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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3/1 3/4 3/5 3/6 3/7

Brent

($/bbl)
65.07 65.67 65.86 65.99 66.30

WTI

($/bbl)
55.80 56.59 56.56 56.22 56.66

Dubai

($/bbl)
66.56 65.36 65.73 65.85 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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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3/1 3/4 3/5 3/6 3/7

천연가스

($/MMBtu)
2.86 2.86 2.88 2.84 2.87

석탄

($/000Metric ton)
72.30 75.65 74.75 72.90 72.95

우라늄

($/lb)
28.00 28.05 28.20 28.20 28.1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4월 선물가격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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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9 100.4 99.8 -0.6 0.9

     OECD 48.1 48.6 47.4 -1.2 0.2

     비OECD 52.7 51.6 52.3 0.7 0.9

 세계 석유공급 101.9 101.2 100.4 -0.8 2.8

     OPEC 37.4 36.8 36.2 -0.6 -0.8

     비OPEC 64.5 64.4 64.2 -0.2 3.6

 세계 재고증감 0.9 0.9 0.7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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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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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9년 2월호, p.2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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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효율 2017년 개선 현황 및 개선 속도
둔화 요인1)

해외정보분석팀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이서진 부연구위원(sjl@keei.re.kr) 

▶ IEA국가 및 주요 국가의 에너지효율은 2000년 이후 15% 개선되며 37EJ 규모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였으나, 

2017년 에너지효율 개선율은 1%에 그치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IEA는 2017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증가,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 ▲이상 기후(기온), ▲에너지다소비산업 생산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가전기기 최저에너지성능기준이나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건축요건, 자동차 수송연비 기준 및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 관리와 같은 에너지효율 증진 규제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

▶ 2017년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을 위해 전개한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혜택부여 등의 재정지원 

규모는 27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최대 90억 달러(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8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분석됨.

▶ IEA는 각국이 에너지부문 재정지원 규모를 재조정하여 에너지효율 관련 지원금으로 재분배한다면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자금의 배정에 대한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1. 2017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평가

¡ IEA는 2017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요인을 ▲세계 경제성장률 상승,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 ▲기후(기온) 영향, ▲에너지다소비산업 생산 증가 등으로 제시하였음. 

‒ 2017년 세계 1차에너지 원단위2) 개선 속도는 1.7% 수준으로 2011~2016년 기간 중 

개선율 2.2%에 미치지 못하였음. 

※ 2011~2016년 1차에너지 원단위 개선율(2.2%)은 2001~2010년 기간 중 원단위 

개선율 대비 2배에 달하였음. 

¡ 2000년 이후 IEA국가 및 주요 국가3)의 에너지효율은 15% 개선되었으나, 2017년 
에너지효율 개선율은 전년 대비 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를 야기한 요인으로 경제활동 증가가 제시되었음. 

･ IEA는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지표로 산업활동(GDP) 및 수송 원단위(톤･Km/에너지, 
인･Km/에너지 등) 등 에너지 소비규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활동변수를 설정

1) 본 현안분석은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IEA, 2018)’에 기초하여 2018년 세계 에너지 

효율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2)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GDP산출 단위당 에너지투입량을 의미함. 

3) 주요 경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함.

“IEA는 2017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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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활동 지표가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IEA는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유발된 점도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는 산업구조, 에너지이용 설비구조, 건물·바닥 면적, 

수송Mode별 비중, 기후조건 등 에너지소비를 결정하는 제반 여건을 의미함. 

¡ 2000-2017년 기간 동안 IEA국가 및 주요 국가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절감된 

에너지규모는 일본과 인도의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37EJ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부문은 산업 부문

(19EJ)이며, 건물 부문(14EJ) 및 수송 부문(4EJ)이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음. 

‒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의 결과로 2017년 에너지 

사용량이 12% 가량 줄어든 것으로 IEA는 평가하였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IEA국가 및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변화 추이(2000~2016년) >

(단위 : EJ)

. 

“2017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유발된 점도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에 기여”

“2000-2017년 
기간 동안 
IEA국가 및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은 
일본과 인도의 
최종에너지 
사용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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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차에너지 원단위는 2017년 GDP U$1,000당(PPP)로 산정되었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세계 에너지원단위(1차에너지 기준) 개선율 변화(2011~2017년) >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주요국의 1차에너지 소비, GDP,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2011~2017년) >

2. 2017년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 둔화요인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증가 

¡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2016년(3.1%) 대비 0.6%p 신장되었음. 2017년 
OECD국가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0.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음. 

“2017년 
경제성장의 결과 
OECD 국가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0.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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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EU국가) 2017년 미국 및 EU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3%(2016년: 
1.5%) 및 2.6%(2016년: 2%)로 증가를 기록하였음. 

‒ (미국) 2015년부터 1차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으며, 2017년 1차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0.6% 감소를 기록하였음. 미국의 에너지소비 감소추세는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의 연료전환(석탄→ 천연가스)으로 에너지효율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되었음. 

‒ (EU국가) 2017년 EU국가는 경제성장 결과로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음. 

¡ 2017년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4)의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의 1차에너지 
소비는 2015~2016년 기간 중 1% 미만의 증가율에서 2017년 2.7% 증가로 반전

되었음. 

‒ (중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6.8% 수준이었지만, 2017년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6%(2015년: -1.1%)에 달하였음. 

‒ (인도) 2017년 인도의 1차에너지 소비는 2016년 대비 4.1% 증가하며, 2012년 

이후 5년간 연평균 3.2%를 상회하였음. 특히, 2017년 인도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수송부문(항공 및 도로 교통)의 석유소비 증가와 발전부문의 석탄 소비증가

(3.8%)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었음. 

‒ (브라질) 2016년 이후 2년간 이어진 경제침체 이후, 2017년 1% 증가율로 상승 

전환되었으며,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1.4% 증가를 기록하였음.

¡ (일본) 2017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소비는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0.4%)로 전환되었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세계 1차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2011~2017년) >

4)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IEA, 2018)’에서 신흥경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등 6개 국가를 일컫고 있음. 

“미국은 발전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1차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0.6% 
감소”

“인도는 
수송부문의 
석유소비 증가와 
발전부문의 석탄 
소비증가로 
2017년 
1차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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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석유소비 증가 

¡ 2017년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소비 규모는 97.8백만b/d 
(2016년: 96.2백만b/d)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증가의 대부분은 수송부문(주로 도로

교통)에서 기인하였음. 

‒ 도로교통 부문의 연료소비는 2017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22%를 차지

하였으며, 최종에너지 기준 석유소비의 50%를 차지하였음. 도로교통 부문의 

석유수요 증가는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교통·물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도로교통 부문의 석유수요 증가는 대형 차량의 보급·확대에 기인하며, 세계 

승용차 공급에서 차종의 대형화(SUV 비중: 2014년 30% → 2017년 41%)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2017년 항공운송 부문의 항공여객은 41억 명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승객･이동거리(passenger kilometer)는 2016년 대비 7.6% 증가를 기록하였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주요국 휘발유 가격 및 승용차 판매 중 SUV 비중 변화(2014~2017년) >

▣기후(기온) 영향 

¡ 2017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상기온(가뭄, 더위, 추위 발생) 및 기온의 계절적 

양극화로 인해 냉·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 

둔화를 유발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 (유럽) 2017년 유럽 남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이 대폭 감소하여 대체 

전원으로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급증하였음. 

‒ 또한 2017년 유럽 지역에 몰아친 무더위에 따라 냉방도일이 전년대비 16% 

“석유가격의 
상승에도 대형 
차량의 보급· 확대  
등으로 세계 
석유소비 규모 
증가”

“2017년 이상기온 
및 기온의 계절적 
양극화로 인해 
냉·난방용 
에너지소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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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음.

¡ (중국) 2017년 중국의 기후(기온)조건 양극화로 인한 냉·난방 에너지수요 증가가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 하절기 중국의 무더위로 인해 냉방도일이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2위의 냉방용 에너지 다소비국인 중국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2017년 겨울 난방기의 한파로 주거부문의 가스 소비 급증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국 정부는 주거용 천연가스 공급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제한을 두었던 

석탄 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음.  

▣에너지다소비산업 생산 증가 

¡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 증가가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속도를 둔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2017년 세계 철강 산업의 생산량(조강 생산량 기준)은 2015년 하락세와 
2016년 보합세에서 상승 반전하여 4% 증가를 기록하였음. 

‒ 세계 철강 산업은 2017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철강 

생산 증대는 에너지소비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 

¡ 특히, 중국의 에너지다소비산업(철강 산업 등)은 2015년 이후 성장이 주춤하였으나, 
2017년 생산 확대로 전환되어 에너지소비와 전력소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 중국 철강 산업 성장률은 3% 증가하여 2015년 이래 처음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세계 철강 생산(조강 생산량 기준) 변화 추이(2011~2017년) >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생산 
증가는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속도 둔화의 
직접적인 요인”

“2017년 세계 
철강 산업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4% 
증가하며 세계 
에너지소비증가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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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변화

▣에너지효율 규제제도 강화

¡ 2017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규제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가전기기 최저 에너지성능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건축요건, 자동차 수송연비 기준 및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규제정책 적용대상 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4%로 

증가하였음.

･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에너지소비 비중 증가의 

99%는 자동차 연비규제 및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에 부합하는 신제품 

대체에 의한 효과였으며, 1%는 효율기준의 적용범위를 새로운 범주로 확장한 

것에서 비롯됨.

‒ 2017년 기준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60% 이상이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정책 적용 

대상이 되면서,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었음. 

¡ 중국 등 신흥국의 규제대상 정책범위 확대는 전 세계 효율정책 대상 범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중국의 효율규제 적용대상 확대로 2017년 세계 에너지소비의 효율의무제도 

적용대상은 2016년 13.5%에서 13.9%로 증가하였음. 

‒ 2017년 효율개선 의무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는 인도의 자동차(승용차) 연비

기준, 페루, 싱가포르, 짐바브웨 등의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기준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7년까지 에너지효율 규제제도 적용범위는 최종에너지 소비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 부문(비주거용)이 가장 폭넓게 적용된 영역으로 규제대상 

범위가 43%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주거용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적용범위는 비교적 낮은 

수준(34%)에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주거용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정책적용 범위가 낮게 유지된 이유는 

주거용 건물은 바이오매스(취사용 에너지) 사용비중이 높기에 효율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정책 적용대상의 산업 부문 소비비중은 2017년 36%에 

불과하였으나, 산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 

“2017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규제제도 강화”

“수송 부문 
에너지효율 
규제제도 
적용범위는 
2017년 2.4%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9호 2019.3.11

부문 에너지효율 규제제도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송 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제도 적용범위는 32%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에 2.4%p 증가하며 다른 부문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적용범위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송 부문에서 관찰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수송 부문의 규제정책 범위 확대는 EU, 캐나다, 중국, 인도의 자동차 연비기준 

확대와 기록적인 자동차 보급･확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강도는 2011년 이후 연평균 0.6% 증가하며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규제강도 증가추세는 
둔화되었음. 

※ 에너지효율 규제강도는 IEA의 EPPI(Energy Efficiency Policy Index, EPPI)를 

통해 평가되고 있음. EPPI는 에너지효율 의무 및 규제 범위를 결합하여 

2000년 이후 작성한 지표로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EPPI가 1포인트 

증가했다면, 에너지효율이 2000년보다 1%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에너지효율 규제제도의 적용범위와 규제강도가 확대되고 심화된 결과, 세계 

에너지효율 규제지표인 EPPI는 2017년 0.51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규제정책 강도는 0.5% 증가하며 2016년(0.2%)에 이어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인 0.6%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함.

･ 2017년 EPPI 수준은 2016년과 비슷하지만, 2017년 증가폭은 2015년까지의 

5년 평균 성장률의 1/4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임. 

※ IEA는 EPPI 개선의 최근 부진을 신규 에너지효율 개선 규제정책과 기존의 

규제조치 이행을 적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음. 

‒ 2017년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규제강도는 캐나다, EU, 인도, 일본 및 한국 

등에서 상업용 차량과 승용차의 연비기준 강화로 심화되었음. 

･ 2017년 EPPI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는 유럽국가로,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수송･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기준강화와 EU의 에너지

효율지침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7년 발효된 새로운 차량 배출가스 기준과 더불어 승용차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었음. 

‒ 2017년 EU국가 및 한국의 건물 부문 난방효율 기준 강화, 대만 및 사우디의 

산업용 전기모터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인도의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기준

(PAT: Performable, Achieve and Trade) 프로그램 강화 등이 대표적인 효율규제 
강화로 예시되었음.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강도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규제강도 증가는 
둔화 추세”

“최종에너지 
소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규제제도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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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원형도표의 크기는 각 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의 크기와 비례함.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2017년 세계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효율 규제제도 적용 소비 비중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부 재정정책

¡ 2017년 세계 각국이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에너지 고효율기술 적용 및 에너지절감 
활동 추진 등)을 위해 전개한 재정정책은 에너지효율 증진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혜택부여, 지분투자 금융(equity finance) 제공, 자금융자 및 채권

금융, 보증지원, 비용지원 금융(on-bill finance) 등을 망라하고 있음. 

¡ 2017년 세계 주요 16개 국가 정부가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해 투입한 재정활동

(세금감면, 보조금, 대출 및 리베이트 등) 규모는 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16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임. 

‒ 수송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투입한 재정규모는 최대 90억 달러 수준이며, 
이중 80억 달러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금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증진(냉난방 설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6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투입된 재정지원 규모는 

60억 달러로 추계되었음. 

▣ IEA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 및 권고

¡ 2017년 세계 16개국 정부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에서 보조금 비중이 
48%에 달하였으며, 조세감면 및 자금융자 비중이 31%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음. 

‒ 보조금은 재정지출 방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 정책수단으로 직･간접 

보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규모는 자금융자(채권･대출) 방식에 3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2017년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을 위한 
지원규모는 270억 
달러 수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방식 중 
보조금(48%)과 
조세감면 및 
자금융자(31%)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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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수단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이 지배적인 이유는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조금 지급방식이 가지는 

직접성, 관리의 용이성, 지원금 결정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증 일부는 민간 투자를 유발토록 활용함으로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독일 정부는 2009-2017년 기간 중 건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부문 CO2 
배출감축 지원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공공재정 투입자금과 민간투자 자금의 

비중을 1:20으로 설계함으로서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음.

자료 : IEA(2018), “Market Report Series: Energy Efficiency 2018”

<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개선 재정지출 방식별 집행 비중 >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16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270억 

달러), 전체 재정지출 규모나 다른 종류의 에너지 지원금 대비 작은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총 1,030억 달러에 달하였음. 

¡ IEA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부문 재정지원 규모를 재조정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재정정책 재원으로 재분배한다면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에너지정책 재원배정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화석에너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절감된 재정지출을 에너지효율 개선 

부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배정을 조정할 경우, 화석연료 가격의 인상이 

초래되어 간접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유도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수요 증가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화석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너지고효율 설비의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로 민간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확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하락을 가능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전체 재정지출 
규모나 다른 
에너지 지원금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

“각국 정부의 
에너지부문 
재정지원 규모를 
재조정하여 
에너지효율 관련 
재정정책 
재원으로 
재분배하는 정책 
자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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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에너지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각국 정부에 대한 IEA의 
정책 권고의 요지임.

▣ 2017년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변화내역 및 IEA 에너지효율 

개선의 장기전망 등은 별도의 분석으로 향후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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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2월 26~3월4일)>

¡ 국제유가(Brent유)는 2월 마지막 주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1일에는 $65.07/bbl로 마감해 

지난주 종가 대비 3.05%($2.05) 하락하였음.

‒ WTI유 가격도 2월 마지막 주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1일에는 $55.80/bbl로 마감해 지난주 

종가 대비 2.55%($1.46) 하락하였으며, Dubai유 가격도 2월 마지막 주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1일에는 $66.56/bbl로 마감해 지난주 종가에서 큰 변동이 없었음.

유종

월별
Brent WTI Dubai

유종

일별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2/11 61.51 52.41 62.02

          2월 65.73 62.18 62.72 2/12 62.42 53.10 62.23

          3월 66.72 62.77 62.74 2/13 63.61 53.90 63.34

          4월 71.76 66.33 68.27 2/14 64.57 54.41 65.32

          5월 77.01 69.98 74.41 2/15 66.25 55.59 65.12

          6월 75.94 67.32 73.61 2/18 66.50 - 66.73

          7월 74.95 70.58 73.12 2/19 66.45 56.09 66.48

          8월 73.84 67.85 72.49 2/20 67.08 56.92 66.38

          9월 79.11 70.08 77.23 2/21 67.07 56.96 67.12

         10월 80.63 70.76 79.39 2/22 67.12 57.26 67.22

         11월 65.95 56.69 65.56 2/25 64.76 55.48 66.84

         12월 57.67 48.98 57.32 2/26 65.21 55.50 64.56

 2019년  1월 60.24 51.55 59.09 2/27 66.39 56.94 65.30

         2월 65.07 55.80 64.59 2/28 66.03 57.22 65.98

         3/1 65.07 55.80 66.56

3/4 65.67 56.59 65.36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3.5.)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3.5.)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2월 마지막 주,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OPEC의 감산의지 재확인, ▲미국 전통원유 

재고 감소, ▲미･중 무역분쟁 해소 조짐, ▲러시아의 감산의지 재표명 등을 들 수 있음.

‒ (OPEC의 감산의지 재확인) 유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OPEC은 산유량 감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26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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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非OPEC 산유국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175차 OPEC 정례총회에서 2019년 1월부터 

산유량을 2018년 10월 산유량 대비 120만b/d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인사이트 제18-44호

(2018.12.17일자) pp.32~33 참조).

※ 2019년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가 상승 기류를 OPEC 주도의 감산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OPEC은 제발 진정해 달라. 세계는 유가상승을 감당

할 수 없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음(2019.2.25.).

･ OPEC은 감산 합의를 계속해서 준수하고 감산에 참여 중인 OPEC 회원국 및 非OPEC 
산유국에게 지속적으로 산유량 감축을 요구할 것이며 시장균형을 위해 원유 재고가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산유량 감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Reuters紙가 

보도하였음.

※ OPEC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18년 11월과 12월 원유 재고는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각각 

2,300만 배럴과 2,800만 배럴 높음.2)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관련 발언에 대해 Khalid al-Falih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에 참여하는 25개 산유국은 “느긋하고 신중한 접근법(slow and measured approach)”을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OPEC이 2019년 말까지 감산합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2월 27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3)

‒ (미국 전통원유 재고 감소)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3월 1일 기준) 
미국 전통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864.7만 배럴 감소한 4억 4,586.5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2월 

27일 유가에 상승압력을 주었음.4)

･ 2월 셋째 주까지 미국 전통원유 재고는 5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전문가들은 

당초 280만 배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와 

OPEC 감산으로 미국의 원유 순수입이 감소하면서 재고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미･중 무역분쟁 해소 조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해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3월 4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5)

‒ (러시아의 감산의지 재표명)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의 말을 인용한 러시아 에너지부는, 
앞서 약속한 대로 3월부터 산유량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해 3월 4일 유가에 상승

압력을 주었음.6)

･ Novak 장관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지난해 10월 산유량 대비 22.8만b/d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음(2019.3.4.).

※ 러시아의 금년 1월 산유량 감축 수준은 4.7만b/d에 그쳐 감산 쿼터인 23만b/d에 크게 못 

미쳤음.

1) Reuters, 2019.2.26.

2)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2019.1.17., 2.12.
3) Reuters, 2019.2.27.

4) Reuters, 2019.2.27.; 미 EIA 홈페이지, 2019.3.5.

5) Reuters, 2019.3.4.

6) Tass, 2019.3.1.; Reuters,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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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마지막 주,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징조 ▲미국 전통

원유 생산량 최대치 경신, ▲미국 제조업지수 하락 등이 있음.

‒ (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징조) 금년 2월 중국 제조업 생산량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였고, 
인도 경제도 2018년 4분기에 추진력을 잃으면서 2018년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2월 28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7)

‒ (미국 전통원유 생산량 최대치 경신) 2월 마지막 주(3월 1일 기준) 미국의 전통원유 생산량이 
전주 대비 10만b/d 증가한 1,210만b/d에 달하면서 또다시 기록을 경신해 2월 28일 유가에 

하락압력을 주었음.8)

‒ (미국 제조업지수 하락)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의 

금년 2월 미국 제조업지수(performance of manufacturing index, PMI)가 1월의 56.6%에서 
2.4%p 감소한 54.2%로 나타나 2016년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3월 1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9)

7) Reuters, 2019.2.28.

8) Reuters, 2019.2.28.

9) Reuters,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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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미･중 무역분쟁 해소 시 양국 간 에너지 교역 확대 전망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당초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시한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음(2019.2.24.).10)

※ 미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실패할 경우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양측 간 무역협상 종결을 위한 최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7일 즈음 회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11)

･ 그러나 협상 결과가 상대측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며 양측 모두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음.

‒ 2월 셋째 주 워싱턴에서 양측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중국은 미국産 농산물, 화학, 자동차,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여타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도 지난해 중국産 제품에 부과한 제재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중임.

‒ 현재 양측은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만약 양측이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미국産 제품 구매도 확대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미국産 천연가스 수입도 재개할 

예정임.12)

‒ 현재 중국 국영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은 미국 Cheniere Energy社로부터 
18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 시 Cheniere 
Energy는 2023년부터 LNG를 수출할 것임.

10) Wall Street Journal, 2019.2.27.; Financial Times, 2019.2.27.

11) Wall Street Journal, 2019.3.3.

12) Wall Street Journal,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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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 계약은 추가 LNG 수출설비 구축을 위해 중국 국영은행들이 최대 3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미국 LNG 센터(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 CLNG)의 Charlie Riedl은 상기 계약이 

성사된다면 다른 유사한 계약이 뒤따를 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불거진 이후 미국産 LNG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중국은 주로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가스를 구매하고 있음.

¡ 한편, 한국 광양에 저장되어 있던 미국 Eagle Ford産 원유 8만 5,927톤을 실은 유조선이 중국 

칭다오에 도착하였으며(2019.2.24.), 인수자는 중국 산둥省에 위치한 독립 정유기업 Hongrun 
Petrochemical로 확인됨.13)

‒ 이는 2018년 11월 이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입하는 미국産 원유이며, 지난 11월에는 중국 

독립 정유기업 Yuhuang Petrochemical이 미국 Southern Green Canyon油 100만 배럴을 수입한 

바 있음.

‒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0월과 12월 및 2019년 1월에도 미국産 원유를 일체 

수입하지 않았음.

▣ 美 BLM, 와이오밍州 내 565개 구획에 대한 석유･가스 리스 경매 실시

¡ 美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이 2019년 들어 첫 번째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 경매를 실시하였으며(2019.2.25.~3.1.), 이번에 대상이 된 지역은 와이오밍州 내 565개 

구획(75만 에이커)임.14)

‒ 와이오밍州는 미국 연방국유지 중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생산하고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번 경매의 대상이 된 지역은 면적으로 볼 때 알래스카州를 제외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실시한 최대 규모였음.

‒ 경매에 부쳐진 토지의 70%가 낙찰되었으며, 리스 경매를 통해 거둔 수입은 약 8,800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美 연방정부와 와이오밍 州정부가 수입의 절반씩을 가져갈 것임.15)

‒ 트럼프 정부는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국유지와 영해를 에너지 탐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의 “미국의 에너지 지배”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단행했던 조류 보호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번 경매도 그에 따라 실시된 것임.

¡ 한편, 이번에 경매 대상이 된 지역은 뇌조의 일종인 조류(sage grouse)의 중요 서식지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16)

‒ 경매는 당초 지난해 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BLM에게 추가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경매에 포함된 지역 중 뇌조 서식지는 31개 

13) Platts, 2019.2.27.; Reuters, 2019.3.1.

14) Washington Post, 2019.3.1.; Reuters, 2019.3.1.; Associated Press, 2019.3.1.

15) Reuters, 2019.3.5.

16) Washington Post, 2019.3.1.; Reuters,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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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5만 7,800 에이커)에 달함.

‒ 환경단체들은, 석유･가스 개발이 확대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뇌조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

했으며, 이번 경매에 포함된 지역은 뇌조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유정의 간격과 지표면 공사 등에 대한 연방정부 및 州
정부의 규제만으로도 뇌조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BLM은 오는 3월 19~20일 와이오밍州에서 예정된 또 다른 경매를 비롯하여 유타, 몬태나, 
콜로라도州 등 2019년 한 해 동안 다수 지역에서 리스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17)

지역 일정 지역 일정

와이오밍 3월 19~20일 뉴멕시코 9월 2일

유타 3월 25~26일 동부 지역 주, 네바다, 유타 9월 9일

몬태나 3월 25~27일 와이오밍 9월 16일

콜로라도, 뉴멕시코 3월 28일 콜로라도, 몬태나 9월 23일

네바다, 유타 6월 10일 뉴멕시코 11월 4일

뉴멕시코, 동부 지역 주, 

와이오밍
6월 17일

동부 지역 주,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
12월 9일

콜로라도 6월 24일 알래스카 12월 11일

몬태나 7월 30일 콜로라도, 몬태나 12월 16일

주 : 2019년 2월 4일 기준

자료 : 미 BLM 홈페이지, “2019 Calendar Year Oil and Gas Lease Sale Planning Schedule”

<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미국 연방국유지 경매 일정(2019년) >

‒ BLM은 2018년 한 해 동안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리스 경매를 통해 총 1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면서 최고 기록을 수립한 바 있는데, 앞선 기록은 2008년의 4억 800만 

달러였음.18)

17) 미 BLM 홈페이지, 2019.3.4.

18) Oil & Gas Journal,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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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집행위원회, 독일 에너지회사 RWE社-E.ON社 합병 최종 승인19)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독일의 에너지회사인 RWE社와 E.ON社 간의 합병을 
승인하였음(2019.2.26.).

※ 이번 양사의 합병은 합병 후 신규법인의 탄생 없이 양사 간 자산과 지분의 교환(swap) 형태로 

추진됨.

‒ 同 합병 계획은 2018년 3월 양사가 처음 발표하였으며, 세부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9년 1월 RWE가 EU 집행위에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였음.20)

※ EU 회원국 內 기업이 합병을 통해 전 세계 매출 5억 유로 이상, EU 內 매출 2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수·합병에 대한 EU 집행위의 승인이 필요함.21) 이

는 EU 집행위가 인수･합병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시장 내 공정경쟁 저해 가능

성과 독과점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고자 도입된 절차임.

‒ EU 집행위는 이번 합병이 독일 內 발전 및 전력 도소매시장에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RWE社의 시장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며 합병을 최종 승인하였음. 

¡ 이번 합병의 목적은, RWE와 E.ON 양사 간 중복된 사업 분야를 정리하여 RWE社는 재생

에너지발전 부문에, E.ON社는 송배전망운영 부문에 각각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

음.22)

‒ 독일전력시장에서 전력판매량 기준 RWE社는 1위, E.ON社는 2위를 차지하는 등 전력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23)

･ 그러나 RWE의 경우, 독일의 脫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가동 중지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2017년 상반기 8억 8,300만 유로에서 2018년 상반기 6억 8,300만 유로로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24) 

‒ 同 합병 이후 RWE社는 특히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전력생산 부문에 전문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발전 부문에서 독일 內 1위, 유럽 전체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25)

19) European Commission, 2019.2.26.

20) Clean Energy Wire, 2019.1.23.

21) European Commission, The EC Merger Regulation(EC No.139.2004), 2004.1.
22) Greentechmedia, 2018.3.12.

23) 전력거래소,「2017년 해외전력산업 동향」, 2017.11.

24) Financial Times, 2018.8.14.

25) Smart Energy International, 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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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병절차를 통해 RWE社가 취득 예정인 자산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부문으로, 
이를 통해 8.6GW 규모의 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同 합병을 통해 RWE가 취득하게 될 재생에너지발전용량 중 육･해상풍력발전용량이 85% 

정도를 차지함.

‒ 한편, E.ON社는 합병 이후 전력공급 및 송배전망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며, 합병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는 독일 內 총 수용가 수가 5,000만에 달할 전망임.

･ E.ON社는 RWE의 자회사인 Innogy社의 송배전망 사업권을 취득하여 2,000만 이상의 수용가를 

확보함으로써 총 수용가 수 5,000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nnogy社는 RWE社의 자회사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공급,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의 사업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으며, 송배전망 운영사업권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합병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26)

･ E.ON社는 RWE社가 Innogy社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 전량인 76.8%을 취득하고, RWE社는 

E.ON社의 지분 16.67%를 15억 유로에 매입해 E.ON社의 최대주주로 등극함. 

･ 지분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뒤, E.ON社는 기존 E.ON社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사업과 함께 Innogy社가 보유하였던 재생에너지 생산 기능, 가스 저장시설 및 오스트리아 

전력기업 Kelag에 대한 참여지분을 RWE社에 양도하며, 이후 Innogy社는 해체됨.

‒ 同 합병계획 발표 당시 양사와 독일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이 표명되었음.27)

･ (RWE社) 이번 합병을 통해 RWE와 E.ON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리된다면, RWE는 독일 

에너지전환의 강력한 동반자(partner)로 거듭날 것임(2018.3.12.).

･ (E.ON社) 이번과 같은 전략사업의 교환을 통해 유럽의 에너지 저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두 개의 회사가 탄생할 것임(2018.3.12.).

･ (독일 정부)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에너지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전환시대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임(2018.3.12.).28)

¡ 한편, 이번 합병과 관련해 독일 에너지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독일 에너지전문 법률회사 Becker Büttner는 이번 합병으로 E.ON이 독일 전력소매시장의 2/3 
이상을 장악하게 된다면,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공정경쟁 침해와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2019.2.4.).29)

‒ 이에 대해, Johannes Teyssen E.ON CEO는 이미 EU 집행위에서 독과점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시장지배력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2019.3.1.).30)

･ Teyssen은 이번 합병을 통해 E.ON社가 독일 전력소매시장에서 담당하게 될 부분은 독일 

26) Bloomberg, 2018.3.12.

27) E.ON Press Release, 2018.3.12.

28) Clean Energy Wire, 2018.3.12.

29) Clean Energy Wire, 2019.2.4.

30) Clean Energy Wire,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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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력시장의 약 20%로 전망하며, 100개가 넘는 독일 內 전력공급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자사의 독점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고 언급하였음. 

▣ ExxonMobil-Qatar Petroleum, 키프로스 해상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발견31)

¡ ExxonMobil과 Qatar Petroleum은 키프로스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탐사구역의 제10광구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음(2019.2.28.).

‒ 양사는 총 12개로 나누어진 키프로스 EEZ 탐사구역 중 제10광구의 탐사권을 낙찰받아 자원 

탐사를 진행해 왔으며, 2년간의 탐사작업 끝에 수심 2,063m 해저에서 시작하여 해수면으로부터 
4,200m 지점까지 시추하여 가스를 발견하였음.

･ 이번에 가스를 발견한 탐사정(井)은 제10광구 내 두 개 탐사정 중 하나로서 Glaucus-1 well로 
불리며, 다른 하나인 Delphyne-1 well에서는 아직 가스가 발견되지 않았음. 同 탐사사업은 

ExxonMobil이 60%, Qatar Petroleum이 40%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임.

‒ 발견된 가스의 매장량(in-place natural gas)은 5Tcf~8Tcf(141Bcm~226Bcm)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년간 세계적으로 발견된 가스매장량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약 300억~4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32) 

･ 키프로스 언론 Phileleftheros紙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키프로스 섬 

전체의 총 에너지소비를 200년간 충족할 수 있는 규모임.33)

자료 : Cyprus Ministry of Energy,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 키프로스 배타적경제수역 내 탐사구역 현황 >

31) ExxonMobil, 2019.2.28.

32) CNBC, 2019.2.28.

33) Ekathimerini,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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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EEZ 탐사구역은 총 12개의 광구로 나뉘어 있으며, ExxonMobil, Total, ENI, 한국가스

공사 등 유수기업들이 각 광구의 탐사권을 낙찰받아 활발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34) 

･ 2011년 미국의 Noble Energy社는 同 탐사구역의 제12광구에서 매장량 4.5Tcf~8Tcf 규모로 

추정되는 Aphrodite 가스전을 발견하였음

･ 2018년 이탈리아의 ENI社가 同 탐사구역의 제6광구에서 매장량 6Tcf~8Tcf 규모의 Calypso 
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음.35)

※ 제6광구는 이번 ExxonMobil-Qatar Petroleum 컨소시엄이 가스를 발견한 제10광구와 바로 

이웃하여 있음.

¡ 그러나 금번 발견된 천연가스가 최종 개발･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데는 키프로스의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음.36)

‒ 키프로스가 속한 동지중해에서의 지속적인 자원발견으로 인해, 북키프로스를 대변하는 터키와 

키프로스공화국 간 지속되어 온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37)

･ 키프로스는 1974년 터키와 그리스의 개입으로 터키계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 남키프로스로 

분단되었고, 아직 통일협상을 마치지 못했음.38)

※ 두 국가 중 남키프로스(키프로스공화국)만이 EU 회원국으로 승인받아 2004년 5월 가입 

절차를 마쳤음. 북키프로스(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는 터키 외 국가에서는 승인받지 못한 

미승인국가이며, 국제사회는 터키가 해당 지역을 사실상 무단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함.39)

‒ 실제로 터키는 2018년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 지역에서의 서방 기업의 자원탐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터키 이외에 그 어떤 국가도 해당 지역에서 탐사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2018.11.18.)40)

¡ 한편, 키프로스 EEZ 탐사구역에서의 지속적인 매장량 발견으로 러시아産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에너지안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존재함. 

‒ 키프로스 공화국은 EEZ 내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집트에 

수출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또한 양국은 동지중해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Rystad Energy社의 Palzor Shenga 애널리스트는 최근 키프로스의 EEZ에서 발견되는 가스의 

양을 고려할 때, 키프로스가 추후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 새로운 가스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음(2019.3.3.).41)

34) Ekathimerini, 2019.2.7.

35) In-Cyprus, 2019.2.28.

36) Reuters, 2019.2.28.

37) Guardian, 2019.2.28.

38) 아시아경제, 2017.8.16.

39) 조선일보, 2018.8.4.

40) Reuters, 2018.11.19.

41) Offshore Engineer,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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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주요 전력회사, 송전선 확충 사업 추진

¡ 도쿄전력과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은 송전선 확충을 위해 ‘전원접속 안건 모집 프로세스’를 개시하였음.42) 

※ 전원접속 안건 모집 프로세스는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에 의해 2016년 8월 새롭게 제정된 

계통 접속 규정임. 계통 접속 희망자가 용량 부족을 이유로 일반송배전사업자들이 보유한 

계통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인근 계통 접속 희망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비를 부담하여 대책

공사를 실시하는 프로세스임. 同 프로세스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비의 공동부담

사업자 및 부담금을 결정해야 함.43)  

‒ 도쿄전력 산하의 송배전사업자인 도쿄전력PG(Power Grid)와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 

이바라키縣을 중심으로 500kV 송전선 신설 및 275kV 송전선 접속변경 공사를 실시하여 

송전망을 확충할 것이며, 비용은 287억 5,000만 엔으로 추산됨.44)

･ 현재 신규 모집 용량 630만6,000kW에 대한 입찰 대상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모집 용량 이상으로 사업자 신청이 많을 경우, 공사비를 많이 부담하는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송전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 도호쿠지역의 경우, 입찰 모집 용량 350만kW에 대해 1,500만kW분의 발전사업자가 모집하여 

송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 못한 사업자가 나온 바 있음. 

‒ 한편, 도쿄전력 이외에 도호쿠전력은 도호쿠 지역의 13곳에서 1,300억 엔 규모의 전원접속

안건모집 프로세스를, 규슈전력은 규슈 지역의 14곳에서 70억 엔 규모의 전원접속안건모집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송전선을 확충하고 있음. 

¡ 이처럼 주요 전력회사들이 송전선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간송전선 여유 용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45)

‒ 주요 전력회사들은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 규정한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간송전선 용량의 50%를 비워둘 

필요가 있으며,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가동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실제로 기간송전선의 평균

이용률은 10~30%에 그침. 

‒ 이에 FIT 제도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 

42) 日本経済新聞, 2019.3.2.

43)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電源接続案件募集プロセスの基本的な進め方について”, 2016.8.

44) 電気新聞, 2019.2.8.

45) SankeiBiz, 2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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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규슈 지역의 경우, 일조량 등 양호한 기후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규슈 지역 내 전체 설비용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7.9%의 비중을 차지하였음.46) 

･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규슈전력은 공급권역 내 전력 공급이 양수발전･축전 

및 역외 송전 등을 시행해도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실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7호(2018.10.22일자) pp.25~26 참조). 

※ 자원에너지청은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주요 전력회사가 발전설비로부터 전력계통으로의 

출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억제할 수 있는 출력제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출력

제어시스템은 전원의 특성에 따라 ①화력발전 출력억제 및 양수발전 활용 → ②타 지역으로의 

송전 → ③대규모 바이오매스발전 출력억제 → ④태양광･풍력발전 출력억제 → ⑤원자력･ 수력･
지열발전 출력억제 순서로 적용됨.

¡ 한편, 경제산업성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송전선 확충보다 기존 송전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식 ‘Connect and Manage’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8-4호(2018.1.29일자) pp.40~41 참조).

※ ‘Connect and Manage’는 영국에서 재생에너지 전원 도입 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통접속 가능한 잉여용량이 발생했을 경우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접속을 인정하는 제도임. 

‒ 현재 일본 송전선운용지침에는 ‘First Come, First Served(선착순)’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전원이 접속계약 신청순으로 계통접속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통접속계약 신청은 발전설비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통접속계약이 완료된 

발전설비 가운데 가동 개시 이전인 경우도 있음. 또한, 가동 개시 이후 유지･보수작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되는 발전설비로 인해 계통잉여용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송전

선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7년까지의 일본 내 재생에너지 신규 전원개발계획 >

(단위 : 만kW)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

152.7 363.8 - 58.0 27.9

자료 :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 JAPC, 도카이 제2원전 안전대책비용 자금지원 계획(안) 발표

¡ 일본원자력발전(주)(Japan Atomic Power Company, JAPC)는 재가동을 추진 중인 노후원전 

도카이 제2원전(BWR, 1,100MW)의 안전대책비용 자금지원 계획(안)을 발표하였음.47) 

※ JAPC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주요 전력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원자력발전

사업만을 영위하며, 현재 5개 전력회사로부터 매년 약 1,000억 엔을 지원받고 있음.

‒ JAPC는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을 위해 2014년에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7년에는 가동

46)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平成３０年度供給計画の取りまとめ”, 2018.3.

47) 朝日新聞, 2019.3.2.; 毎日新聞,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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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同 원전의 원자로설치허가 심사서(2018.9.26.)와 
공사계획(2018.10.18.)을 승인하였으며, 가동기간이 2038년 11월까지 연장되었음(인사이트 

제18-41호(2018.11.19일자) pp.23~24 참조). 

‒ 도카이 제2원전은 1978년에 가동 개시한 노후원전으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안전대책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JAPC에 따르면 방조제 건설 및 내진 보강 등 안전대책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2021년 3월임. 

‒ JAPC는 도카이 제2원전의 안전대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배 증가한 3천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同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매입해 온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이외에도 

주부전력･간사이전력･호쿠리쿠전력 등으로부터도 자금지원을 받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도카이 제2원전에서 발전된 전력의 80%는 도쿄전력이, 20%는 도호쿠전력이 매입해 왔음. 

･ 同 계획(안)에 따르면 재가동 이전 시기(2019.4월~2022년 말)에 필요한 자금은 1,200억 

엔으로, 전력 매입 비율에 따라 도쿄전력이 960억 엔, 도호쿠전력이 240억 엔을 부담할 것임.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은 은행으로부터 융자 및 채무보증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재가동 이후 시기(2023.1월~2024.3월)에 필요한 자금은 1,800억 엔으로, 도쿄전력 960억 
엔, 도호쿠전력 240억 엔, 주부전력･간사이전력･호쿠리쿠전력 3개사가 600억 엔 규모의 

자금을 채무보증 형태로 지원할 것임. 

･ 주부전력･간사이전력･호쿠리쿠전력은 JAPC의 쓰루가원전 2호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매입

하는 것을 이유로 자금지원 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쓰루가 2호기는 원자로 건물 바로 

아래에 활단층의 존재가 지적되어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임. 

¡ 한편, 도카이 제2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同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6개 지자체로

부터 재가동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 내에는 약 9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同 원전 재가동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재가동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JAPC는 보유하고 있던 4기 원전 중 2기는 폐로 작업 중이며, 현재 재가동이 전망되는 원전은 

도카이 제2원전이 유일함. 

‒ 도카이 제2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폐로될 경우, 거액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 JAPC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일본, 4월 전기요금 인하 전망

¡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4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홋카이도전력을 제외한 모든 전력

회사가 전기요금을 소폭 인하하였음(2019.2.27.).48)

‒ 주요 전력회사들의 전기요금 인하 요인은 경영 효율화, 연료조정단가 인하 및 원전 

재가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 등이며, 규슈전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기록함.

48) 주요 전력회사(오키나와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시코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규슈전력) 홈페이지,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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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슈전력은 4월 1일부터 840만 건의 가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을 평균 1.3% 인하

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2016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전력사업자로의 이탈에 제동을 걸고자 

함.49) 

※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저압부문의 경우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이후부터 2018년 

11월까지 규슈전력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총 56만 건 이상임. 

･ 금번 규슈전력의 전기요금 인하 결정은 2018년 겐카이원전 3･4호기의 재가동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임.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및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따른 발전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하여 두 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8-21호(2018.6.11일자) pp.24~25 참조). 

¡ 한편, 규슈전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신전력사업자인 사이부가스도 同사 계약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가스와 결합 판매하는 전기요금을 인하할 계획으로, 평균 요금인하 
폭은 1.64%가 될 것으로 전망됨.50) 

‒ 사이부가스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참가하여 후쿠오카･나가사키･구마모토 3개 縣을 
대상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2019년 1월 말 현재 8만 건의 소비자를 확보하였음. 

‒ 사이부가스가 일반 가정(월간 전기 사용량 250kWh)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기요금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6,535엔이나, 4월에는 1% 인하된 수준이 될 전망임. 

전력회사 오키나와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시코쿠 간사이 주고쿠 주부 호쿠리쿠 규슈

월평균 

사용량
260 23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50

3월 7,865 7,098 7,555 7,454 7,188 6,940 7,241 7,095 6,779 6,620

4월 7,753 7,098 7,516 7,400 7,129 6,928 7,186 7,077 6,727 6,533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참조

< 일본 주요 전력회사의 2019년 3~4월 전기요금 비교 >

(단위 : kWh, 엔)

49) 日本経済新聞, 2019.2.27.

50) 日本経済新聞,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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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인도네시아, ‘석탄･팜원유 수출 운송･보험규제’ 시행 연기

¡ 인도네시아는 석탄 및 팜원유(crude palm oil) 수출 시 내국 보험사 이용에 관한 ‘석탄･
팜원유 수출 운송･보험규제(Coal & Palm Oil Insurance Regulations, Trade Ministry Regulation 
82/2017)’ 시행 시점을 2019년 2월 1일에서 5월 31일로 연기하였음(2019.3.1.).51)

‒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는 자국의 해운･보험산업 활성화 및 외환보유고 

개선을 위해 同 규제를 제정하였으며(2017.10.26.), 석탄 및 팜원유 수출 시 ▲내국 보험사 

이용 및 ▲내국 해운사 이용 등의 의무를 규정함.52)53)

･ 선주들로 구성된 상호보험협회 SPICA Services에 따르면, 同 규제 제정 당시 인도네시아의 

석탄 및 팜원유 수출에서 국적선 이용 비중이 6.4%밖에 되지 않았음.54)

･ 同 규제에 따라 인도네시아産 석탄 및 팜원유 수출 시 수출업자는 ◯1 2018년 8월부터 

내국 보험사를 이용해야 하며(제4조 제1항), ◯2 2020년 5월부터는 내국 해운사를 통해서만 
운송(Sea Transportation controlled by National Sea Transportation company)이 가능함

(제3조 제1항).

※ 단, 인도네시아 내국 보험사의 보험서비스나 해운사의 해운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 불가할 경우 외국회사를 이용할 수 있음(제5조).

‒ 그러나 통상부는 同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수입업자 측과의 협상 및 적응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국 보험사 이용 의무규정의 발효시기를 또 한 번 조정함.55)

※ 통상부는, 이 규정이 FOB 조건부 인수, 수입국 정부조달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시행시기를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등으로 2차에 걸쳐 연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8-29호(2018.8.13일자) p.49 참조).

･ 또한, 同 규제 시행 이전임에도 소규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해운업계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주로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월간 2,500만~3,0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으며, 同 규제로 인해 석탄교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51) Platts, 2019.3.1.

52)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 “The Provision of the Utilization of National Sea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for Export and Import of Specific Goods”, 2017.10.31.
53) HWF 홈페이지, “Adapting to Changes in the Indonesian Regulatory Regime”, 2018.6.
54) SPICA Services, “Indonesia - Coal and Crude Palm Oil Cabotage - Regulation 82/2017”, undated. (검색일: 2019.3.2.)

55) RambuEnergy,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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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제로 인해 이미 인도네시아의 주요 석탄광산 지역인 Kalimantan의 석탄 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56)

56) Insurance Business Asia, 2019.2.1.



단위 표기

Mcm: 1천m³

MMcm: 1백만m³

Bcm: 10억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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