로, 약 2조 위안을 

해당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이에 특고압송전망과 도시송배전망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화북·

화동·화중지역에 특고압 전력망 구축이 가속화되며, 신소재, 스마트 가

전, 전기자동차, 스마트리빙 및 스마트도시, 스마트교통 등 신흥산업 분

야로의 투자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대기오염지수를 낮추고 도시의 저탄소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 12.5계획 기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급량이 2012년에는 2만7,800대, 2013년 1만7,642대, 2014년 약 8만대

에 불과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역시 총 4,000개 건설이 목표이나 

2013년까지 400개 건설에 그쳤음. 

ㅇ 비전통가스 부문

- 셰일가스 12.5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셰일가스의 보유량 확보임. 이에 

중국은 2015년까지 셰일가스 확인매장량을 0.6Tcm 증대시키고, 연간 생산

량을 6.5Bcm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 바, 이는 시장수요를 대비한 셰

일가스 확보전략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 2014년 4월까지 중국에서 총 322개의 셰일가스정이 시추되었고, 2012년

에는 30Mcm에 불과하던 셰일가스 생산량이 2013년에는 0.2Bcm로 6배 

증가하였고, 2014년도 들어서는 Sinopec과 CNPC가 셰일가스 개발에 적

극 나서면서 생산량이 급증해 1.5Bcm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12.5계획 기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급량이 
2012년에는 
2만7,800대, 
2013년 
1만7,642대, 
2014년 약 
8만대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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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5년에는 중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최소 10Bcm, 최

대 12~13Bcm에 달해 6.5Bcm이라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메탄층 석탄가스(CBM)는 중국이 세계 3위의 매장량(36.8Tcm)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12.5계획 기간 연간 생산

량 목표인 30Bcm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2013년 CBM 생산량은 13.8Bcm에 그쳤고, 2014년 생산량도 약 

18Bcm으로 추정됨. 

ㅇ 에너지 수송 부문

- 석탄은 12.5계획 기간 동안 내몽고 서부~화중지역까지 연결되는 북매남운

(北煤南運, 북부의 석탄을 남부로 운송), 산시·샨시(陝西)·내몽고 서부~동부 

연해지역까지 연결되는 서매동운(西煤東運, 서부의 석탄을 동부로 운송), 간
쑤省 란저우~신쟝 우루무치까지 연결되는 ‘란신(蘭新)철도’ 등 다양한 육로 

노선을 통해 수송됨. 

･ 이 외에 연해지역 항구를 이용하는 수로 노선도 활성화되고 있음.

- 석유는 중국-카자흐스탄 간의 서북(西北) 노선, 중국-러시아 간의 동북(東
北)노선, 중국-미얀마 간의 서남(西南) 노선 등 가까운 위치의 육로 송유관

을 통한 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로의 경우, 연해지역 대형 석유 인입항구 및 육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파키스탄 간 송

유관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인도양으로 석유 수송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

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천연가스는 서북 노선, 동북 노선, 서남 노선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고, 중
국 내에서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운송), 천기동송(川
氣東送, 쓰촨지역 가스를 동부로 운송), 샨시(陝西)-베이징 간 가스관 등을 

통해 수송함. 

ㅇ 대기오염 부문

-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중국

의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의 비중을 현재의 67%에서 2017년에 65%이하로 감

소시키겠다고 밝힘.

･ 동 행동계획에는 종합관리역량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

조의 개선,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등이 포함됨. 

･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중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의 비중을 
현재의 67%에서 
2017년에 
65%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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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종합관리역량 

강화

- 제조업체의 대기오염 물질 및 이동오염원 규제 대폭 강화

-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 퇴출 

- 베이징·상하이 등 지역에서 신규 버스 연료에 청정에너지 비중 60% 이상  

  으로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 에너지 과다소비·오염물질 과다배출 산업의 증설 및 신설 인가 중단

- 철강·시멘트 등 21개 중점 관리 산업 대상으로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 2017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65% 이하로 제한

- 2015년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용량 150Bcm으로 확대

- 2017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50GW로 확대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015년까지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소 확충

- 매월 대기 질 상·하위 10개 도시 명단 공개

- 오염방지 성과를 공직자 업무평가에 반영

자료 : 중국 국무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및 관련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 중국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 또한 2014년 11월에는 NDRC가 중국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중장기 

계획인 ‘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년)’을 발표해, 2020년까지 탄소원단위

를 2005년 대비 40~45% 개선시키겠다고 밝힘.

□ 12.5계획의 종합 평가

ㅇ 12차 5개년 기간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중국이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확대로 전환하였다는 것임.

- 2011~2015년 동안의 거시경제지표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되며, 12.5계획에서 제시하였던 7%의 GDP 연평균성장률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됨.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1년 9.3%, 2012년 7.7%, 2013년 7.7%였으며, 2014

년은 7.4%로 추정됨. 

ㅇ 12.5계획에서 강조하였던 민생 안정, 사회보장체계의 확보 등이 실현되었고, 
지역 격차 축소와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통해 소강사회 진입 기반이 공고해졌음. 

- 12.5계획 기간 동안 도시와 농촌에서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전

면적으로 실시되었음. 

･ 2013년 6월 말 기준, 연금보험 가입자가 약 4.9억 명(그 중 도시 가입자 

약 3.1억 명)에 달했고, 기초의료보험 가입자가 13.2억 명에 달했음.

- 서부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공업기지를 발전시키며, 중부

내륙지역을 식량생산기지, 에너지원자재기지, 장비제조기지, 하이테크 산업

기지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기대했던 것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두지는 못하였음. 다만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 간의 격차는 

다소 축소되었음. 

“12.5계획에서 
강조하였던 민생 
안정, 
사회보장체계의 
확보 등이 
실현되었고, 지역 
격차 축소와 
균형있는 
발전계획을 통해 
소강사회 진입 
기반이 공고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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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반적으로 12.5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치에 상당 수준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경제구조 고도화로 인한 성장속도 완화의 영향으로 13.5계획 기

간에는 이러한 성장속도 유지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모순 및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4.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망: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 13.5계획의 의미와 주요일정

ㅇ 중국에서 13.5계획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가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제시했고 13.5계획이 끝나는 해가 바로 

2020년이기 때문임. 

- 11.5계획 기간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 5년이라고 한

다면, 12.5계획 기간은 발전을 추동하는 5년이고 13.5계획 기간은 이를 마무

리하는 5년임.

- 2014년 9월 5일 개최된 ‘13차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는 리커챵 

총리가 2016~2020년이 중국에게 있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마지

막 5년이자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데 결정적 성과를 거두는 5년이라

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음. 

ㅇ 현재 13.5계획을 준비 중인 중국은 2014년 4월 23일 NDRC 주최로 개최된 공

작회의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을 13.5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2014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 통화

정책, 물가목표 등에 관한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음.

- 2015년 가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에서 13.5계획에 관한 건의서가 발표되고, 2016년 3월 초 양회(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3.5계
획 강요(綱要)’가 공식 채택될 예정임.

                 
                 
   

“11.5계획 기간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 5년이라고 
한다면, 12.5계획 
기간은 발전을 
추동하는 5년이고 
13.5계획 기간은 
이를 마무리하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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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2014년 4월 전국 13.5계획 편제업무 TV전화 회의, 13.5계획의 공식 편제 선포

2014년 8월 25개 중점 연구과제 보고 

2014년 12월 13.5계획의 기본구상 완성 

2015년 가을 18기 5중전회에서 ‘13.5계획 건의(안)’ 제시 및 통과 예정

2015년 12월 13.5계획 요강 초안 제시, 관련 입법 업무 완성

2016년 1월 13.5계획 요강 초안 완성, 국무원에 보고

2016년 3월 13.5계획(안) 전국 양회에 송부 및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예정

자료 : 중국 정부 및 언론 보도 자료 등 토대로 저자 작성

< 13차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주요 예상 일정 >

□ 13.5계획의 주요 예상 내용 

ㅇ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서 통과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통해 13.5계획

에 포함될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음.

- 경제 및 기업 분야는 국유기업·경제자유화 개혁, 행정·과세 분야는 재정세·행
정관리체계 개혁, 사회·문화 분야는 도농단일화·문화체제·사회보장제도·생태

환경체제 개혁 등으로 나뉘어 논의됨. 

-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NDRC가 2014년 4월 발표한 ‘13.5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중점 연구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됨.

- 총 2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중점 연구과제는 주로 경제, 산업, 지역발전, 금
융, 대외개방, 공공서비스, 인구·사회·문화, 인재·교육, 환경 등으로 구분됨.

･ 경제 발전 항목은 국유기업 개혁, 비공유제 경제 발전, 경제 구조 전환 

등 ‘혁신’이 키워드로 작용하였음.

･ 산업 발전 항목에서는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서비스

업 발전, 농업의 현대화 등이 논의되었음.

･ 지역 발전 관련해서는 중국 지역 발전의 중점과 지역 간 협력 발전 메커

니즘이 논의됨.

･ 이 밖에 금융, 대외개방, 공공서비스, 인구,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

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3.5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야

의 논의가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점 연구과제의 상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NDRC가 2014년 
4월 발표한 
‘13.5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중점 
연구과제’에는
경제, 산업, 
지역발전, 금융, 
대외개방, 
공공서비스, 
인구·사회·문화, 
인재·교육, 환경 등 
총 25개 항목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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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경제

- 국제환경변화 변화 및 국제환경변화가 중국 발전에 미치는 영향

- 경제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메커니즘과 제도 환경 연구  

- 혁신형 국가 건설 

- 경제 구조 조정의 주요 방향 및 전략 

- 지식정보경제의 발전

- 국유기업 개혁과 비공유제 경제 발전

산업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국면 개선 

-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 서비스업 발전의 중점사항 및 메커니즘 

- 현대적 농업 발전 전략 및 식량안보 전략

지역발전 - 중국 지역 발전의 중점사항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금융 - 금융시장시스템 정비와 리스크 예방

대외개방
- 대외개방전략 및 개방의 신국면

-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발전 전략

공공서비스·재정 - 공공서비스 중점과 재정확보 메커니즘

인구·소비·

사회·문화

- 인구발전전략 및 정책 

- 주택 보장 체계와 부동산의 균형 있는 발전

- 소비수요 확대 및 장기효과 메커니즘  

- 탈빈곤 메커니즘

- 보건보장 및 관련 문제

-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

인재·교육 - 교육의 현대화와 인재강국 건설 

환경

- 생태문명 건설 및 제도 

- 환경 거버넌스 주요지역 및 모델 혁신 

- 세계 기후변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 대응

자료 : NDRC 자료 토대로 저자 정리

< 13.5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중점 연구과제 >

ㅇ 13.5계획 기간에는 12.5계획에서 선정되었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산업, 차세

대 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

지 자동차 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속적

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12.5계획에서는 동 7대 전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8%, 2020년까지 15%로 각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 그 중 소프트웨어, 바이오의약, 통신설비, 환경보호장비, 신에너지 산업의 발

전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3.5계획 
기간에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산업, 
차세대 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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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계획 중 에너지부문의 주요 예상 내용

ㅇ 중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발전 13.5계획’, ‘에너지안보 발전전략’, ‘에너지생산

과 소비 혁명 전략’ 등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임.

ㅇ 지난 2014년 11월에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을 발표해 

13.5계획 기간 중 전개될 중국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 동 행동계획에서 언급된 에너지부문의 주요 추진방향은 아래 표와 같음.

3대 관점 4대 전략 5대 과제

- 에너지 소비총량 통제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확보

-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추진을 통한 전체계획 수립

- 에너지 혁명을 위한 입법  

  체계 수립

- 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

- 국내수급 확보 우선 전략

- 저탄소 녹색 전략

- 기술 혁신 전략

- 자주적 에너지 확보 능력 확대

- 에너지 소비혁명 추진

- 에너지 소비구조 고도화

-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추구

자료 : 중국 국무원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토대로 저자 작성

< 13.5계획 기간 중국의 에너지부문 주요 추진 방향 >

ㅇ  주요 목표

-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3)에 따르면, 13.5계획 기간 중국의 

에너지부문 발전 목표는 비화석에너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전력망, 원자

력발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

- 중국은 비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청정하게 이용하고, 석탄의 

소비 비중은 점차 낮추고, 천연가스 소비 비중은 높이며, 풍력·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크게 늘릴 것임.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5%로 늘리고, 전통적

인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약 3.5억kW로, 풍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2억

kW로, 태양광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약 1억kW로, 원자력발전의 총 설비용량

은 5,800만kW로 각각 확대할 계획임.

- 13.5계획 기간 중 에너지부문의 주요 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3)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의 전문 내용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43호
(2014.11.28.) p.19~28 참고바람.

“중국은 
비화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청정하게 이용하고, 
석탄의 소비 비중은 
점차 낮추고, 
천연가스 소비 
비중은 높이며, 
풍력·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소비 
비중은 크게 늘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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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비화석에너지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 15%로 증대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 비중 10% 이상으로 제고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 62% 이내로 억제

수력발전

-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 약 3.5억kW로 증대

- 진사강(金沙江), 야룽강(雅礱江), 다두하(大渡河), 란창강(瀾滄江)     

  등을 중심으로 대형 수력발전단지 건설

- 지역 환경에 따라 중소형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건설

- 집중형과 분산형 병행, 외부송출 및 현지처리 방식 결합

풍력발전 

- 2020년까지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 2억kW 달성

- 네이멍구 서부와 동부, 허베이 북부, 지린, 헤이룽쟝, 산둥 등에 9개의  

  대형 풍력발전단지 및 전력송출 프로젝트 추진 

- 남부와 중동부 지역에 분산형 풍력발전 확대 

태양에너지발전

-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총 설비용량 약 1억kW 달성

-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추진

-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범구역 선정하여 태양광발전 시범프로젝트 시행

- 태양광발전 계통연계 서비스 강화

- 공공 건물 및 공공 산업단지 등에서 지붕형 분산형 태양광발전 추진

원자력발전
-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총 설비용량 5,800만kW로 확대

-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설비용량 3,000만kW 이상 달성

전력망

- 전원(電源)과 전력망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피크부하관리 등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

- 유휴 풍력·수력·태양광 발전소(棄風, 棄水, 棄光) 문제 해결

자료 : 중국 국무원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토대로 저자 정리

< 13.5계획 기간 에너지부문별 주요 목표 >

ㅇ 에너지생산

- 중국은 ‘오기양대(五基兩帶)’ 운용이라는 지역적 구상 하에, 동북, 산시(山
西), 오르도스, 서남, 신쟝 등 5개 지역에 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동부

연해 원전 개발 벨트와 근해 석유·가스 개발지대를 건설할 계획임.

- 중국 서부지역은 중국 에너지 생산의 주요기지로, 서부 대개발 정책의 큰 틀 아래 
유전 탐사 및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석탄의 경우, 중국은 ‘동부 규제, 중부 안정화, 서부 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석

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산시(山西) 북부, 산시 중부, 산시 동부, 샨시(陝西) 동부, 샨시 북부, 황

룽(黃隴), 닝샤 동부, 산둥 서부, 화이허(淮河) 이남·이북, 윈난·구이저

우, 허베이 중부, 허난, 네이멍구 동부, 신쟝 등 14개의 억톤급 대형 석

탄생산단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동북, 산시(山西), 
오르도스, 서남, 
신쟝 등에 5개 
지역에 
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동부연해 
원전 개발 벨트와 
근해 석유·가스 
개발지대를 건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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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네이멍구 동부, 황룽, 샨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닝샤 동

부, 산시(山西), 신쟝을 발전시키며, 허베이 중부, 산둥 서부, 허난, 화이

허 이남·이북은 발전 속도를 다소 낮출 계획임. 

･ 중부지역(동북 포함)은 하나를 폐쇄하면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퇴일건일

(退一建一)’ 모델에 따라 탄광 채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 석유·가스의 경우, 내륙의 원유 생산을 증대시키고, 기존 유전에서의 원유 생

산을 유지하되 신규 유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에너지소비

- 에너지 소비 총량 감소를 위해 석탄소비량 감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2017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

각주(珠三角) 등에서의 석탄소비량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고, 석탄이 에

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할 것이며, 2020년에는 석

탄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2% 이내로 억제할 것임. 

-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소모량이 많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환발해(環
渤海),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확충이 제한될 것임.

ㅇ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제고

- 석탄은 현재 중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그러나 스모그 등 석탄소비로 인한 환경문제가 점

차 대두됨에 따라 석탄의 효율적인 이용과 청정에너지 개발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중국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석탄의 소모량을 300g/kWh 미
만으로 제한하고, 청정 발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석탄산업의 현대화를 추

진할 것임.

ㅇ 에너지 시장 개혁 

- 현재 중국의 에너지 분야는 일부 국영기업의 독과점이 심각하고, 정부가 석

유, 천연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가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부여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에너지 제품 가격의 개혁, 에너지부문의 독과점 개혁, 에너지 시장의 개

방, 정부의 기능 변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에너지 

시장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전력과 석유가스 부문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민간자본이 

석유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시스템, 전력망 건설, 석유·가스관 건

설, 천연가스와 송·배전 가격의 시장화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석유·가스의 경우, 
내륙의 원유 생산을 
증대시키고, 기존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을 유지하되 
신규 유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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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보호

- 중국은 13.5계획 시기가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라고 인식하고, 13.5 
계획에 자원 활용과 환경오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외에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월 발표된 ‘국가환경보호 13.5계획 기본 노선’에 따르면, 중국은 

13.5계획 기간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시스템

을 마련하고, 대기·수질·토양의 오염 방지 계획을 시행하고, 습지·산림·해양 

등 3대 생태계를 객관적인 지수로 관리할 계획임.

- 또한 기존의 오염물질 총량제한 체계를 유지하되 오염물질총량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부문을 새롭게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유형

별로 대기의 질을 관리할 것임.

-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 예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세부항목 13.5계획 주요 예상 내용

에너지 및 자원 절약
- 수질, 대기질, 토양 등의 전반적인 개선

- 전국 환경 품질의 총체적인 개선 모색

환경오염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 총량 제어의 고도화 실현

- 환경오염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이행

- 산업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경의 품질 

개선

- 환경 품질 기준 이행을 통해 도농 환경의 품질 개선 

- 환경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 관리

- 환경안전의 전체적인 상황 개선 

- 환경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분야 강화

- 기업의 규제환경 강화 및 환경 위험 방지의 책임 강화

- 환경 피해 보상 시스템 구축

- 엄격한 사후책임추궁 시스템 마련

- 환경 위험 예측 경보체계 수립

- 환경 위험 관리를 위한 기초능력 확보

- 방사능 안전 관리 강화

- 환경 보건 분야에 주목하며 총괄관리

생태 보호

순환형 생산

방식 촉진

- 생태계 관리제도 수립 및 시행

-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리 감독 시행

생태보호 

관리 및 강화

- 생태계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 생태 안전 보호

- 생태 보호 관리 체제 정비

- 생태문명 시범지역 선정

자료 : 중국 정부 및 언론 자료 토대로 저자 정리

< 환경보호 13.5계획에 대한 주요 예상 내용 >

                 
                 
   

“중국은 13.5계획 
시기가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라고 
인식하고, 13.5 
계획에 자원 활용과 
환경오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외에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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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시사점

ㅇ 중국 경제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충격 및 중국 국내투자 및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시장화 및 자유화’를 주축으로 하

는 전면적 심화개혁의 원년이 2014년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정책적

인 조절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현재 중국은 무한할 것 같던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어느 순간 결핍되어 노

동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루이스 변곡점(Lewisian turning point)’을 맞았

으며, 경제발전 초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

장이 장기간 정체하게 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위험

도 상존함.

- 이에 중국은 2014년 초부터 재정세무 체제, 호적제도 및 국유기업 등에서 

‘안정 성장, 구조 조정, 개혁 촉진’을 기조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7.5%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

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지난 2014년 9월 말부터 BNP 파라바, RBS, JP모건 바클레이스 은행, UBS 등 

국제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중국의 2014년 성장률을 7.2%이하로 하향 조정함.   

ㅇ 그러나 ‘리커창노믹스’로 불리는 현재의 중국 경제 기조는 일시적 경기부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기 보다는, 일정한 성장률 하락을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 대규모 정부 투자는 재정 적자의 누적과 유동성 과잉, 이에 따른 부동산 버

블 재현과 구조조정 실기로 이어져 경제 구조의 왜곡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임.

 

구분 주요내용

체제개혁
- 민간자본 확대, 국유기업 개혁, 공공소비 억제

- 교통·통신·에너지·중저급 호텔·컨벤션 성장

민생경제
- 의료·임금·호적제도·개인소득세·보험 개혁

- 의료서비스, 필수 소비재, 관광업 성장 

가격개혁
- 석유제품·가스·전기·철도 요금 인상

- 정유·전력·철도 운영 및 설비 관련 산업 성장

금융개혁

- 환율제도 개선, 점진적 금리 자유화, 금융상품 확대

-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 소비재·금융업 성장

환경보호
- 탄소세, 환경세, 녹색건축정책, 오염통제 정책 시행

- 그린시티·스마트 시티 구축 등

자료 : 중국 정부 및 언론 보도 자료 등 토대로 저자 작성

< 리커창노믹스의 5대 개혁 추진 부문 >

“‘리커창노믹스’로 
불리는 현재의 중국 
경제 기조는 일시적 
경기부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기 
보다는, 일정한 
성장률 하락을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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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나친 성장률의 하락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

하면서 미니 경기부양책도 적절히 활용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4년 GDP 성장률을 7.4%로 추정하고 있으며 7~7.5%는 중

국이 감내할 수 있는 성장률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함.

- 향후 더 이상 GDP 증가율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을 7%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이며,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시적 대규모 재정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9일~11일까지 북경에서 2015년의 경제

운영 방침과 전략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중국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신창타이(新常態)에 적응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음. 

※ 신창타이는(新常態)는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를 일컫는 ‘뉴 노멀(New-Normal)’의 

중국식 표현으로, 중국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성장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함(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6호(2015.2.13) p.19 참조).

- 이 결의는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발전 패턴은 규모

확대와 속도위주의 조방형 발전에서 질과 효율을 중시한 집약형 발전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전통적인 성장주도역할에서 새로운 성장주도 역

할로 신창타이로 이행해 나갈 것이 강조하는 게 핵심임.  

-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치체계의 건설이나 제도적인 반부패 운동

역시 신창타이 시대와 연관돼 있음.

ㅇ 중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에너지부

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중국 경제 자체의 환경 변화와 정책 추진 방향

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및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 중국 경제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     

-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도시화 전략이나 신흥 전략 산업, 환경 산업이나 문화 

산업 등에 기업과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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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러시아의 석유·가스부문 
평가 및 향후 과제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최영림(ylchoi14228@keei.re.kr)

▶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4년 러시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실

적을 발표함.

▶ 2014년 러시아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가스 생산량은 4% 감

소하였고, 2015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가스 생산량은 4% 증

가될 것으로 전망함. 

▶ Gazprom Neft의 2014년 석유·가스컨덴세이트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6

천6백만toe, 2014년 총 투자량은 약 3,340억 루블임. 

▶ 2014년 Rosneft의 생산량은 석유 2억5백만 톤, 가스 약 60Bcm으로 총 2억

5,200만toe임.

▶ 러시아 정부는 대륙붕 개발, 동부지역 인프라 발전 및 생산 증진, 전력·난방부문 현

대화,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1,300억 달러 투자할 예정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루블화 폭락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외교·경
제·에너지·군사 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4년 러시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실적을 12월 23일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가스 생산량은 4% 감소함.

- 또한 2015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가스 생산량은 4% 증
가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정부 세수입 중 석유·가스의 비중은 52%, 약 14.5조 루블(약 2,310
억 달러)임. 

1. 석유･가스부문 2014년 평가 및 2015년 전망 

□ 석유·가스부문 생산실적 및 전망

ㅇ 2015년 1월 30일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 GDP
는 70조 9,756억 루블을 기록하였으며, 당초 2014년 12월 말 경제개발부가 평

가한 2014년 GDP 성장률보다 0.1%p 증가한 0.6%의 성장률을 기록함.

- 에너지부에 따르면, 2014년 GDP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 
이고 정부세수에서는 52%를 차지함. 

“2014년 GDP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임. 또한, 정부 
세수에서 
에너지부문은 
5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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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의 2014년 GDP 성장률을 0.2%, 2015년
에는 0.5%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하였음.

ㅇ 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Central Dispatching Department of Fuel 
and Energy Complex)는 2014년 러시아 원유 수출량을 전년 대비 5.7% 감소

한 2.21억 톤으로 평가함. 

- 러시아 원유 수출 평균가격을 톤당 687.1달러로 추산하면, 2014년 원유수출

로 인한 러시아의 세수는 1,519억 달러임.  

- 2014년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약 60%이고 그 

중 원유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0.1%임. 

- 전문가들은 2015년 러시아 수출에서 에너지 비중이 50%를 상회하지 않고 

세수에서는 40%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ㅇ 2014년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5억2,680만 톤을 기록

해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달성함. 특히,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
년 12월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1,066만 배럴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음.

-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원유 수출량은 자국 내 석유제품 수

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3% 감소한 2.29억 톤을 기록함. 2014년 1~11월 

동안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원유 공급량은 전년 동기대비 1,400만 톤 증가한 

2.64억 톤을 기록함.

-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부는 

서시베리아지역의 생산량 감소를 고려해 2020년 원유 생산량을 5.24억 톤으

로 전망하고 있음. 

- 2013년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사

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임. 

ㅇ 이와 관련 CDU TEK은 기업별 2014년 석유 생산량을 1월 12일 발표함.

- Rosneft의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억 9,090만 톤을 

기록함. Rosneft는 유가하락을 고려해 원유 생산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일 생산량을 2만5천 톤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Lukoil은 8,657.1만 톤, Surgutneftegaz社는 6,142.5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반면, Gazprom Neft와 Bashneft의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4.2%, 10.1% 증가한 3,362만 톤, 1,780만 톤을 기록함.   

ㅇ 러시아의 2014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641Bcm을 기록하였음. 
그 중 Gazprom의 2014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432Bcm임. 

- 러시아의 총 가스 수출량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83.3Bcm임. 가스 수출

“2014년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5억2,680만 톤을 
기록해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달성”

“2014년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641Bcm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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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원인으로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중단과 러시아의 최대 가스수입국인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감축 정책이 지목됨. 

- 독립계 에너지 기업별 가스 생산량을 보면 Novatek 53.55Bcm, Rosneft 
37.33Bcm, Lukoil 18.73Bcm, Gazprom Neft 11.85Bcm, Surgutneftegaz 
9.44Bcm, 그 외 민간기업에서 45.34Bcm의 가스를 생산하였음. 

< 2014년 기업별 석유·가스컨덴세이트 생산 실적>

자료: CDU TEK

(단위: 백만 톤)

ㅇ 이와 함께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2015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

으로 유지되고, 가스 생산량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1월 30일 발표함.

- 에너지부는 현재 유가하락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원유 

목표 생산량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던 2014년의 5억 2,680만 톤 수준

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선으로 유지

될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의 생산량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유가 하락 상

황이 심화되면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감소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2015년 가스 목표 생산량을 전년대비 4% 증가한 668Bcm으로 설정함. 
이 수치는 198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던 2013년의 가스 생산량으로 러시아 

에너지부는 2014년의 감소폭 4%를 그대로 증가시킬 계획을 내비침. 

･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가스 수출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07.3Bcm으로 예상됨. 2014년의 총 가스 수출량은 183.3Bcm이었음. 

･ 이와 함께 Gazprom은 2015-2017년 사이에 對유럽 가스 수출목표량을 

연간 155-160Bcm으로 예상한다고 2월 3일 밝힘. Gazprom의 2014년 對
유럽 가스 수출량은 147Bcm이었음. 

“2015년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가스 
생산량은 4% 
증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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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석유 전문 분석가 Francisco Blanch
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5년 내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고, 2019년경

에는 그 감소폭이 연간 5%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봄. 

- 그는  유가하락, 러시아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와 기술부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함. 

2. 기업별 평가 및 전망 

□ 석유기업들의 2014년 평가 및 전망 

ㅇ Gazprom Neft가 발표한 2014년 자사의 석유·가스컨덴세이트 생산량은 전년대

비 6% 증가한 6천6백만toe이며, 정제량은 1.5% 증가한 4,330만 톤임. 

- 또한 2014년 총 투자규모는 약 3,340억 루블(약 53억 6,500만 달러), 2015
년 예상 투자규모는 약 3,464억 루블(약 55억 6,340만 달러)로 추산함. 

- Gazprom Neft는 2015년 투자금의 30%를 야말반도에 위치한 

Novoportovskoe 매장지와 Messoyakhsky 매장지, 북극해의 Prirazlimnoye 
매장지 개발에 투자하고 원유 정제부문에 492억 루블(약 7억 9,300만 달러)
을 투자할 계획임.    

- 2014년 Gazprom Neft는 북극해에 속해 있는 페초라해 대륙붕의 

Prirazlimnoye 유전에서 러시아 최초로 원유 생산을 개시하였음. 

･ Prirazlomnoye 유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7,200만 톤으로, 2020년 이후

부터 최대 생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Prirazlomnoye 유전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 면제기한을 2019년

에서 2022년으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3년에 승인한 바 있음. 

자료 : Stratoil

< Prirazlomnoye 유전 >

“GazpromNeft의 
2014년  
석유·가스컨덴세이
트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6천6백만toe, 
2014년 총 
투자량은 약 
3,340억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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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azprom Neft가 생산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는 Orenburg州 내 광구

에 대한 탐사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페초라 해의 Dolginskoye 매장지 탐

사정에 대한 시추작업을 완료함. 

-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는 정제시설 현대화 및 고도화 투자 사업

은 1단계 작업을 완료하고 2단계인 정제율 제고 단계로 진입함. 

- 해외사업과 관련, Gazprom Neft는 2014년 6월 2일 이라크 Badra 유전에서 

원유생산을 개시함. 

･ Badra 유전은 이라크 동부 Wasit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원유 30억 배럴

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운영사는 러시아 Gazprom Neft(30%), 

한국 KOGAS(22.5%), 말레이시아 Petronas(15%), 터키 TPAO(7.5%)임. 

･ Badra 유전의 생산량은 약 1만5,000b/d 수준이지만, 2017년에는 최대 17

만b/d까지 증가할 전망임.

자료 : Gazprom 홈페이지

< 이라크 Badra 유전 >

ㅇ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2월 4일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2014년 기

업 실적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함. 2014년 Rosneft의 생산량은 석유 2억5
백만 톤, 가스 약 60Bcm으로 총 2억5,200만toe임. 

- 이 수치는 2014년에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6% 증
가한 것임. 또한 2014년 Rosneft의 보유 매장량은 170억toe를 상회하였음.

“Badra 유전의 
생산량은 2017년 
최대 17만b/d까지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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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 Rosneft는 탄화수소 생산량을 증대시킬 예정인 반면, 전문가들

은 기존 매장지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5년 Rosneft의 생산량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Rosneft는 2014년 10월 2015~2016년 원유생산량을 기존 전망치인 연간 18억

boe에서 19억boe로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4년 Rosneft는 북극 카라해 ‘University-1’ 유정에서 ExxonMobil과 함께 

탐사 시추 작업을 한 결과 신규 유·가스전 ‘Poveda’를 발견함. 

※ ‘Poveda’ 유·가스전의 자원량은 가스 338Bcm, 경질유 1억 톤 이상임. 

- 또한 EU의 對러시아 기술 장비 수출 금지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

아 설비생산기업 Uralmash社와 13개의 시추리그 공급계약을 체결함. 

※ 당초 Rosneft는 2014년 3월 미국의 Drillmec社와 시추리그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중단됨. 

- 2014년 Rosneft가 벌어들인 재정수입은 2013년 2조7천억 루블 대비 12% 
증가한 3조 루블(약 470억 3천만 달러) 이상임.    

- Rosneft는 2015~2016년 투자규모를 2014년에 계획한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증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또한 대륙붕 개발을 위한 선박 구입에 2020년까지 30~40억 달러를 투자

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2015년 주요 과제로는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을 

언급함. 

※ Rosneft는 배럴당 생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 생산비용을 배럴당 4달러로 예상

함. 이는 세계 메이저 에너지기업들의 생산비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이와 함께 발표한 2030년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비용 감축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모든 자원에 대한 운용 효

율성 제고 

･ 생산 발전의 4단계: 기존 매장지에서의 효율적인 생산, 러시아 동부지역

의 신규 사업 출범, 러시아 육상 매장지 개발, 대륙붕 프로젝트 실현 

･ 가스 생산량 증대, 판매시장 확보 

･ 석유부문에서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분야 발전 

･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 선진기술 개발 및 적용, 설비개발

･ 환경 및 고용안전과 관련한 규정 준수 

- 또한 장기 발전 프로그램으로 대륙붕 내 신규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할린과 

Murmank, Magadan 지역의 물류단지 건설, 세계적 수준의 자원운용방안 도

“2014년 
Rosneft의 
생산량은 석유 
2억5백만 톤, 가스 
약 60Bcm으로 총 
2억5,200만toe”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31

입 및 적용, 가스자원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발표함.  

ㅇ Lukoi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Lukoil의 석유 생산량은 국내 8,630
만 톤, 해외 1,090만 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9,720만 톤임. 

- 2014년 석유제품 및 가스제품의 소매판매량은 1,520만 톤이고 러시아 내 연

료 소매판매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970만 톤임. 

- 또한 지질탐사 작업 결과 14개의 신규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18개의 신규 개

발권을 획득함. 

- 2014년 Lukoil이 벌어들인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1조2천억 루

블(약 188억 1,300만 달러) 이상임.   

- Lukoil의 Vagit Alekperov 회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

의 영향으로 시추사업을 축소해 서시베리아에서의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이

라고 밝힘. 

- 2015년 Lukoil의 주요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음. 

･ 고용안정 및 기업 경쟁력 유지 

･ 서시베리아, 우랄-볼가지역, Timan-Pechora, 불가리아 등에서 지질탐사작

업 지속   

□ 가스기업들의 2014년 평가 및 전망 

ㅇ CDU TEK 발표에 따르면, Gazprom의 2014년 가스 생산량이 2013년
(487.4Bcm)대비 9% 감소한 약 443~445Bcm으로 추정되어 2009년 이후 최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11월 간 Gazprom의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대비 15.7% 감
소한 506억7,900만 달러임. 2014년 11개월 간 Gazprom의 가스수출량은 전

년 176Bcm 대비 9.8% 감소한 158.7Bcm을 기록함.  

- 유럽 및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 감소 전략으로 인해 

Gazprom의 對유럽 가스수출량은 2011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2014년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량은 9% 하락했으며, 對우크라이나 가스 수

출량은 44% 감소함. 특히, 2015년 對우크라이나 가스수출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크라이나 Naftogaz는 예상함.  

- 이에 Gazprom은 기존 620Bcm으로 계획한 2020년 가스 생산량을 

490~555Bcm으로 하향조정함.  

- Gazprom의 2014년 투자규모는 기존 8,060억 루블(약 192억 달러)에서 

2,200억 루블(약 52억 달러) 늘어난 총 1조261.5억 루블(약 244.8억 달러)임.

- Gazprom의 2014년 총 수입액은 5조6,490억 루블(약 1,347억 달러), 총 지출

액은 6조1,740억 루블(약 1,473억 달러)로 추산됨.

“2014년 Lukoil의 
석유 생산량은 
국내에서 8,630만 
톤, 해외에서 
1,090만 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9,720만 
톤임”

“Gazprom의 
2014년 가스 
생산량이 2013년 
대비 9% 감소한 약 
443~445Bcm으로 
추정되어 2009년 
이후 최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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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Gazprom의 가장 큰 실적으로 중국과 동부노선(Sila Sibiri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계약과 서부노선(Altai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한 것을 언급함. 

※ 2014년 5월 Gazprom과 중국의 CNPC는 Sila Sibiri 가스관을 통해 30년간 연 

38Bcm의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서시베리아 Altai 지역에서 중

국 북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Altai 가스관)을 통해 연간 30Bcm의 가스

를 30년 간 중국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2015년 Gazprom의 전략적 목표는 주요사업의 효율성 제고, 신용등급 상향, 
기업여건 개선, 금융 및 경제활동의 투명성 증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최소

화 등이며, 주된 투자 증대 분야는 전략적 가스수송 사업과 장기 가스 생산

증대 프로그램임.   

ㅇ 민간가스기업 Novatek의 2014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2.13Bcm이고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603만5천 톤임.  

- 석유제품은 나프타 94만 톤, 등유 13만4천 톤, 연료유 30만6천 톤을 생산함. 

-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2015년 가스 생산량을 6%, 원유 생산

량을 40% 이상 증대할 계획을 1월 23일 밝힘.   

- 또한 야말-LNG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모를 2014년 

대비 약 15% 감축할 예정이라고 덧붙힘. 

- 2015년 Novatek의 투자규모는 약 510억 루블(약 8억 달러)로 추산함.  

- 2014년 5월 Novatek과 중국 CNPC는 러시아 야말-LNG 사업으로부터 연간 

3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를 위해 Novatek은 총 

생산용량 1,650만 톤 규모의 액화플랜트를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임. 

3. 석유·가스부문 중장기적 과제  

□ 석유·가스부문의 중장기적 과제

ㅇ 러시아 정부는 중장기적 에너지부문의 과제로 다음을 설정하고 있음.

- 석유부문 세재개편 시행으로 인한 내수용 연료 부족 방지  

※ 러시아 정부는 유가하락에 의한 전체 수출 감소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도 감소 전략에 따른 대응책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인하하였음. 이에 원유 수출세율은 기존대비 57.3% 인하되어 112.9달

러/톤임. 

- 대륙붕 개발, 동부지역 인프라 발전 및 생산 증진, 전력·난방부문 현대화, 에
너지효율 제고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1,300억 달러 투자

･ 부문별 필요한 투자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Novatek의 
2014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2.13Bcm이고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603만5천 
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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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2011-2020 2021-2025 2026-2035 2011-2035 년평균

전체 연료에너지산업 973~1008 591~638 1283~1522 2846~3168 114~127

석유부문 413~416 229~239 510~560 1152~1216 46~49

가스부문 237~239 134~142 316~340 687~720 27~29

석탄부문 27~28 18~19 44~48 89~95 3.6~3.8

전력부문 174~194 140~157 261~376 576~727 23~29

재생에너지부문 6 5~7 14~24 24~37 1~1.5

중앙난방 61~63 32~33 62~64 156~160 6.2~6.4

원자력부문 11~12 8~9 22~25 41~47 1.6~1.9

에너지절약 43~51 25~32 54~84 122~166 5~7

자료 :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2014) 

< 연료에너지산업 부문별 투자규모 >

(단위: 10억 달러)

･ 한편, 상기 수치는 기존 석유·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함. 

･ 이에 더해 기존에 개발된 서시베리아 매장지에서 신규 매장지 개발 비중이 

증가하고 소비지역과 멀리 떨어진 러시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매장지 

개발이 우선과제로 설정된 만큼 투자규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회복

- 가스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아·태 국가 및 기업들과 협력 확대 

- 국가 경제의 에너지부문 의존도 감축: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 감소 

･ 2014년 기준 러시아 연료에너지 산업이 GDP와 세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50%, 70%인 반면, 연료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3.7%에 

불과함. 

자료 : Management of economic systems, 2015

< 러시아 경제에서 연료에너지 산업의 비중 >

“대륙붕 개발, 
동부지역 인프라 
발전 및 생산 증진, 
전력·난방부문 
현대화,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1,300억 달러 투자 
예정”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부문의 비중 
감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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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설비 비중 2020년 경 현 10%에서 3%까지 감축 

※ EU의 對러시아 기술･장비 수출 금지제재 조치 후, 러시아는 경제 전 분야에 걸

쳐 수입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하고 있음.

-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제
재 시나리오’가 추가된 ‘에너지 전략-2035’ 프로그램 개발 및 승인 

4. 향후 전망

ㅇ 러시아 ‘2035 에너지전략’에 따르면, 러시아의 2035년 가스 생산량은 가스 수

송 및 저장시설 개선으로 2010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

유 생산량 증가율은 5%에 그침. 

- 석탄 산업의 투자는 주로 동부지역의 신규 석탄생산센터 발전 및 인프라 구

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전력부문의 주요 투자방향은 전력망 현대화 및 확충,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
존 시설의 대체, 추가시설 구축) 등임.

주 : 그래프 상에서 위의 추세선은 Base Scenario, 아래 추세선은 Skeptical Scenario임.

자료 :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2014)

< 2035년 경 러시아의 자원생산 증가율 >

ㅇ BP 전망에 따르면, 2035년 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에 

있어 러시아를 제치고, 아시아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러시아는 2035년 경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9%의 비중(현 10%)을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됨. 

- 2035년 경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생산량은 12.36억toe, 수출량은 7.12억toe
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함. 

“2035년 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에 있어 
러시아를 제치고, 
아시아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

“2035년 경 
러시아는 가스 
생산에 있어 미국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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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5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1,100만 배럴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

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쳐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일일생산량은 각각 1,180만 배럴, 
1,160만 배럴로 이미 러시아의 생산량을 상회함. 

- 서시베리아 기존 매장지의 자원고갈이 우려되지만 앞으로도 러시아의 주요 

석유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ㅇ 2035년 경 러시아는 가스 생산에 있어 미국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됨. 2035년 러시아의 예상 가스 생산량은 779Bcm임. 

※ 미국은 수압파쇄, 수평시추공법 등 채굴기술이 발전하면서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해 2020년에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IEA는 전망함. 

- 러시아는 2035년 경 전체 에너지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53%, 전력발전에서 

56%를 차지하는 등 천연가스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ㅇ BP는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증대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 아시아의 완만한 경제 성장 등을 배경으로 아시아가 주요 에

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루블화 폭락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

도는 외교·경제·에너지·군사 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동부가스프로그램 등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면, 2025년 경 약 100Bcm의 가스를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됨. 

자료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러시아의 對아시아 가스 수출 전망 >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증대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 아시아의 
완만한 경제 성장 
등을 배경으로 
아시아가 주요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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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태양광발전, ’14년 신규 계통연계 설비용량 1,060만kW 달성 

ㅇ 국가에너지국(NEA)은 2014년 중국의 태양에너지 부문 실적을 2월 15일 발표하였음. 이
에 따르면, 신규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060만kW(태양광 발전소 855만kW, 분산형 205
만kW)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신규 증가량 1,000만kW 목표를 달성하였음.

- 2014년 태양광발전의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전년도 동기대비 60% 증가한 2,805만
kW로, 그 중 태양광 발전소가 2,338만kW, 분산형이 467만kW임.    

※ 2013년 태양광발전 누적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942만kW(태양광 발전소 1,632만kW, 분산

형 310만kW)임.

- 태양광의 연간 발전량은 약 250억kWh로 전년대비 200%이상 성장함.

- 전체 신규 설비용량의 53%에 해당하는 560만kW가 동부지역에서 설치되는 등 중국 태

양광발전산업의 비중이 점차 서부에서 동부로 옮겨감. 

※ 2013년 태양광발전 신규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292만kW(태양광 발전소 1,212만kW, 분산

형 80만kW)임.

ㅇ 그러나 정부의 1,000만kW라는 목표치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차례 조정된 것으로, 2014
년 초 NEA는 에너지공작회의를 통해 목표치를 1,400만kW(태양광발전소 600만kW, 분
산형 800만kW)로 설정하였으나 상반기에 신규 설비용량이 330만kW에 불과하자 8월에 

목표치를 1,300만kW로 낮추었고 그 후 1,000만kW로 재차 하향조정하였음.  

- 이에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 기준으로는 보면, 신규 설비용량의 목표 달성률은 76%에 

불과하고, 그 중 분산형 태양광의 목표달성률은 26%에 불과함.

- 2014년 계통연계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이 이처럼 적은 이유는 발전소 부지에 대해 상

반기 내 정부 승인을 득하지 못해 발전소 건설이 지체되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분산

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

행됐기 때문임. 

ㅇ 한편, 중국정부는 2015년에 태양광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태양광발

전 신규 설비용량 1,500만kW(대형발전소 800만kW, 분산형 700만kW)을 달성할 계획임.  
(NEA 홈페이지, 2015.2.15; 經濟參考報, 2015.2.16)

□ 중국 국가전력망, 러시아 Inter RAO UES와 세계 최대 화력발전소 협력 건설 추진

ㅇ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 수인뱌오(舒印彪) 사장은 현재 러시아 전력회사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화력발전소 협력 건설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고 2월 9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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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제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 Daily)에 따르면,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와 

러시아 전력회사 Inter RAO UES는 세계 최대 화력발전소 협력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를 통해, 러시아 아무르州 예르코프찌 탄전의 석탄을 이용하면 동 프로젝트의 총 

건설비용은 약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예르코프찌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설비용량은 현재 세계 최대 화력발전소인 러시

아 수르쿠트 제2화력발전소(5.6GW)와 타이완 타이중(臺中) 화력발전소(5.5GW)를 넘

어선 8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ㅇ 양사는 현재 중국내 전력 증치세 세율 제로 문제와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대해 논의 중이

며, 연말까지 본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임.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인 17%, 저세율 13%, 

0%세율 등으로 구분됨(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10호(2014.3.21일자) p.36 참조).

- 동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으로의 송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전력은 2,000km 
길이의 800kV 초고압 직류 송전망(UHVDC)을 통해 중국에 공급될 것임.

※ 국가전력망은 2012년 러시아에 500kV의 직류 송전망을 건설해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으

며,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매년 35억kWh의 전력을 공급해오고 있음.

(環球時報, 2015.2.10; 中國證券網, 2015.2.16)

□ 중국 남서부 연해지역의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2015년 하반기 가동 예정

ㅇ 중국 광시(廣西) 팡청강(防城港) 원자력 유한공사는 남서부 연해지역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광시 팡청강 원전 1호기를 2015년 하반기부터 정식 가동할 예정이라고 2월 10
일 발표함.

- 2010년 서부 대개발 사업 중 하나인 팡청강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남서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광핵집단공사와 광시 투자집단 유한공사가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광시 팡청강 

원자력 유한공사에서 건설과 경영을 책임지고 있음. 동 사업은 6대의 100만kW급 원자

로 건설을 계획했으며, 총 투자규모는 약 700억 위안(111.5억 달러)에 달함. 그 중, 1기 

공정은 2대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궁광천(宮廣臣) 부총책임자에 따르면, 2014년에 팡청강 원자력발전소 1기 공정의 대부분 

설비가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2014년 12월 31일 이미 500kV 주전원 가동이 가능해졌음. 

- 현재 원전 1호기의 일차계통 냉각시스템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고, 일차계통의 가열기능 

테스트도 시작하였음. 또한, 원전 2호기도 메인설비의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임.

- 팡청강 원자력발전소의 1기 공정이 가동된다면, 매년 150억kWh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함.

- 동일한 발전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비교하면, 팡청강 원자력 발전소의 1기 공정 가

동으로 매년 석탄 482만 톤(표준석탄 환산 기준)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황과 질소산

화물 배출량도 약 19만 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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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중국광핵집단공사(CGN)은 화룽 1호 원자로(華龍 1, ACP 1000)를 팡청강에 건설

할 예정임. 화룽 1호는 중국에서 자체개발한 제3세대 원전기술로, 높은 안전성, 짧은 건설

기간 등의 장점이 있음.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연해에 위치한 팡청강 원전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대해 광시 팡청강 원자력 유한공사 핵안전부 허춘창(何春賞) 사장은 원전 입지선

정은 지진대와 거리가 멀고 부근 해역의 수심도 깊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언급함.
(新華網,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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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원전, 당초 예상보다 재가동 시기 지연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서 정식 결정 승인을 받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 2호기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시기가 준비서류 미비와 지자

체 동의 절차 난항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음.

- 2014년 9월 처음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의 재가동 시기는 2014년 겨울로 예상되었으나, 준비서류 미비로 2015년 4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임. 

･ 센다이원전 1, 2호기는 2014년 11월에 원전 인근 지역인 사쓰마센다이市와 가고시

마縣의 재가동 동의를 얻어냈음. 그러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이 제출한 안

전대책 설계에 관련된 ‘공사계획’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 지적 사항을 검토·수정한 센다이원전 1호기 공사계획은 2월 말, 2호기 공사계획은 

3월 말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공사계획’ 서류 승인 이후에

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현장검사 절차가 남아있음. 이 절차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

망임. 

- 2015년 2월 12일 두 번째로 재가동 심사서에 대한 정식 승인이 결정된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 앞으로 원전 지자체 동의 절차를 거쳐 재가동 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가동 예상 시기인 2015년 여름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 1985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3호기는 2012년 2월, 4호기는 2011년 7월에 각각 운전이 중단됨.

･ 간사이전력은 2013년 7월 新규제기준 시행과 동시에 해당 원전의 안전심사를 신청

하였음. 

･ 요미우리신문은 다카하마원전 반경 30km 내에 있는 후쿠이縣, 교토府, 사가縣 지

역 내 12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재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원전 입지 지

자체의 동의만 있으면 재가동 가능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지자체장은 

3명뿐이었음.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원전 입지 인근 지역 지자체도 포함시켜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이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지역을 집중방재대책이 필요한 ‘긴급시 

방호조치 준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 센다이원전의 경우, 이 구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가

고시마縣뿐이나, 다카하마원전은 이 구역에 후쿠이縣 외에도 교토府와 사가縣의 일부가 포

함되어 있어 재가동에 필요한 지자체 동의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6호(2014.12.19일자) p.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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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재가동을 위한 지자체 동의 필요여부에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일본 정부는 ‘지
자체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원전 입지 지자체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2월 反원전단체가 후쿠이지방법원에 다카하마원전과 오이원전 

재가동 중지 요청을 가처분 신청하였음. 후쿠이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오이원

전 가동 중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가능성

이 높음. 이러한 경우 간사이전력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동 시기가 더

욱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심사 과정>

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 한편, 센다이원전 및 다카하마원전 이외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원전의 재가동 심사 기

간도 길어지고 있음. 

- 재가동 심사 절차 시기가 장기화 되는 요인은 원전 안전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인원 부족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높아진 안전심사기준임. 

･ 안전심사를 신청한 원자로는 총 14기이나,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구성원은 약 

100명에 그침. 

･ 또한 간사이전력의 오이원전의 경우, 수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대규모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만 하는 등 재가동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많음.

ㅇ 이처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전력회사들의 연료비 부담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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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일본 전기요금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20%, 기업용 전기요금은 약 

30% 상승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5.2.5; 日本経済新聞, 産経新聞, 2015.2.13; 読売新聞, 2015.2.12, 16)

□ 일본 기업, 수소 충전소 관련 사업 활발

ㅇ 일본 기업들이 FCV(연료전지차)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수소 충전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Toyota, Honda, Nissan은 2015년 2월 12일 FCV용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

하겠다고 발표함. 

･ 운영비용 일부를 3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지원액 및 부담비율 등 구체

적인 내용은 2015년 중반까지 결정할 예정임. 이처럼 일본 자동차업계가 수소 충전

소 운영지원에 나서는 것은 현재 낮은 이용률로 인해 이익이 적은 수소 충전소 설

치확대를 도모하여 FCV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 Toyota는 2014년 12월 세계 최초 FCV 시판차 ‘미라이’를 발표하였음. Honda도 

2015년에, Nissan은 독일 Daimura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를 이르면 2017년에 각각 

도입할 계획임.  

- 또한 Toyota Tsusho, Iwatani, Taiyo Nippon Sanso는 2015년 2월 13일 일본 최초 상

업용 이동식 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2015년 2월 6일 공동출자(각 1천만 엔)하여 설립한 ‘일본 이동식 수소 충전소 서비

스’기업을 통해 이동식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 수소 공급 등에 나설 예정임. 

･ 우선 2015년 3월 말에 도쿄都 지요다區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5년 중반

까지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아이치縣 2곳, 도쿄도에 1곳을 설치할 예정임. 

※ 이동식 수소 충전소는 트레일러에 수소 탱크를 탑재하고 FCV에 연료를 보급함. 차지하는 

면적이 고정식의 1/3밖에 되지 않고 공사 기간도 짧음. 

ㅇ 한편, 일본 정부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고자 수소 충전소 이외에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수소발전소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 20억 5천만 엔을 책정하고 수소 제조 및 수송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임. 이는 수소 유통량 확대 및 가격 인하를 위한 것임.

- 일본 정부는 액체수소를 수송하는 선박, 전용 신형가스터빈 개발, 갈탄에서 수소를 만

드는 연구 등을 지원 내용의 구체적 예시로 들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제조, 수송기술 등 수소 관련 연구를 심화시켜 2020년대 후반에는 수익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출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2015.2.12; 2015.2.13, 産経新聞, 20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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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ubeni, 카타르 국영 전력회사와 해외발전사업 제휴

ㅇ 일본 종합상사 Marubeni는 2015년 2월 19일 카타르 국영 전력회사인 Nebras Power와 

케냐, 두바이, 크로아티아 지역에서의 해외발전사업에 있어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함. 

※ Nebras Power는 카타르전력수력회사(QEWC)가 2014년에 해외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신설한 회사임. 

- 일반적으로 발전사업의 경우, 각 프로젝트에 따라 제휴상대가 달라지나, Marubeni와 

Nebras Power는 이 제휴를 통해 일본과 카타르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 발전사업 수주활

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임.

- 이처럼 일본 기업이 해외 전력사업에서 외국기업과 포괄적으로 제휴하는 일은 드문 일

임. Marubeni가 가스 산유국인 카타르의 국영기업과 제휴를 한 것은 연료 공급 측면에

서 우위를 확보하여, 수주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임.  

- 우선 아프리카 케냐에서 50만kW 발전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주부전

력 포함). 총 사업비는 약 8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2016년에 착공, 2019년에 가

동할 예정임. 또한 케냐에서 14만kW 지열발전소도 신설할 계획임.

- 두바이에서는 120만kW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입찰에 양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참가할 것을 검토 중임. 

- 크로아티아에서는 50만kW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그 밖에 필

리핀과 기타 중동국가에서도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임. 

ㅇ 한편, 해외발전사업에서 일본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임. 

- Marubeni는 24개국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 해외 지분 규모에 해

당되는 발전용량은 1천만kW이상으로 일본 종합상사 중 최대임. 

- 또한, Mitsubisi Corporation과 도쿄전력 기업그룹도 카타르에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프

로젝트의 우선협상권을 획득했음.
(日本経済新聞, 20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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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경제개발부, 2015년 對유럽 가스가격 35% 하락 및 가스수출 증가 전망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4년 하반기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Gazprom의 2015년 對유럽 가

스 수출가격이 35%까지 하락하고 판매수익은 전년대비 143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러

한 가격하락은 對유럽 가스수출량을 160Bcm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2월 13일 전망함.

- 경제개발부는 2015년 對유럽 가스수출가격이 Mcm당 341달러에서 222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에는 Gazprom의 판매수익이 498억 달러이었으나 2015년의 

예상 판매수익은 355억 달러로 내다봄.   

･ Gazprom과의 장기계약상 가스가격은 지난 6~9개월 사이의 유가 변동 폭에 따라 

영향을 받음. 즉 2014년 하반기의 Brent유 가격이 약 두 배가량 하락한 것이 이 같

은 가스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됨. 

- 이로 인해, 경제개발부 분석가들은 對유럽 가스수출량이 2014년에는 146.6Bcm이었던 

반면, 2015년에는 160Bcm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Gazprom의 對유럽 가스수출량과 판매수익 >

         자료 : Gazprom

  

ㅇ 한편, Gazprom의 Alexander Medvedev 부회장은 유가하락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소비자들과 현물거래를 증대시켜서 판매수익 손실을 보존시킬 것이라고 2월 초에 밝힘.  

- 현재 오스트리아 가스거래소 CEGH에서 현물거래 가격이 Mcm당 288.5달러로, 장기계

약 가격인 222달러보다 훨씬 비싼 편임. 

- 연이어 경제개발부는 2015년 對유럽 예상 가스가격 Mcm당 222달러는 상당히 낮게 잡

은 것이며, 만약 유가가 2015년 전반기에 배럴당 50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가스가격이 

Mcm당 300달러 이상은 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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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가스거래소 CEGH에서 현물가격과 장기계약 가격 비교 >

                                                                    (단위 : 달러/Mcm)

    자료 : Gazprom 

ㅇ 국제 석유화학 정보제공업체인 ICIS(Independent Chemical Information Service)에 따르

면,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 아시아 현물시장 가격과 유럽의 현물시장 가격 간 차이가 2010
년 이래 처음으로 근접하게 되었음.    

- 2월 초 LNG 가격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Mcm당 242달러였으며, 같은 날 영국 거래소

에서는 244달러였음. 

･ 하지만 1년 전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Mcm당 701달러였으나, 영국 거래소에서는 350

달러로 2배의 차이를 보였음.    

- 한편, EU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해서라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Gazprom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축

소될 것으로 예상함.  
(Vedomosti, 2015.2.13)  

□ Gazprom, 對중국 가스공급 일정 차질 없이 진행  

ㅇ Gazprom의 Alexei Miller 회장은 동부노선(Sila Sibiri 가스관)과 서부노선(Altai 가스관)
을 통한 對중국 가스공급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2월 13일 밝힘. 

- 2월 12일 Miller 회장은 톰스크에서 열린 동부노선을 통한 對중국 가스공급 사업과 관

련한 회의에서 야쿠츠크 가스생산 센터와 가스수송 및 가공시설 건설을 지시함.  

※ Sila Sibiri 가스관은 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구간 가스관으로, Chayanda 

및 Kovykta 매장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하바로프스크를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공급

하게 됨(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9호(2014.3.11일자) p.42참조). 

- 이와 함께 Sila Sibiri 가스관의 가스공급원인 차얀다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리그 설

치 등 시추정 작업이 개시되었으며 Sila Sibiri 가스관 부설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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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zprom과 중국의 CNPC는 Sila Sibiri 가스관의 아무르 강 해저 통과에 대해 합의하

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협정에 관해 논의함. 현재 Gazprom은 아무르 지역 내  

가스가공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 

- Sila Sibiri 가스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이 개시되는 2018년에 약 5Bcm의 가스

를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Gazprom은 가스관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파이프를 포함한 자

재설비 수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서부노선(Altai 가스관)과 관련하여 Alexei Miller 회장은 2월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Zhang Gaoli 상무부총리와 서부노선을 통한 對중국 가스공급에 관한 정부간 협정서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음. 

- 또한 중국 CNPC측 대표와 서부노선을 통한 가스공급계약과 기술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함. 

- Altai 가스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량은 연간 30Bcm으로, Gazprom은 빠른 시일

에 해당 가스관의 러시아 내 일부 구간을 부설할 계획이며, 향후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100Bcm까지 증대시킬 예정임. 

자료: Ria 

< 러시아의 對중국 가스공급 노선 >

(Gazprom 홈페이지; Ria; 1Prime, 2015.2.12~13)  

□ Sakhalin Energy社, 對아･태지역 수출용 새 유종 ‘Sakhalin Blend’ 발표  

ㅇ 사할린-II 사업 운영사인 Sakhalin Energy社는 2008년부터 사할린-II에서 생산되고 있는 

Vityaz 원유와 사할린-III의 Kirinskoye 가스･콘덴세이트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혼합하

여 만든 새 유종 ‘Sakhalin Blend’를 2월 15일 공식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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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khalin Energy社의 지분구조는 Gazprom 50%+1, Royal Dutch Shell plc 27.5%-1, 

Mitsui 12.5%, Mitsubishi 10%임. 사할린-II에서 생산되는 Vityaz 원유는 황함유량이 낮고 

중경질 탄화수소 분획이 높아 등유, 경유,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데 쓰이며, 주로 일본

(33.9%), 한국(33.6%), 중국(24.8%), 대만(1.6%), 필리핀(1.6%), 미국(1.5%) 등에서 수입하

고 있음.

- Sakhalin Energy社는 Sakhalin Blend가 정제시 디젤유와 휘발유를 Vityaz 원유에 비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Sakhalin Energy社는 2015년 3월 말과 4월에 선적될 Sakhalin Blend의 4개 저장 

탱크의 물량을 이미 완비하였다고 발표함.

- Sakhalin Blend는 저유황 경질유이며, Dubai유보다 배럴당 2-3달러 프리미엄을 가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ㅇ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원유가 국제 원유시장에서 Brent, Dubai, WTI와 같이 국제

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국제시장에 진출한 러시아 원유는 Urals(對유럽 수출원유, 중질원유), Siberian 
Light(경질원유), REBCO(Russian Export Blend Crude Oil, 뉴욕 상업거래소 품목), 
ESPO원유, Sokol(사할린-I에서 생산), Vityaz(사할린-II에서 생산)임.

- 러시아는 1990년대에 자국의 원유 브랜드를 국제 시장에서 기준원유로 만들려는 시도

를 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음.

- 또한, ‘러시아 원유의 국제적 브랜드화’는 2014년 러시아 정부의 석유부문 주요 과제이

기도 하였음. 특히 ESPO원유에 대해 아시아지역 기준원유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함.
(Interfax, 2015.2.11; Oilru, Neftegaz,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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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미 오클라호마州, SCOOP 셰일지대 경제성, Bakken·Eagle Ford층 상회

ㅇ 미 오클라호마州 중남부 셰일지대 SCOOP(South-Central Oklahoma Oil Province)의 핵심 개

발·생산지역의 경제성이 미 최대 셰일지대인 Bakken, Eagle Ford의 경제성보다 높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음.

※ 미 오클라호마州 전역에 분포한 고생대 데본기 지층인 Woodford지대는 2008년부터 셰일

생산이 활발해졌음. Woodford지대는 Anadarko, Arkoma, Nemaha, SCOOP의 네 개의 생

산지역으로 구분됨. 이 중 SCOOP에 위치한 미시시피기 지층인 Springer 셰일층(Woodford

지층의 300m 상부에 위치)의 경제성이 높아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Wood Mackenzie社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SCOOP의 핵심 개발·생산지역인 Springer
셰일층의 손익분기점은 $41/bbl(WTI)로 노스다코다州 Bakken층 핵심 생산지역의 손익

분기점인 $45/bbl, 텍사스州 남부 Eagle Ford층의 $48/bbl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또한, SCOOP에 셰일을 함유한 서로 다른 지층(Woodford, Springer)이 존재함으로 인

해 하나의 수직유정에서 다양한 깊이의 셰일을 생산할 수 있어(stacked pay potential) 
오클라호마州 남중부 셰일지대가 재조명되고 있음.  

- 저유가로 인해 셰일자원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SCOOP에 2015년 상류

부문 투자규모는 4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투자활성화가 기대됨.

- Continental社가 2014년 10월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Springer 셰일층의 자원량은 4억 

46백만boe로 추정됨.

 

                        자료 : Continenatal Resources社

<오클라호마州 SCOOP 셰일생산 지대>

(PennEnergy, 2015.2.10; Wood Mackenzie, Continental Resourc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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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15년 여름 가스가격 $2/MMBtu대로 하락 예상

ㅇ 가스 생산증가와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 2015년 가스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신규수요는 정

체되어 여름 가스가격이 $2/MMBtu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됨.

- Bentek Energy社는 Henry Hub 기준 가스가격이 2015년에 $2.56/MMBtu일 것으로 예

상했으며, 이 가격은 현재 NYMEX 선물가격인 $2.89/MMBtu보다 0.3달러 낮고, 미 에

너지정보청(EIA)이 예상한 $3.44/MMBtu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2014년 1월 Henry Hub 기준 가스가격은 $6.00/MMBtu였으며, 2014년 7월 가스가

격은 $4.05/MMBtu였음.

-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기온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스 저장재고량 때문에 가스 가격이 

$2/MMBtu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봄, 가을의 성수기전 기간(shoulder period)에는 

$1/MMBtu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2013~14년 겨울 말 가스 재고량은 23Bcm이었으나 2014~15년 겨울 말에는 48Bcm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가을에는 미 가스저장능력(storage capacity)인 113~141bcm

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ㅇ 미국 내 가스는 원유, NGLs와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생산이 증가해왔고, 계속되는 가스관 확장·건설 프로젝트도 가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미 동북부 Marcellus·Utica 셰일지대 가스관 확장·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2015년 수

송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시추리그 수 감소에도 가스 생산은 계속해

서 증가할 전망임. 

･ Marcellus·Utica 셰일지대 내 가스관 확충을 통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웨스트버

지니아州의 2,000여개 시추정에서 채굴된 가스를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스 공급량 증가는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파이프라인을 통한 對멕시코 수출 등의 

신규수요로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2017년부터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때문에 가스의 수요·공급이 균

형을 이룰 것이라 전망됨.
(Natural Gas Daily, 2015.2.9; EIA 홈페이지)

□ 미 오바마 대통령, Keystone XL 프로젝트 거부권 행사

ㅇ 2015년 1월 29일 상원 통과, 2월 11일 하원을 통과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월 24일 거부권(veto)을 최종 행사했으며, 3월 3일 의회에서 대통

령의 거부권을 기각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2015년부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은 현재 

상원 4표, 하원 11표를 더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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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재심사를 거치게 되는

데, 재심사과정에서 상·하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도 더 이상 해당 법안을 

거부할 수 없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43호(2014.11.21.일자) p.48 참조)

-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통해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중동으로부터 미국

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프로젝트라고 반대해왔음.

ㅇ 한편, Keystone XL 송유관 건설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열차로 원유를 수송해야 하는데 

열차수송은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5배가량 더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석유회사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음. 

- 최근 웨스트버지니아州에서 일어난 원유수송열차 탈선으로 인한 폭발사고 이후 열차로 

원유를 수송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난 2월 16일 웨스트버지니아州에서 원유를 수송하던 109량의 열차 중 28차량이 

탈선하여 폭발했으며 1명이 중상을 입고 1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600명가량이 대

피하는 사고가 일어났음.

(Forbes, 2015.2.19; PennEnergy, 2015.2.24; Bloomberg, 2015.2.25)

□ 캐나다 B.C.州, 소규모 LNG 프로젝트 통해 LNG 수출 추진 예상

ㅇ 참여기업의 파산으로 한때 교착상태에 빠졌던 Douglas Channel LNG 프로젝트에 대해 1
월 28일 컨소시엄이 새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컨소시엄은 2015년 말 최종투자결정(FID)
을 확정한 다음 2018년 LNG 수출을 개시할 계획임.

- Douglas Channel LNG 프로젝트는 바지선을 기반으로 하는 연간 190만 톤 규모의 소형 액

화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B.C.州 Kitimat에 건설될 예정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4-10
호(2014.3.21일자) p.15~24 참조). 원주민 연합 Haisla First Nation과 LNG Partners가 각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LNG Partners가 파산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음.

- 그러나 1월 28일 투자회사가 전부 교체되면서 캐나다 AltaGas, 일본 Idemitsu Kosan Co., 
프랑스 EDF Trading Ltd, 그리고 벨기에의 EXMAR NV로 Douglas Channel LNG 프로

젝트의 컨소시엄이 새로 구성되었음.

- 현재 가동 중인 Pacific Northern Gas Ltd.의 가스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조달할 예정이

며, 해당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은 토지 및 용수 사용을 위해 Haisla First Nation과 계약

을 체결하였음.

ㅇ 또한 인도네시아 RGE Group이 참여하는 Woodfibre LNG 프로젝트는 2015년 1월 180
일 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였으며, 2015년 말 FID를 확정할 계획임.

- Woodfibre LNG는 생산용량 연간 210만 톤의 프로젝트로, B.C.州 Squamish에 건설될 

예정임. Woodfibre 펄프공장을 LNG 시설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산업 부지를 이용함.

ㅇ 한편, 캐나다 B.C.州에서 계획되어온 대규모 LNG 수출프로젝트들은 수익성 감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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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Petronas가 참여하는 Pacific NorthWest LNG 수출프로젝트의 경우, B.C.州정부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손실 발생이 우

려된다며 당초 2014년 12월 예정이었던 FID를 연기하였음.

- BG Group은 Prince Rupert LNG 수출프로젝트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2014
년 10월 발표하였음.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LNG가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모해나갈지 지켜보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연기한다고 BG Group은 

밝혔음.

- 한편, 현재 캐나다 B.C.州에서 계획된 LNG 수출프로젝트는 총 18개이며, 경쟁력 심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추진될 프로젝트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망함.
(Pipeline News North,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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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아르헨티나, 중국과 기술이전을 통한 2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ㅇ 아르헨티나 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2월 3~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에너지, 인프라, 정보기

술, 우주기술, 여행 비자, 금융 부문 등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총 15개 협정을 체결하였음.

- 협정에 따라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2개의 원자력 발전소(Ⅳ Nuclear Plant, Ⅴ Nuclear 
Plant)를 건설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할 것이며,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를 건설하는 데 

각각 58억 달러 및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 중국핵공업그룹(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이 원전 설계, 장비, 건설, 
재무, 서비스, 연료 처리 등 원전 관련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추진할 예정임. 2개 원

전에는 CNNC가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PWR)인 ACP1000이 설치

될 계획이며, 중국이 중남미에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첫 번째 사례임.   

- 그 외에도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2개 수력발전 댐 건설과 철도, 고속도로 등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재건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아르헨티나는 2014년 디폴트 상태를 맞은 이후 외환부족 및 자국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차관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아르헨티나 방

문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 정상회담 시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총 75
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Digital Journal; China Daily USA, 2015.2.9)

□ 아르헨티나, ’14년 원유·가스 생산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ㅇ 아르헨티나 에너지부가 2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원유 생산량은 2013
년 대비 1.4% 감소, 가스 생산은 0.5% 감소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유 생산·
수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 

- 아르헨티나 전체 가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Pen America Energy(PAE)와, Total 
Austral, Petrobras Argentina의 평균 일일 가스 생산량은 2014년도에 전년대비 3.6% 이
상 감소함. 

･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가스 생산기업인 Total Austral의 경우 

가스 생산량은 5.6% 감소함. 

- 반면,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의 생산량은 2013년 대비 원유의 경우 8.85%, 가
스는 12.5% 증가했으나 민간기업들의 생산 감소량이 이를 상회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55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월 4일 원유·가스 생산 증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생산업

체들과 수출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함.  

- 생산업체들은 지원책을 통해 분기별 생산량이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많을 경우, 최대 

배럴당 $3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수출업체들의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원유에 대해 배럴당 $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2014년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70억 달러임. 
(Reuters, 2015.2.4, 9)

□ 브라질, WEF에서 ’15년 경제 성장 전망 발표 

ㅇ 브라질 Joaquim Levy 재무부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참석해 브라질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발표함. Levy 장관은 

저유가 상황 및 세계 경제 성장 저조세 속에서 브라질 경제 성장세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 중앙은행이 2015년 1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Brazil 
GDP성장율은 0.5%로 예상됨. 

- Levy 재무부장관은 저유가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았으

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이라고 언급함. 최근 뇌물수수 스캔들을 일으켰던 

Petrobras도 재정비를 통해 보완했다고 전하며 생산량 또한 증가되고 있다고 밝힘. 

- 수년간 지속된 가뭄과 최근 있었던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전력 공급문제 위험성이 대

두됨. 이에 대해 Levy 장관은 여름 피크 시즌 이후 추세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Levy 장관은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함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증

대되고 브라질 수출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함. 

- Levy 장관은 2013년 중단되었던 항만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기

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저성장세가 브라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한 바라고 

전하며 일축함. 
(Wall Street Journal,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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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프랑스-스페인, 세계 최장 지하 전력케이블 운영 개시

ㅇ 프랑스 Baixas와 스페인 Santa Llogaia를 잇는 세계 최장 지하 고압 전력케이블(65km, 
320kV 직류)이 완공되어 2월 20일 운영 개시됨. 해당 전력케이블은 금년 2월 중으로 시

범 운영을 마친 후, 6월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 프랑스 국영전력기업 EDF의 자회사인 RTE와 스페인 REE(Red Electrica de Espana)
의 주도로 추진된 양국 간 인터커넥터 사업은 총 7억 유로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경제회복을 위한 유럽 에너지프로그램(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 
EEPR)에 따라 이 중 약 2억6천만 유로를 EU로부터 지원받음.  

※ 이번에 개시된 프랑스와 스페인 간 인터커넥터 사업은 2013년 10월 EU가 발표한 248개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중 하나임. PCI는 역내 단일에너지 

시장 구축,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해 EU가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사업을 

선발하는 프로젝트임. 

※ 경제회복을 위한 유럽 에너지복구프로그램(EEPR)은 EU의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간 가스 및 전력망 상호연결, 해상풍력, CCS와 같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해당 인터커넥터의 완공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간 전력거래용량은 종전의 1,400MW에

서 2,800M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의 총 설비용량(2014년 기준, 102GW) 
중 국경 간 전력거래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6%로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상기 수치는 여전히 EU 차원의 권고치(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스페인의 잉여 재생에너지(특히 풍력) 전력 전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인

터커넥터가 추가로 건설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EU는 지난 2014년 10월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에너지 교역 활성화

와 에너지연합 구축의 일환으로 설비용량 중 국경 간 전력거래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최소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세계에너지시장인

사이트 제14-45호(2014.12.12일자) p.62 참조).

ㅇ EU 집행위원회는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에너지연합(energy union) 구축을 위한 

에너지 인터커넥터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와 스페인 간 인터커넥터 완공은 유

럽 에너지 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고 자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

힘. 

- Miguel Arias Can ̃ete EU 기후행동·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양국 간 전력거래용량 확

대는 유럽 전력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라며, ‘비단 

이번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에너지시장 통합을 통해 EU 국민들

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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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 프랑스스페인 간 신규 지하 고압 전력케이블 >

자료 : Siemens

(Reuters, 2015.2.14.; Bloomberg,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2015.2.20)

□ EU 집행위원회,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ㅇ EU 집행위원회는 유가하락의 가속화, 유로화의 약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양적완화 발표, EU의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 등에 따

라 유로존의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4년 11월 제시한 1.1%와 1.7%
에서 각각 1.3%, 1.9%로 상향조정했다고 2015년 2월 5일 발표함.

-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가운데 독일은 2015년 1.5%와 2016년 2.0%의 경제성장률을, 프
랑스는 각각 1.0%와 1.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열악한 투자 환경과 높은 실업률이 유로존의 경제성장에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

황에서 저유가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와 유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유로

존의 수출 활성화 등이 이번 경제성장 전망 상향의 배경으로 지목됨.

-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유로존의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를 –0.1%로 하향조정함.

･ ECB는 물가상승률 2% 수준의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최소 2016년 

9월 말까지 매달 6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월 22일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2016년 1.3%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특히 유럽은 이와 같은 저유가 추세를 화석에너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에너지 수입의

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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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3,150억 유로의 대규모 유럽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부문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연구 등 에너지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시장 단일화를 위해 최근 에너지연합(Energy Union)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Les Echos, 2014.12.8; 유럽중앙은행 홈페이지, 2015.1.22; Reuters;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2015.2.5)

□ EU 통계청, EU 에너지 소비 2006년 이후 감소세  

ㅇ EU 통계청(Eurostat)의 2015년 2월 9일자 발표에 따르면,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에 1990년대 초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3년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1,666백만toe로 1990년(1,667백만toe)과 비슷한 수

준이며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던 2006년(1,832백만toe) 대비 9.1% 감소한 수치임.

･ 이와 같은 감소는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EU 회원국 및 기업 노력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게 자국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2월 6일 공표했으며, 이 법안은 10월에 제출될 예정임.

< 1990년 이후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이 >

 (단위: 백만toe)

자료 : Eurostat                                                              

- 그러나 EU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중동과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는 2013년 유가 기준 4천억 유로에 달함.

･ EU의 2013년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3.2%(2012년 53.4%)를 기록함.

･ EU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1.9%), 덴마크(12.3%), 루마

니아(18.6%), 폴란드(25.8%), 네덜란드(26.0%), 체코(27.9%) 등인 반면, 높은 국가

는 몰타(104.0%), 룩셈부르크(96.9%), 키프로스(96.4%), 아일랜드(89.1%)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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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5위권 에너지 소비대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가운데 영국

(46.4%)과 프랑스(47.9%)는 수입의존도가 낮은 반면, 독일(62.7%), 스페인(70.5%), 

이탈리아(76.9%)는 높은 편임.

< 2013년 EU 회원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

(단위: %)

  자료 : Eurostat  

ㅇ 또한 EU 내 총 에너지 생산량은 790백만toe로, 가장 큰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

은 원자력(29%)이고 그 다음으로 재생에너지(24%), 고체연료(20%), 가스(17%), 원유

(9%), 폐기물(1%) 순임. 

※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풍력, 태양에너지를 포함함. 

- EU 회원국의 에너지 생산량 순위는 프랑스(135백만toe, 17%)가 1위, 그 뒤를 이어 독일

(121백만toe, 15%), 영국(110백만toe, 14%), 폴란드(71백만toe, 9%), 네덜란드(70백만

toe, 9%) 순으로, 5개국의 1차 에너지 생산량 합계가 EU 전체 생산량의 약 2/3을 차지함.

- 한편, 전체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의 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수는 13개국에 달함.

･ 1차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키프로스

(100%), 몰타(100%), 라트비아(99.7%), 포르투갈(97.5%), 리투아니아(91.1%), 오스

트리아(78.2%), 룩셈부르크(76.4%) 7개국이고, 고체연료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폴란

드(80.5%), 에스토니아(78.3%), 그리스(72.3%), 원자력의 경우에는 프랑스(80.9%)와 

벨기에(75.2%), 가스의 경우에는 네덜란드(88.7%)임.    

(Eurostat, 2015.2.9; EurActiv, 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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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 쿠웨이트, 5개년 경제개발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규모 자금 투자 계획   

ㅇ 지난 2월 11일 쿠웨이트 의회는 5개년(2015~2019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약 1,160억 

달러의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힘. 

- 이는 쿠웨이트를 2035년까지 역내 무역·금융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따른 것으

로, 개발계획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임.

- 쿠웨이트 의회는 개발계획 첫 해인 2015~2016년에만 약 223억 달러 지출을 승인한 것으

로 알려짐. 이 프로젝트는 45,000개 이상의 거주시설 건설, 지하철 및 철도 시스템 구축, 
신규 정제시설 건설을 포함한 다수의 석유부문 프로젝트들을 포함함.

※ 61만 5,000b/d 용량의 al-Zour 정제시설 건설, al-Zour 정제시설과 함께 추진될 Olefin 3과  

Aromatics 2 프로젝트, 청정연료 프로젝트, al-Zour 2 발전소/담수화플랜트 건설, al-Abdaliya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쿠웨이트 계획·개발부(Ministry for Planning and Development)의 Hind al-Sabeeh 장관은 

이 계획을 통해 현재 쿠웨이트 경제에서 약 26.4%인 민간부문 비중이 2020년에 약 41.9%
로 확대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쿠웨이트 국적 기술직 노동자 수도 현재 약 92,000명에

서 2020년 약 137,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ㅇ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5개년 개발계획(2010~2014)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어, 
이번 5개년 개발계획(2015~20년)의 목표 이행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평가임. 또한 상당수

의 쿠웨이트 의회 의원들도 재정수익의 약 94%를 차지하는 석유수출수익이 저유가로 인해 

줄어듦에 따라 투자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쿠웨이트 정부는 2015~16년 예산안에서 저유가로 인해 약 24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

상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부 지출규모를 약 17%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
러나 쿠웨이트 정부는 정부지출 삭감이 경제개발계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Kuwait Times, 2015.2.11; Middle East Confidential, 2015.2.12.; MEES, 2015.2.23)

□ 사우디 국영기업 Aramco,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인한 차입

ㅇ 국제유가 하락 상황에서 기존 석유 생산량 유지 정책을 고수하던 Aramco社가 일반사업

비 명목으로 100억 달러 상당의 차입을 계획함.

- 2015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CEO Khalid Al Falih는 아래와 같은 예산절감 활동을 토

대로 장기 전략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연간 4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생산·탐사 비용을 3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61

며, 유정 테스트 비용에서부터 통신·전력 요금할인 협상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부분

에서의 원가절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이번 감축 규모는 Aramco社와 Gulf 지역 석유기업들에게 있어 그리 큰 규모는 아

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과 같은 정리해고 및 생산량 감축 등의 여파는 없을 것

이라는 분석이 주류임.

- Aramco社는 40억 달러 상당의 채무 만기가 2015년 말에 도래하는 상황이라 기존 계약

관련 재협상 및 일부 프로젝트의 연기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임. 

･ Aramco와 같은 국영기업이나 대규모의 걸프만 지역 석유기업 대부분은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Aramco社는 이윤 창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약 20억 달러 상당의 청정연료 발전소 건설 

계획과 홍해의 심해지역 석유·가스 탐사 및 시추계획을 1년간 연기하였음.

- 지리학자들은 홍해의 사우디 영해에 사우디 석유·가스 자원량의 1/3이상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심해지역의 개발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Aramco社가 개발에 나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노르웨이 Rystad Energy社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해지역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53달러임.  

ㅇ 사우디 이외의 중동국가들도 유가하락 이후 비용절감 차원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카타르 국영기업 Qatar Petroleum은 Gulf emirate 지역에서 Shell社와 공동으로 추진하

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연기함.

- 오만은 향후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관망세를 보이며, 7년간 석유를 생산 및 

관리하는 10억 달러 상당의 개발권 입찰을 미루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2015.2.19; Reuters, 2015.2.20)

□ 리비아, 무장단체 파이프라인 공격으로 인한 석유 생산 급감

ㅇ 2011년 카다피 정권붕괴 이후 계속되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2월 13일 IS로 추정되는 무

장세력이 Bahi 유전지대를 공격하고, 연이어 14일에 파이프라인을 공격함에 따라 리비아

의 원유생산량이 20만b/d 수준으로 하락함.

- 2011년 시민혁명 직전에는 160만b/d에 이르렀지만 ’14년 12월에 약 50만b/d 수준까지 

폭락한 이후 지속되는 폭력사태로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파이프라인은 El Sarir 유전지대와 지중해 연안의 Hariga 터미널 까지 이어져있는 

원유 수출을 위한 중요 시설이나, 생산 중단 위기에 봉착함.

･ Bahi 유전지대는 리비아 국영석유기업(NOC)이 전체 지분의 59%, 미국기업 Marathon 

Oil, ConocoPhillips, Hess 등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ㅇ 이번 사태는 최근 미국의 Rig count 감소와 함께 원유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6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로 작용하여, 2월 17일 기준 Brent유 1개월물 가격이 62.53달러로 2015년 1월 최저수준 

대비 약 30% 이상 상승 마감함.

- 리비아의 원유생산량 감소분은 이라크와 같은 OPEC 국가들의 원유생산량 증가분과 상

쇄되어 OPEC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유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함.

- 리비아 총리 Abdulla al-Thinni는 Tripoli에 주둔한 알카에다와 IS 세력 제거를 위한 서

방의 적극 개입을 요청한 상황임. 

･ 2월 16일 이집트 공군은 콥트 교도인 21명 참수에 대응하여 리비아 내 IS 세력에 대

한 2차 보복 공습을 단행함. 이날 공습은 주로 군사훈련장과 무기고에 집중되었음.

ㅇ 2월 22일 리비아 국영기업 National Oil Co. 대변인 인터뷰에 따르면 Sarir지역에서 

Hariga 터미널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은 일주일 만에 복구되어 재가동 중이라고 함. 

- 또한, 보안 문제로 거의 1년 정도 생산이 중단되었던 리비아 동부 Zueitina 터미널에서

도 곧 생산이 재개될 예정임.
(Bloomberg, BUSINESS INSIDER, 2015.2.14~18; Reuters, Wall Street Journal, 20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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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 태국 투자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고부가가치 부문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ㅇ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은 2월 12일 1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를 포함하여 항공분야 등 총 23개의 프로젝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772.3억 바트(23.6억 달러) 규모로 그 중 재생에너지 관

련 프로젝트 11개의 규모는 총 309.2억 바트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세부 계획 및 발전

용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2014년 5월 기준 태국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용량은 11,958MW으로 풍력 223MW, 태양광 

100MW, 수력 7,042MW, 바이오매스 4,593MW임.

-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 발전용량을 55GW로 증대하고 동시에 2021년까지 재

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5%로 증대하는 목표를 추진할 계획임. 태국의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에 있고, 전력수요가 연간 약 4~5% 늘어나고 있어 재생에너지 프

로젝트 추진은 전력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출 대안으로 

중시되고 있음.

ㅇ 상기 프로젝트와 같은 민간 및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은 BOI가 고부가가

치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 관련 신규 정책을 2014년 12월 15일 발표한 후 처음 승인한 프

로젝트로 향후 태국 정부가 에너지는 물론 공공시설, 농업 등의 분야에 민간 및 해외기업

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BOI는 연구개발, 제품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태국 경제특구 및 지정 지역에 투자 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인센티브로 최대 8년 동안의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또한 연구 및 개발, 전자제

품 디자인, 비행기 제작, 비행기 부품 등의 수입세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

(Reuters, 2015.2.12, Clean Technica, 2015.2.18)

□ 인도, 저유가 영향으로 물가지수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

ㅇ 인도 정부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각종 가격지수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 확산을 막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가 2015년 2월 16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유가의 영향을 받아 2015년 

1월 도매물가지수(WPI)는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
년 이후 최대 하락폭임. 

- 연료비 가격지수(PPI) 또한 전년 대비 10.7% 하락했으며, 2015년 1월에 석유 가격 및 

경유 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1%, 1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물가지

수(CPI) 증가율은 중앙은행의 전망치 6%를 밑도는 5.1%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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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9일자로 인도 정부가 경유 가격을 자유화한 이후,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인도 최대 국영석유가스기업 Indian Corp Ltd의 지난 3분기 손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4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Morgan Stanley는 인도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

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격지수 하락이 연료 및 전기요금 하락에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및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더욱 유리하다

고 전망하고 있음.

ㅇ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2015년 1월에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전
문가들은 4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함. 

-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회(FICCI) 회장 Jyostsna Suri는 도·소매 부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현재 산업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

책을 지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Reuters, 2015.2.13, Wall Street Journal, 2015.2.16~17; Business Standard, 2015.2.16)

□ 호주, 탄소 배출 감축 기금 경매 4월 15일로 연기 

ㅇ 호주 정부는 2015년 2월 13일에 탄소 배출 감축 기금(Emissions Reduction Fund, ERF) 
경매를 4월 15일에 시작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 연기된 일정임.

- ERF는 호주 Abbot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탄소세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기

후변화 정책으로서, 정부 기금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제도임. 

※ ERF 참가자들은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 입찰 가격을 제출하고, 정부는 역경매 형식으로 

최저가 낙찰을 통해 낙찰자와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후, 탄소 배출 감축 

결과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 대금을 지급함.   

- ERF의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서, 호주 정부는 이 지원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에 비해 5%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ERF는 Carbon Farming Initiative(CFI)에 기반한 제도로서, CFI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탄소 배출 감축 기금 참가자로 등록되며, 농업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의 참가

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임.

※ Carbon Farming Initiative(CFI)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킨 농업종사자 및 토지소

유주에게 탄소배출권(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을 발행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도

입되었음.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참가자들은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속가능

한 농경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ㅇ 한편, ERF에 대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불명확하고,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음.

-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정책국(Climate Change Authority)은 추가적인 자금 없이 탄소 

배출량 5% 감축이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Abbott 총
리는 추가적인 재원 투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2015.2.27  65

- 일부 언론들은 낙찰 기준가 정보 미공개 및 안전 매커니즘(safety mechanism)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확정되지 않아 경매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전망

을 내놓음.

- 호주 노동당과 녹색당은 ERF 도입 당시, 탄소배출 감축 효과와 자금의 운용계획에 대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이 대규모 탄소배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호주 환경부 홈페이지; The Guardian, 2015.2.24; Business Spectator,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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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