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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세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변화 방향1)

▶ OPEC 감산 이행과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 기후변화 대응 노력 지속

▶ 세계 천연가스 수급 구조 변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원전정책 변화

▣ OPEC 감산 이행과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

 (OPEC 감산활동) 2017년 1월부터 24개 OPEC 및 주요 非OPEC 산유국들은 2016년 말에 

도출한 감산합의에 따라 감산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당초 2017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산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였음.

‒ 2016년 11월 30일, 24개 OPEC 및 주요 非OPEC 산유국들은 국제석유시장의 공급과잉 해소와 

유가 회복 촉진을 위해 2016년 10월 산유량 대비 약 180만b/d를 감산하는 것에 합의하였음.2)

‒ 2017년 5월 25일, 감산참여국들은 기존 감산합의 내용을 유지하며 감산기간만을 2018년 3월

까지 연장하였음.3)

‒ 2017년 11월 30일, 감산참여국들은 감산기한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였으며, 이때 당초 불

안정한 국내정세를 이유로 감산조치에서 면제되었던 나이지리아와 리비아 역시 산유량을 제한

하도록 합의내용을 수정하였음.4)

･ 그러나 감산참여국들은 2018년 6월 OPEC 총회에서 국제석유시장 수급현황을 평가하고 감산

조치 유지여부를 검토할 것이라 밝혀, 2018년 말 이전에 감산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하였음.

･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개별적인 생산쿼터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두 국가의 생산량은 

총 280만b/d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리비아의 산유량은 98만b/d 수준(2017.10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산유량은 170~175만b/d 

(2017.11월 기준)로 회복되었음. 두 국가의 산유량 회복으로 OPEC 감산이행의 영향이 상쇄

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OPEC 및 非OPEC 산유국들의 높은 감산이행률에도 불구하고 국제석유재고 감소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감산기간을 연장하였음.

‒ OPEC의 실질적인 감산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OPEC은 

1) 본 특집분석은 2017년 세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및 시장 변화를 정리하였으며, 해외정보분석실 연구진 전원(양의석, 

김아름, 김비아, 석주헌, 김기중, 이은명, 신보람, 김유리, 전희정, 김은진, 이주리, 임지영, 박지민)의 참여로 작성되었음.

2) 인사이트 제16-44호(2016.12.5일자) pp.55~56 참조

3) 인사이트 제17-18호(5.29일자) pp.57~58 참조

4)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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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높은 감산이행률을 유지하고 있음.

･ OPEC은 감산합의 한 달 후에 이미 90%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 감산합의 

한 달 후 이행률이 약 57%에 그쳤던 것과 크게 대비됨.

･ OPEC의 석유 생산량은 5･6･7월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8월에는 다시 감소하여 1~8월 평균 

OPEC의 감산이행률은 116%로 집계되었음(OPEC 감산 모니터링 위원회 집계 기준, 2017.9.22).

･ 2017년 11월에는 OPEC 산유량이 6개월 만의 최저치인 3,245만b/d(전월 대비 13.3만b/d↓)를 

기록하였음.5)

‒ OPEC 감산활동은 국제석유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전히 2017년 9월 OECD 상업 석

유재고는 과거 5년 평균치를 약 1억5,400만 배럴 상회하는 29억8,500만b/d로 집계되었음.6)

‒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감산참여국들도 국제석유시장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

식하여 감산기간 연장을 지지한 것으로 설명됨.7)

 OPEC 감산이행은 국제유가의 주요 상승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나 감산 종료방식 미정

과 실질적인 감산이행률 등과 같은 문제로 상승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감산 종료방식에 대한 우려는 감산기간이 처음 연장된 5월에 대두되었으며, 이 때 감산 목표량 

비확대 결정 등과 더불어 국제유가가 감산기간 연장 이전보다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침.8)

･ 현재(2017.12월)도 감산 종료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 장

관은 갑작스런 증산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였음.9)

‒ 또한, OPEC의 감산이행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으나 Falih 장관은 감산이행에 있어 자국

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감산이행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였음.

‒ 사우디는 당초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OPEC 감산모니터링 위원회(JMMC)에 의장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음.10)

※ 모니터링 위원회는 매월 회동해 감산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알제리･쿠웨이트･
베네수엘라･러시아･오만 5개국으로 구성되어있었음.

 (非OPEC 산유국 석유공급) 非OPEC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OPEC 

감산활동의 영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2월 13일에 발간된 OPEC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OPEC의 11월 산유량은 전월 대비 13.3만b/d 

감소한 3,245만b/d를 기록하며 지난 6개월 기간 중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월 非OPEC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OPEC의 NGLs 생산량 포함)이 전월 

대비 98만b/d 증가하면서 6,490만b/d에 이르러 세계 석유공급은 전월 대비 84만b/d 증가한 

5) 인사이트 제17-42호(12.18일자) pp.58~59 참조

6) 인사이트 제17-39호(11.20일자) pp.36~37 참조

7)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51~52 참조

8) 인사이트 제17-18호(5.29일자) pp.57~58 참조

9)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51~52 참조

10)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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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만b/d를 기록하였음.

‒ 특히 미국 셰일오일 생산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2월 

1주차(~2017.12.7)에는 1983년래 최대치인 978만b/d를 기록함.11)

 2017년 11월 국제유가(브렌트유･WTI유)는 감산합의가 이뤄진 전년 동월보다 상승하여 브렌트

유는 배럴당 15.79달러, WTI유는 10.90달러 상승함.12)

유종
2016년 2017년

11月 12月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브렌트유 47.08 54.92 55.45 56.00 52.54 53.82 51.39 47.55 49.15 51.87 55.51 57.65 62.87

WTI유 45.76 52.17 52.61 53.46 49.67 51.12 48.54 45.20 46.68 48.06 49.88 51.59 56.66

자료 : Petronet

< 국제유가(브렌트유･WTI유) 증감 추이 >

(단위 : $/bbl)

자료 : OPEC

< OECD 상업석유재고와 과거 5년 평균 간 차이 >

(단위 : 백만b/d)

▣ 기후변화 대응 노력 지속

 2017년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COP21, 2015.12월)에 의거하여 수립한 자발적 감축공약

(I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음.

‒ 2017년 12월 현재, 197개 협약 당사국 중 195개국이 파리협약 참여에 서명하였고, 170개국이 

비준하였음.13)

 EU는 기존 수립되었던 2030년까지의 에너지･기후변화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세계 기후변화 

부문을 지속적으로 주도하였음.

‒ EU는 G7에너지장관회의(2017.4.9~10)에서 파리협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EU가 파리협약

의 목표에 따라 청정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나갈 것이

라고 강조하였음.14)

11) EIA (2017.12.13), Weekly Petroleum Status Report(~2017.12.8)

12) Petronet 홈페이지, http://www.petronet.co.kr/v3/index.jsp(검색일 : 2017.12.18)

13)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검색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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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U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2014년 채택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목표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

였음(2017.11.28).15)

･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기존 EU차원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개선 목표를 각각 ≥27% → ≥35%, ≥27% → ≥4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가결하였음.

‒ EU는 역내 발전 및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설비 대기배출 기준

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대기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 EU집행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에 관한 신규 기준’을 발표하고, 유럽 내 석탄화력 발전설비

의 질소산화물(NOX)･이산화황(SO2)･미세먼지(PM) 배출기준을 강화하였음(2017.8.17).16)

※ 유럽전력산업협회(Eurelectric)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 설비 투자를 중단17)한다고 밝혔음(2017.4.5).

･ EU집행위는 ‘청정 이동수단 패키지(Clean Mobility Package)’를 통해, 신규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수준(95gm/km)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장기목표를 수립하였음(2017.11.8).18)

국가 주요 내용

프랑스

- (계획) ‘기후 계획(Plan Climat)’ 로드맵 수립(2017.7.6)19)

  ⋅신임 Macron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강조

- (건물) ‘기존 서비스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법령’ 공포(2017.5.10)20)

  ⋅동 법령은 에너지 전환법의 일환으로 추진

  ⋅에너지 전환법 17조: 서비스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60% 달성

- (건물)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계획안’ 발표(2017.11.25)21)

  ⋅연간 50만 채의 주택에 대한 개･보수 실시

  ⋅2020년 건물 에너지소비 15% 절감 등을 목표

- (자원개발) 2040년 이후 탄화수소자원 신규 개발･탐사권 발급 금지 법안 

가결(2017.10.10)22)

  ⋅2040년 이후 탄화수소자원 탐사･개발권의 연장 및 신규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2017.8.23 환경부 발의) 가결

- (수송) 파리 市정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2017.10.12)23)

  ⋅2024년까지 경유차, 2030년까지 휘발유차 퇴출 목표

  ⋅‘기후계획(Plan Climat, 2017.7.6)’에 포함된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을 시범 실시

자료 : 각주 참조

< 주요 EU국의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 >

14) 인사이트 제17-14호(4.24일자) pp.38~39 참조

15)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46~47  참조

16) 인사이트 제17-30호(9.4일자) p.45 참조

17) 인사이트 제17-13호(4.17일자) pp.48~49 참조

18) 인사이트 제17-38호(11.13일자) pp.3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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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내용

영국

- (계획)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발표(2017.10.12)24)

  ⋅제5차 탄소감축 목표안(Carbon Budget,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7% 

감축, 1990년 대비) 제시

  ⋅에너지효율, 저탄소 수송, 청정전원 부문의 목표 제시

- (수송) ‘수송부문 이산화질소(NO2) 농도 감축계획’ 발표(2017.7.26)25)

  ⋅‘Clean Air Strategy(2018년 발표 예정)’의 일환으로 추진

- (수송)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발표(2017.7.26)26)

스웨덴

- ‘기후법(Climate Act)’ 제정(2017.6.15)27)

  ⋅2045년 탄소배출중립(net zero emissions), 2045년 이후 탄소흡수(negative 

emissions) 달성을 목표로 제시

핀란드

-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국민투표 가결(2017.5.21)28)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추진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

자료 : 각주 참조

< 주요 EU국의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변화(계속) >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

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운남성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13.5계획’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十三五’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案, 2015~2020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였음(2017.7.23).29)

‒ 중국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국 5(國V) 배출가스 기준을 확대 시

행하고 있음(2017.1.1~).30)

‒ 또한, 2017년 동안 50GW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감축을 추진하였음.

･ 국무원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석탄발전소의 폐쇄, 

건설 중단 및 연기를 통해 2017년 석탄화력 발전용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음(2017.3.5).31)

19) 인사이트 제17-24호(7.17일자) p.40 참조

20) 인사이트 제17-17호(5.22일자) p.67 참조

21)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45~46 참조

22) 인사이트 제17-35호(10.16일자) p.35 참조

23) 인사이트 제17-36호(10.23일자) p.52 참조

24) 인사이트 제17-36호(10.23일자) pp.53~54 참조

25)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34 참조

26)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34 참조

27) 인사이트 제17-32호(9.18일자) p.37 참조

28) 인사이트 제17-18호(5.29일자) pp.54~55 참조

29) 인사이트 제17-12호(4.10일자) p.31 참조

30) 인사이트 제17-11호(1.16일자) p.37 참조

31) 인사이트 제17-9호(3.20일자) p.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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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세계 기후변화 노력 추세에 

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2017.1.20)’

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제(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미 수자원 규제(Waters of 

the US rule) 등)를 철폐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음.32)

‒ 2017년 6월에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 시대를 선언하고

(2017.6.29), 전임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의 철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파리협약 탈퇴 결

정(2017.6.1)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음.33)

‒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시하였던 에너지･기후변화 부문 정책공약을 이행하는 행

정명령을 발표하고(2017.3.28), 기후행동계획(CAP) 폐지, 청정전력계획(CPP) 재검토 등 전임 

행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추진하였음.34)

･ 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폐지 및 중･대형차량의 연비･
배기가스 배출 기준 규제 폐지 등을 추진 중임.

･ EPA는 CPP 폐지를 위한 규제 개정안을 제출(2017.10.10)하였으며, 이후 의견 수렴(~2017.12.15) 

후 폐지안이 확정될 예정임.

･ 또한, EPA는 미 예산관리국(OMB)에 중･대형차량의 연비･배기가스 배출 기준 규제 폐지를 

공식 제안하였으며(2017.10.20)35), 미 내무부 토지관리국(BLM)은 2018년 1월 17일 시행 예정

이었던 메탄 규제(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2016.11.18)를 2019년 1월 27일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하는 규제개정안을 제출하였음(2017.10.5).36)

‒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주정부 및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

에 반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 미국의 북동부 9개 州는 기존의 ‘Interstate cap-and-trade program(州간 배출권 거래제)’을 기

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음(2017.8월).37)

※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州는 

2009년 지역연합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CO2 배출량 2005년 대비 45% 감축을 목표로 미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인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주도함.

‒ 미국 민주당 소속 Bernard Sanders 상원의원과 80명의 하원의원은 내무부 토지관리국의 메탄 

규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음(2017.11.2).38)

32) 인사이트 제17-3호(2.6일자) pp.41~42 참조

33) 인사이트 제17-23호(7.9일자) pp.48~49 참조

34) 인사이트 제17-13호(4.17일자) pp.3~17 참조

35) 인사이트 제17-37호(10.30일자) pp.34~35 참조

36) 인사이트 제17-39호(11.20일자) p.30 참조

37) 인사이트 제17-30호(9.4일자) pp.43~44 참조

38) 인사이트 제17-39호(11.20일자) p.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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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천연가스 수급 구조 변화

 (미국)39)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풍부한 셰일자원 기반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독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국의 에너지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셰일자원을 국가 간 무역에서의 전략적 수단으로 인지하고, 미국 정부는 무역적

자가 발생하고 있는 對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 LNG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였음. 

‒ 또한, 러시아産 PNG 의존도가 높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産 LNG 도입을 가능한 편

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對중･동유럽 LNG 공급 가능성을 적극

적으로 타진하였음.

‒ 미국의 천연가스(LNG) 수출은 2016년 하반기부터 Sabin Pass Project의 수출 본격화로 증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11월 기준 미국의 LNG 수출량은 1.9Bcf/d를 기록하였음.40) 

※ 2015년까지 미국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의 PNG 방식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Sabine 

Pass Project의 수출 본격화로 LNG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천연가스 수출 중 PNG 비

중: 2015년 98.4% → 2016년 92%).

‒ 세계 에너지시장의 저유가 기조와 함께, LNG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 LNG 공급능력 확대와 수출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은 2017년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미국은 목적지 제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계약조건으로 동북아지역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시장 확장을 추진하였음.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2017년 ▲反러시아 정서, ▲EU의 러시아産 천연가스 의존도 감축 정책, 

▲미국産 LNG 수입 확대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연가스 수출노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였음.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세계 LNG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러시

아 에너지기업들 역시 LNG 생산량 증대를 위한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41)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 2035

년경 러시아의 LNG 생산량이 2016년보다 7배 증대되어, 미국, 호주, 카타르 등 주요 LNG 생

산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함.42) 

･ 에너지부는 향후 2035년경 對아･태지역 LNG 공급을 최대 5배 증대시켜 14Bcm에서 74Bc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의 낙관적 시나리오).43)

39) 인사이트 제17-30호(9.14일자) pp.3~26 참조

40) 인사이트 제17-42호(12.18일자) p.34 참조

41) 인사이트 제17-35호(10.16일자) pp.28~29 참조

42) 인사이트 제17-35호(10.16일자) pp.28~29 참조

43) 인사이트 제16-34호(2016.11.28.일자)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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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2016년에도 세계 가스 수출량의 거의 1/3을 차지한 반

면,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은 4.5%에 그치고 있음. 

･ 2017년 현재 러시아는 Gazprom의 사할린-2 LNG 사업과 Novatek의 야말 LNG 사업 등을 통

해 상업생산된 LNG를 일본, 한국,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의 트레인1은 금년 12월 초 완공되어 12월 5일부터 LNG 생산을 개시

하였으며, 12월 9일 첫 번째 LNG 카고가 말레이시아 Petronas LNG UK, 두 번째 LNG 카고

가 중국 CNPC에 수출되었음.44) 

‒ 러시아 정부는 기존에 주력해왔던 LNG 판매시장인 일부 아･태지역 국가들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신규 LNG 판매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LNG 공급부문에서의 협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에너지부와 러시아産 LNG의 對파키스탄 공급

에 대한 정부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2017.10월).45)46)

 (카타르) 카타르는 2017년 ▲국제 LNG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란-Total社 간의 South 

Pars 가스전 개발사업 계약 체결, ▲對카타르 단교사태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

구하고 LNG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음. 

※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전세계 LNG 수출량 중 카타르의 비중은 31.4%에 달함

(BP, 2016).

‒ 카타르 국영석유기업 QP(Qatar Petroleum)은 12년 전 중단하였던 North Field 가스전의 개발

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2017.4.3), 이는 호주와 미국 등의 가스 생산･수출 확대로 

자국의 세계 가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자 가스전 개발 재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분석됨.47)

‒ 카타르는 North Field 가스전 생산용량을 당초 계획인 2Bcf/d에서 4Bcf/d로 늘리고 2024년까지 

자국의 연간 LNG 생산량을 현재 7,7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7.7.4).48)

･ QP는 ▲기존 14개 LNG 트레인 확장과 ▲신규 트레인 2~3개(각각 연간 설비용량 750만 톤) 

도입 등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QP는 North Field 가스전 개발 추진을 통해 2022~2024년 경에는 신규 공급 물량에 힘입어 

세계 LNG 시장에서의 카타르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2017.12.5).

 (EU) EU는 러시아産 가스수입 의존도 감축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및 수입 비용 

감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의 LNG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44) 인사이트 제17-42호(12.18일자) p.30 참조

45) 인사이트 제17-34호(10.2일자) pp.27~28 참조

46) 인사이트 제17-36호(10.23일자) pp.46~47 참조 

47) 인사이트 제17-13호(4.17일자) pp.54~55 참조

48) 인사이트 제17-42호(12.18일자) pp.44~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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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자 EU는 ‘EU 에너지동맹 

구축’을 EU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급

원･공급국･공급경로를 다변화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함.

※ EU는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약 1/3을 러시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 국가는 가스 

수입을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EU 집행위는 러시아産 가스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해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출용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그간 육상 구간에만 적용되었던 ‘Third Energy Package(TEP)’ 규정을 해저 가

스관인 Nord Stream-2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2017.11.8),49)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가스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관한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자 Nord 

Stream-2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상 위임권을 부여해 줄 것을 EU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요청

한 상황임.50)

‒ EU 국가는 역내 천연가스 생산 감소로 수입 증대가 불가피하여 캐나다, 미국, 호주, 나이지리

아, 알제리 등과 LNG 수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51) 

･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최초로 Sabine Pass LNG 수출터미널에서 출발한 LNG 1카고(95Mcm)

를 인도받았으며(2017.6.7), 이후 리투아니아도 미국産 LNG 1카고를 인도받았음(2017.8.21).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급증한 발전단가를 축소하고 LNG

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미국産 LNG 도입을 확대하였음. 

‒ 일본 JERA社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본토에서 미국産 LNG를 도입하였으며

(2017.1.6),52) 일본 기업들이 참여한 미국 LNG 프로젝트에서 올해 말부터 LNG 생산이 시작

되어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임.53)

･ 특히, 미국産 LNG 계약은 목적지제한조항이 없어 잉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매할 

수 있고 그동안 경직되어있던 아시아 LNG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유연한 LNG 시장 확립을 위해 LNG 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전매행위를 제

한하는 거래관행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도출하였음(공정거래위원회, 

2017.6.7).54)

･ Royal Dutch Shell社와 말레이시아 Petronas社는 LNG 시장에서의 수급완화를 배경으로 일

본과의 LNG 거래에서 전매 제한 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55)

49) 인사이트 제17-38호(11.13일자) pp.29~30 참조

50) 인사이트 제17-37호(10.30일자) p.37 참조

51) 인사이트 제17-30호(9.4일자) pp.19~20 참조

52) 인사이트 제17-30호(9.4일자) p.21 참조

53) 인사이트 제17-36호(10.32일자) p.41 참조

54) 인사이트 제17-25호(7.24일자) p.53 참조

55)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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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EU)56)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EU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여, 2017

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EU는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음. 

‒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 ITRE)는 2030년까지 EU차원에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7%에서 35%로 확대하는 하는 개정안을 가결하였음(2017.11.28).57)

‒ EU 역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1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EU의 2020년 재생에너지부문 목표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Europe 

2020 Strategy 이행 평가 보고서, 2017.7월).58) 

‒ 2015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처음 데이터가 공표된 2004년(8.5%)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04년 이후 EU 28개 회원국 모두 크게 증대되었음.59)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스웨덴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핀란드

(39.3%), 라트비아(37.6%), 오스트리아(33.0%), 덴마크(30.8%) 등의 순으로 집계됨. 

･ 2015년에 EU 회원국 중 11개국(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이 이미 2020년 자국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치를 달성하였으며, 2개국(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은 약 1%p 차이로 목표치에 근접함.

 (중국)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하에서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

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80GW, 발전량을 1,900TWh까지 확

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60)

‒ 전원믹스에서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를 7억7,000만kW(2015년 대비 2억5,000만

kW ￪)까지 확대하고,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39%(4%p ￪), 발전량 비중은 31%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지도의견(지

침)을 발표했으며(2017.7.19), 주요 내용은 기풍, 기광, 기수 현상 및 보조금 부족 등의 문제 해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음.61)

5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7-2호(11.6일자) pp.2~3 참조

57)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46~47 참조

58) 인사이트 제17-26호(7.31일자) pp.41~42 참조

59) 인사이트 제17-10호(3.27일자) p.52 참조

60) 인사이트 제17-19호(6.7일자) p.3 참조

61)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19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3호 2017.12.26  13

‒ 중국 정부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부문 정책 방향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의 건설 프로

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풍력 및 태양광의 신규 발전설비용량을 각각 20GW, 18GW 확대할 계획

임을 밝힘(2017년 전국 에너지업무회의, 2016.12.27).62)

･ 특히 중국은 태양광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태양광 관련 핵심부품 생산국으로 성장하

였으며, 또한 기광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 

‒ 국가에너지국(NEA)은 브리핑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00GW를 돌

파하였으며, 기풍･기광 현상도 다소 완화되었다고 밝힘.63)

･ 2017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은 수력 338GW, 풍력 154GW, 태양광 102GW, 

바이오매스 13.3GW임. 

･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37GW에 육박하여 전체 신규 발전용량의 70%를 차지하였으

며, 수력, 풍력, 태양광의 발전 설비 용량은 전 세계 1위임. 

 (일본)64) 정부는 기존 FIT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균형 잡힌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

함과 동시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고자 FIT제도를 개정하여 2017년 4

월 1일부로 적용하였음. 

‒ 일본 정부는 저탄소사회 실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FIT제

도를 도입하였으며(2012년), FIT제도 개시 이후 재생에너지발전 설비는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FIT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29%에 달하였음. 

‒ 그러나, 태양광발전 편중 도입 및 인가를 받은 후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가제도의 창설, 입찰제 

도입, 매입의무자 변경 등을 중심으로 FIT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2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우드팰릿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의 입찰제도 도입할 예정임. 

･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 1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낮은 

전력 매입가격은 정부가 설정한 2017년 전력 매입가격보다 약 4엔/kWh 낮은 17.20엔/kWh

을 기록하였음. 2018년부터 연 2회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인도) ‘2017년 국가에너지정책(안)(이하 ‘NEP’)’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누적)을 175GW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2017.6.27).65)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9월 30일 기준 60GW(풍력 33GW, 태양광 

15GW, 바이오 8.2GW, 소수력 4.4GW)임.

‒ 발전원별 목표는 태양광100GW(전력망과 연계된 태양광발전단지 60GW, 옥외 태양광발전설

62) 인사이트 제17-5호(2.20일자) pp.37~38 참조

63) 인사이트 제17-26호(7.31일자) p.22 참조

64) 인사이트 제17-40호(11.27일자) p.22 참조

65) 인사이트 제17-25호(7.24) p.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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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4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로 구성되어 있음.66)

･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찰을 모두 마무리하여 2022년에는 

200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상업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신재생에너

지부 Anand Kumar 차관, 2017.11.24).

･ 입찰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GW 중 77GW는 태양광발전, 23GW는 풍력발전이

며, 2020년 3월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2022년에는 낙찰 받은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17년 들어 인도의 태양광발전 입찰단가는 2.44루피(약 3.75센트)/kWh(2017.5월), 풍력발전

단가는 2.64루피(약 4.06센트)/kWh(2017.10월)를 기록하는 등67)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

르게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전원 증설 정책으로 인해 꾸준히 설비가 확

충되고 있음. 

･ 2016~2017 회계연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6.8GW 증설되었음.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은 2014년 2.6GW였으나, 2016년 말 기준 10GW를 초과하였음.68) 

･ 또한, 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 풍력발전설비 증설 목표치를 4,000MW로 설정한 바 있으

나, 총 5,400MW를 증설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풍력발전설비 증설 목표치를 2016~2017 회계연도 4,000MW, 2017~2018 회계

연도 4,600MW, 2018~2019 회계연도 5,200MW로 설정한 바 있음.

▣ 원전정책 변화

 세계 각국의 2017년 원전 정책 방향은 국가별 에너지믹스 조정 정책과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었음.

 (프랑스) ‘에너지전환법(2015.8월)’에 의거하여 전원구성에서 원전 비중 축소를 추진 중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후 원전인 Fessenheim 원전 폐쇄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음(2017.4.9).69)

‒ ‘에너지전환법’은 ① 2025년까지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고, ② 원전 설비용량 

상한선을 현재 수준(63.2GW)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함.

※ 신규 원전(Flamanville 3 등) 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전 설비용량 상한선을 준수하기 위해

서는 노후 원전의 폐쇄가 불가피하였음.

‒ 한편, 2025년까지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달성 기한을 2030~2035년으로 연기하였음(2017.11.7).70)71)

･ 프랑스 Nicolas Hulot 환경부 장관은 2025년까지의 원전비중 축소가 결국 기후변화대응을 

66)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55 참조

67) 인사이트 제17-35호(10.16일자) p.45 참조

68) 인사이트 제17-18호(5.27일자) p.61 참조

69) 인사이트 제17-13호(4.17일자) pp.51~52 참조

70) 인사이트 제17-38호(11.13일자) p.37 참조

71) 에너지경제연구원(2017.11.24)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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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중국) 중국 정부는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확대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13.5

계획 기간(2016~2020년) 중 원전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72)

‒ 13.5계획 기간 중 원전의 가동 규모 및 건설규모를 각각 58GW, 30GW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Yangjiang 4호기(1,020MW), Fuqing 4호기(1,020MW)가 상업가동을 개시하였음.73)

‒ 또한, 중국 원전 기업들은 해외원전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며, 파키스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영국, 이란, 터키, 남아공, 케냐, 이집트, 수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지에 원전을 수출하였

거나, 수출할 예정임.74)

･ 중국광동핵전그룹(CGN)은 Hinkley Point-C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건설공정에 착공하였음

(2017.3월).75)

※ 영국 정부는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가 각각 지분을 66.5%(136억 유로), 33.5%(68억 유로) 

보유하는 것을 승인함(2016.9월).

･ 중국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는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와 파키스탄의 Chashma 원전 5

호기를 건설하는 데에 합의하였음(2017.11.22).76)

※ 파키스탄(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은 2030년까지 3~4기 대형 원자로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며, 중국과 추가적으로 신규원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폴란드) 폴란드는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며, 그 대신 원자력발전소 3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2017.9.6).77)

‒ 상기 원전 건설 계획 발표에 따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2015년 집권당 교체로 인해 

난항을 겪어온 폴란드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2기 이상(최소 4.62GW)을 건설하여 원자력발전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비중을 60%까지 축소하는 ‘원전 건설 결의안’을 채택(2009년)

하였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이후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계속 연기됨.

 (중동･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 MENA 지역은 석유･가스 수출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연료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78)

‒ 사우디에서는 대형/소형 원자로 건설 계획이 포함된 ‘국가원자력계획(National Project for 

72)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p.3~16 참조

73)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world-nuclear.org(검색일 : 2017.12.18)

74)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world-nuclear.org(검색일 : 2017.12.18)

75)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p.3~16 참조

76) 에너지경제연구원(2017.12.8)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pp.30~31

77) 인사이트 제17-33호(9.25일자) p.48~49 참조

78) 인사이트 제17-12호(4.10일자) pp.5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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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Energy)(안)’이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를 통과하였다고 알려짐(2017.7.25).79)

‒ 이집트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과 자국의 첫 원전인 El-Dabaa(1,200MW×4기) 건설 

사업을 위한 최종계약을 체결하였음(2017.12.11).80)

･ El-Dabaa 원전 건설사업의 재원은 러시아의 차관을 통해 조달하고, 이집트는 2029년 10월

부터 22년간 24번에 걸쳐 기성고 정액 상환 방식에 따라 차관을 상환하게 됨.

※ 이에 앞서 이집트는 Abd al-Fattah al-Sisi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규제당국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안을 최종 승인(2017.11.30)하였고, 이에 El-Dabaa 원전 건설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 바 있음.81)

 (미국) 미국은 자국 내 천연가스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원전의 경제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노

후 원전의 조기 퇴출 및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장기에너지전망82)에 따르면, 205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약 25%(29.9GW)가 

폐쇄될 것인 반면, 신규 증설되는 용량은 9.1GW에 불과하여, 2015년 전원구성의 20%에 육박

했던 원전의 비중은 2050년 11%로 축소될 전망임.83)

‒ 원전 가동의 경제성 저하로 인해 Fort Calhoun 원전이 가동을 조기 중단한 바 있으며

(2016.10.24), Three Mile Island 원전 역시 경제성 문제로 가동 허가 만료 예정일보다 15년 

앞선 2019년 9월부터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음(2017.5.30).84)

‒ South Carolina Electric & Gas社와 Santee Cooper社는  Virgil C. Summer 원전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하고(2017.7.31), 건설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음(2017.8.1).85)

‒ 한편, 뉴욕州(2016.8월) 및 일리노이州(2016.12월)에서는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원임이 인정되어 ‘Zero Emissions Credit(ZEC)’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4기의 원자로 조기폐쇄 계획을 중단하였음.86)

･ 뉴욕州의 Ginna 및 FitzPatrick 원전과 일리노이州의 Quad Cities 및 Clinton 원전 등 4기 원전

은 주정부의 지원 제도 발표 이후 조기 폐쇄 계획을 철회하였음.

 (IEA 전망)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근거한 IEA의 전망(신정책 시나리오, 2017.11월)에 따

르면, 향후 2040년까지 전원구성에서 프랑스･한국의 원전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인도의 원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87)

79) 인사이트 제17-27호(8.7일자) pp.37~38 참조

80) MEED(2017.12.12), Egypt inks final agreement for $21bn nuclear plant

81) 인사이트 제17-41호(12.11일자) pp.52~53 참조

82) EIA(2017.1), Anuual Energy Outlook 2017

83)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7-1호(6.14일자) pp.48~49 참조

84) 인사이트 제17-20호(6.19일자) p.34 참조

85) 인사이트 제17-29호(8.28일자) p.34 참조

86) 에너지경제연구원(2017.2.10),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p.3

87) IEA, World Energy Outlook(2017.11.14), p.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