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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부터 국제적인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시작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부문에 걸친 우리 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단기 및 장기적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지원 의제를 발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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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
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
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
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
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
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
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
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

국문요약 • 3

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
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
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
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
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
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
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
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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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
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
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
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
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
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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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
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
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
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
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
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
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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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
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
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
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
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
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
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
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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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
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
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
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
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
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 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
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
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
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
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
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
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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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
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
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
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
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
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
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
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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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
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
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
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
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
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
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
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
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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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
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중동의 석유 수입선 확보를 기조로 하는 미국의
대중동 전략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미국의 원유 수
출량이 역대 최대치인 일일 생산량 기준 320만 배럴(barrel per day)을 기록
하는 한편,1)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 반면 OPEC 회원국
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
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이 보유하고 있던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뚜렷하게 쇠퇴하
는 가운데 급기야 2019년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갈등을 겪고 있는 카타르
가 천연가스 수출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OPEC을 탈퇴하기도 하였다. 중동
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
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미ㆍ중 통상 갈등과 구조 개혁, 신종코로나바
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세계
1) EIA(2019a), “U.S. Crude Oil Exports Continued to Grow in the First Half of 2019,” https://w
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41553(검색일: 2019. 10. 6).
2) IEA(2019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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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석유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
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
너지 정책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9년 상반기 대미 원유 수입량이
전년대비 246%나 증가하면서 캐나다에 이어 제2의 미국산 원유 수입국이 되
었다. 에너지 수입원이 다변화되면서 그동안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된 우
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및 수요 변화를 대중동 주요 수입 부
문인 석유 및 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조망하고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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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전략을 다룬 연구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다룬 대표적인 연
구로는 정준환, 도현재(2016)와 최봉석, 노남진(2017)을 꼽을 수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은 석
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준환, 도현재(2016)는 석유시
장을 중심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장기
석유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최봉석, 노남진(2017)은 세계 천연
가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의 시장 현황
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는 양의석, 이서진, 김아름
(2018)이 있는데, 이는 세계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수급 분석 보고서를 기
초로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가 국내 에너지
업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중동 지역의 에너지 분야와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초점을 둔 연구라는 측면
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국제 유가 하락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 산유국의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
책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ㆍ중동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본 연
구의 선행연구로 볼 수 있다. 이권형 외(2016)는 저유가에 대한 GCC 산유국
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비석유ㆍ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ㆍ중동 협력 방
안을 제시하였다. Carvalho, Youssef, and Dunais(2018)는 장기화되는 저
유가 속에서 GCC 산유국의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과 같은 노동 정책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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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정재욱 외(2019)는 이와 같은 중동 산유국
의 노동 정책 변화 중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
어 관련 정책 전망과 한ㆍ중동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비석유 부문에 중심을 둔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전략이 아닌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런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
라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이다. 우선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개괄적으
로 정리하고,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주요 대중동 에너지 수
입국의 협력 전략 변화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 수입 대상인 중동지
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같은 이유로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수요와 비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범위
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부문의 전문가들
과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중동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정책에 초점을
두기 위해 보고서의 서술 방식도 에너지원별로 분석하기보다 국제 에너지 시
장의 구조적 변화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는 관점을 택하였다. 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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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UAE 등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협력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대
중동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역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동산 원유 수입국이다. 비슷한 원유 수
입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산업 및 에너지 구조가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미국이나 유럽 또한 중동산 석유를 일부 수입하고 있으나 그 규모나 경제
협력의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본 연구
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
급측 변화 요소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수요측 변화 요소를 정리한다. 4장에
서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을 살펴보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추진 방향을 분석한다. 5장
에서는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일본,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6장은 결론으로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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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000년대 이전에 석유자원 개발회사들은 공극률(porosity)3)이 상대적으
로 큰 저류암(reservoir rock)4) 상층에 매장된 석유나 가스, 즉 전통 석유 혹
은 가스의 개발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탄화수
소 자원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공극률이 작은 저류암층, 그리고
종국에는 근원암층(source rock)5)을 개발하는 단계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
었다.
일반적으로 저류암층과 근원암층의 석유나 가스 생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
이며 친환경적인데, 지하 암반층을 넓게 파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통 석
유 혹은 가스의 생산보다는 복잡한 생산방식이 요구된다. 즉 비전통 석유와 가스
의 생산은 혁신적인 기술인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와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라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배경으로 하며, 이러한 생
산기술과 석유와 가스의 매장 형태의 차이를 근거로 전통 및 비전통 석유와 가
스를 구분하고 있다.
공극률이 작은 저유암층이나 근원암층에서 매장된 석유는 저장 위치에 따
라 (세일)타이트오일(tight oil), 초중질원유(heavy and extra-heavy oil),
오일샌드(oil sands), 오일 셰일(oil shale), 셰일오일(shale oil) 등으로 구
분되며, 천연가스는 치밀가스(tight gas), 셰일가스(shale gas), 탄층가스
(coal bed methane) 등6)으로 구분된다. 지하의 저류층의 높은 압력을 활용
3) 암석이나 토양의 입자나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로 빈틈에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4) 석유나 가스가 매장된 비교적 공극률이 크고 유체투과율이 높아 석유나 가스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암석으로 저류암층 상부로 이동하는 석유나 가스는 상부에 덮개암(cap rock), 하부에 근원암에 의
해 석유나 가스의 통과가 차단된다.
5) 오랜 기간 동안 퇴적된 유기물질층에 적절한 온도와 압력이 작용하면서 원유나 가스가 생길 수 있는 지
층이지만 공극률이 극히 작아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 근원암에서 생성된 원유와 가스는 상층, 즉 저류암
층으로 이동하며 작은 입자의 암석층이 덮개암에 의해 상부가 차단되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는 트랩 구
조가 형성된다.
6) 그 외에 비전통 가스로 심해저나 동토지역에 축적된 수분과 메탄의 혼합물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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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주입하여 저류
층의 압력을 유지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전통 가스 생산방식과 달리 이들 비전
통 탄화수소 자원은 비저수압파쇄기법과 수평시추에 근거한 유사한 생산방식
을 채택하여 생산된다.

가. 비전통 원유의 생산 증가
[표 2-1]은 2019~24년 동안 OPEC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 증가분의 대부
분이 북미와 중남미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미와
남미에서의 비전통 원유 생산 확대와 관련성이 크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에는

표 2-1. OPEC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 전망(2019~24년)
(단위: 백만b/d)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북미

24.0

25.2

26.1

26.5

26.8

26.9

4.18

중남미

4.9

5.1

5.1

5.3

5.6

5.9

1.38

유럽

3.6

3.8

4.0

4.0

4.0

4.0

0.41

아프리카

1.5

1.5

1.5

1.5

1.5

1.5

0.06

(2019~24)

중동

3.3

3.3

3.3

3.3

3.3

3.3

0.06

유라시아

14.6

14.7

14.7

14.7

14.6

14.5

0.00

아시아ㆍ태평양

7.5

7.4

7.4

7.2

7.1

6.9

-0.67

59.3

61.0

62.0

62.5

62.9

63.1

5.4

processing gains

2.3

2.4

2.4

2.4

2.5

2.5

0.17

바이오 연료

2.7

2.8

2.9

3.0

3.1

3.1

0.50

64.3

66.3

67.3

67.9

68.4

68.7

6.10

OPEC 비회원국의
원유 공급

OPEC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
자료: IEA(2019d), p. 51.

나 아직까지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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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원유, 오일샌드, 심해원유 등이 있는데, 셰일원유는 미국, 오일샌드는 캐
나다, 심해원유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EA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2000년 석유 공급 중 셰일원유의 비중은 없었으나
2017년에는 그 생산량이 480만b/d를 기록하였고(이 중 미국의 셰일원유 생
산은 440만b/d), 2025년에는 980만b/d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오일
샌드 생산량도 2000년 60만b/d에서 2017년 270만b/d, 2025년 340만b/d
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미국의 비전통 원유 생산
미국의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생산은 2015년 458만b/d에서 2016년
에는 424만b/d로 주춤하였으나 국제유가가 회복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셰일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166만
b/d(34%) 증가하였고 2019년에도 13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5~19년 동안 미국의 총 석유 공급은 454만b/d 증가하였는데 이 중 셰일
원유 생산증가분이 332만b/d, 비전통 NGL의 증가분은 173만b/d로 총생산
증가의 대부분이 비전통 원유 및 NGL의 생산 확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표 2-2. 미국의 석유 공급 내역(2015~19년)
(단위: 백만b/d)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19

타이트 Crude

4.58

4.24

4.94

6.60

7.90

3.32

멕시코만 Crude

1.52

1.60

1.68

1.74

1.89

0.37

전통 Crude

3.31

2.99

2.74

2.63

2.54

-0.77

비전통 NGLs

2.35

2.58

3.02

3.58

4.08

1.73

전통 NGLs

1.00

0.93

0.76

0.77

0.78

-0.22

기타

1.28

1.27

1.27

1.35

1.38

0.10

석유 공급 합계

14.03

13.61

14.40

16.66

18.57

4.54

주: 2019년은 OPEC 전망치.
자료: OPEC(2017), p. 48; OPEC(2018a), p. 48; OPEC(201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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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향후 미국의 석유 공급 내역을 [표 2-3]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8~24년에 걸프만 해상 유전과 알래스카 등 전통 원유 생산량이 정체하거
나 감소하는 반면 셰일원유의 생산은 329만b/d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셰일
원유의 주 생산지역인 퍼미안(Permian) 지역의 생산 증가분은 292만b/d로
서 전체 셰일원유 생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글 포드(Eagle Ford) 지
역의 생산은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2018년 대비 12만
b/d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은 국제원유 가격, 상류(upstream) 부문 투자,
송유관 등 인프라 확충 그리고 원유생산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미국 셰일원유 생산량의 증가는 그간 추진된 원유 시추
및 채굴과 관련된 기술 진보, 운영 생산성 향상과 유가 반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진보로 인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유정을 선택할

표 2-3. 미국의 석유 공급 전망(2019~24년)
(단위: 백만b/d)

구분
타이트 Crud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19

7.43

8.43

9.06

9.43

9.57

9.59

3.29

퍼미안

3.44

4.17

4.74

5.13

5.37

5.55

2.92

바켄

1.26

1.33

1.35

1.34

1.30

1.24

0.06

이글 포드

1.16

1.18

1.16

1.13

1.09

1.04

-0.12

니오브라라

0.60

0.64

0.64

0.63

0.61

5.74

0.07

기타

0.97

1.11

1.16

1.20

1.21

1.20

0.36

멕시코만 Crude

1.85

1.83

1.77

1.79

1.81

1.75

0.02

알래스카 Crude

0.46

0.45

0.43

0.42

0.40

0.39

-0.09

기타 Crude

2.34

2.23

2.24

2.16

2.08

2.00

-0.45

원유 합계

12.07

12.94

13.50

13.80

13.85

13.72

2.76

NGLs

4.69

4.95

5.13

5.30

5.48

5.66

1.32

기타

0.17

0.17

0.17

0.17

0.17

0.17

0.00

석유 공급 합계

16.94

18.06

18.81

19.27

19.50

19.56

4.08

자료: IEA(2019d),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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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의 셰일지대별 손익분기 가격(좌)과 셰일원유 생산량(우)

자료: IEA(2019d), p. 53.

수 있다면 미국의 원유 생산은 현재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USGS
(미국 지질조사국)는 2018년 말 퍼미안 지역의 원유매장량을 종전보다 200억
배럴 높은 1,550억 배럴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잠재적 생
산량이 증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추기술의 발전 및 운영 생산성 향
상의 결과로 미국 셰일지대의 현재 손익분기(break-even) 가격은 배럴당 45
달러(페미안 델라웨어 지역 기준)에서 63달러(이글 포드 지역 기준) 사이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의 손익분기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손익분기 가격
이 절반가량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셰일원유의 손익분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셰일원유 유정은 일
반적으로 원유 생산 첫 1년 동안 70% 정도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유 생
산 증가를 위해서는 유정 시추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유정별 생산성이 저하되
는 경우를 전제한다면 전체 생산량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신규 유정
의 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류 부문 투자가 요구
되는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국제유가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국제
유가에 따른 투자 결정 등의 영향까지 고려한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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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격 시나리오별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 추이 전망

자료: IEA(2019d), p. 54.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일 경우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량은 2019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가 70달러 이상일 경우 IEA의 기준 생산 전망보
다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일 경우
2024년의 생산량 전망치는 1,200만b/d로서 기준 전망하 생산량인 959만
b/d보다 241만b/d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미국 퍼미안 분지에서의 셰일원유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출항
이나 정유 시설까지의 수송 인프라가 부족해졌다. 2017년 말 기준 퍼미안 분
지에서의 원유송유관 수송능력은 약 290만b/d이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연평균 18만b/d 규모의 송유관 수송능력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퍼미
안에서 생산된 원유 일부는 지역 원유저장소에 저장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WTI미들랜드(WTI Midland) 가격이 WTI 쿠싱(WTI Cushing) 이나 WTI 휴
스턴(WTI Houston) 가격을 크게 하회하였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송유관 가동이 예정됨에 따라 수송 병목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차
이와 생산 제약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말 퍼미안의 송유관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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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560만b/d에 이를 전망이며 현재의 생산 전망치하에서 송유관 수송능
력은 수송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캐나다의 비전통 원유 생산
캐나다의 석유 공급량은 2000년 270만b/d에서 2018년 520만b/d로 급격
히 증가하였으나, 향후 5년 동안은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에는
553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석유 생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4%(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주로 비전통 원유인
합성원유와 비투멘(bitumen)의 생산 확대에 따른 것이다. 현재 비전통 원유
생산량은 캐나다 총 석유 생산의 57%를 차지한다.
현재 캐나다 원유 생산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송유관 시설 부족이다. 앨버
타주의 오일샌드 생산량은 이미 가용 송유관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앨버타 지
역 중질 원유 재고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서부 캐나다의 중질유 가격이 미
국의 중질 원유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결국 앨버타 주정부는
2019년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7) 현재 신규 건설 혹은 교
체ㆍ확장을 계획 중인 주요 송유관 중 엔브리지 라인 3(Enbridge Line 3, 캐
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위스콘신주 연결, 추가 35만b/d 송유량), 키스톤
XL(Keystone XL) 송유관(앨버타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연결, 83만b/d 송
유량), 트랜스 마운틴(Trans Mountain) 송유관(앨버타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출항까지 연결, 59만b/d 송유량) 등은 당초 예상했던 개시 시점보
다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다. 엔브리지 라인 3은 중간 경유지인 미국 미
네소타주의 승인이 지연되어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1년 늦은 2020년 하반
기 즈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공사도 2022년 말
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주요 송유관 건설 및 확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7) 2018년 8~10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32.5만b/d 생산 축소명령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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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송 제약이 캐나다의 원유 생산 증가를 제한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3) 브라질의 비전통 원유 생산
브라질의 원유는 주로 캄포스(Campos) 및 산토스(Santos) 분지 내의 유전
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0년 130만b/d였던 원유 등 석유 생산량은 심해유전
의 발견과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18년 259만b/d를 기록하였고, 2024년에
는 375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토스 분지 내의 부지오스
(Buzios) 및 라라(Lara) 유전 등에서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설비가 지속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브라질의 원
유 생산 증가량은 117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브라질의 석유 공급 전망(2019~24년)
(단위: 백만b/d)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24

Onshore

0.10

0.09

0.08

0.08

0.07

0.07

-0.04

Campos 분지

1.17

1.08

0.97

0.89

0.91

0.94

-0.24

Santos 분지
Lula

0.98

1.04

0.99

0.94

0.90

0.87

0.00

Buzios

0.25

0.43

0.54

0.64

0.71

0.70

0.67

Lara

0.04

0.14

0.21

0.24

0.24

0.26

0.26

기타
기타 해상 유전

0.36

0.36

0.36

0.51

0.73

0.87

0.51

0.06

0.55

0.52

0.50

0.50

0.50

0.003

원유 합계

3.00

3.18

3.21

3.35

3.61

3.75

1.17

NGLs

0.11

0.11

0.10

0.11

0.11

0.12

0.01

석유 공급 합계

3.07

3.30

3.33

3.47

3.73

3.87

1.18

자료: IEA(2019d),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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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전통 가스의 생산 증가
1) 활용 가능한 비전통 가스 잠재량
IEA 세계에너지전망 2017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세계 천연가스 자원
량(remaining technically recoverable natural gas resources)8)은 약
800조㎥이며, 이 중 비전통 가스 자원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로 추정된다.

그림 2-3. 세계의 천연가스 잔존 기술적 회수 가능량(2016년 말 기준)

자료: IEA(2017b), p. 345.

2018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추정)을 기준으로 할 때,9) 확인 매장량의 가
채연수(2016년 말 기준)는 약 55년이나, 기술적 회수 가능량을 고려한다면 약
202년으로 늘어난다. 기술적 회수 가능량 중 45%를 차지하는 비전통 가스의
8) IEA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가스자원을 확인 매장량
(proved reserves)으로 정의하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스자원으로서 추
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자원이며 기술적으로 회수가능한 자원량(technically recoverable
reserves)으로 정의한다(IEA 2013, p. 422).
9) IEA(2019a, p. 5), BP(2019, p. 34)에 따르면, 201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3조 8,679억㎥으로 IEA의
2018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잠정)보다 약 1.89%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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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연수는 약 93년이다.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 중 81%는 중동과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주로 전통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기술적 회수 가능량의 약 80%). 비전통 가스는 전통 가스에 비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기술적 회수 가능량 기준), 아시아ㆍ태평양(26.0%),
북미(21.6%), 중남미(15.3%), 아프리카(13.7%) 순으로 매장량이 많은 편이
다. 중동과 유라시아의 비중은 약 16%로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비전통 가스의 기술적 회수 가능량 중 셰일가스의 비중은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치밀가스와 탄층가스는 각각 22.2%, 13.7%이다. 북미 지역과 아시
아ㆍ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셰일가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탄층가
스는 아시아ㆍ태평양(42%), 유라시아(34%), 북미(14%), 유럽(10%) 순으로
비중이 높다. 치밀가스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약 2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유럽 지역(6.2%) 이외의 지역은 매장량 비중이 유사하다.

2)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과 비전통 천연가스의 비중
BP(2019)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은 3조 8,679만㎥로 지난
10년간 1.28배(연평균 증가율 2.5%)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 북미, 중동, 아ㆍ
태 지역이 세계 천연가스 생산 증가를 주도하였다. 북미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
이 주로 미국의 비전통 가스(셰일가스와 치밀가스)의 생산 확대에 따라 증가한
반면 중동 지역은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다. 아ㆍ태 지역에서는 호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천
연가스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아ㆍ태 지역 가스 생산 증가에서
이들 4개국의 기여도는 약 92%였다. 이들 국가의 가스 생산 증가는 주로 전통
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것이나, 호주와 중국은 비전통 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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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세계의 천연가스 생산 추이(2008~18년)

자료: BP(2019), p. 34.

IEA(2017b)의 자료에 따르면, 2000~17년 중 세계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4.3배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동 기간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
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늘어났다. 전 세계 비전통 가스의 생산
확대에는 미국의 비전통 가스, 특히 셰일가스의 생산 증가가 기여한 바가 크
다. 미국 셰일가스 생산은 1990년대 바넷(barnetts) 셰일층10) 개발로 본격화
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전통 가스 생산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미국 내 천연가
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낮은 가격으로 인한 투자 부진이 가스 공급 부
족을 유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에서는 부족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LNG 수입 터미널이 건설되었으며,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석탄 및 원자력 발
전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셰일가스와 탄층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10) 텍사스 벤드아크-포트워스 베이즌(Bend Arch-Fort Worth Basin)에 위치한 셰일가스층이며, 2003년
장거리 수평시추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셰일가스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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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추이(1990~2018년)

자료: EIA(2016), “Market Trend,” https://www.eia.gov/outlooks/archive/aeo16/pdf/0383(2016).pdf(검색일:
2019. 8. 24); EIA(2019), Annual Energy Outlook, Table 4, Oil and Gas Supply, https://www.eia.gov/outlo
oks/aeo/tables_ref.php(검색일: 2019. 8. 24).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가스 생산과 캐나다산 천연가스의 유입(수
입) 등으로 천연가스 수급이 안정화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청정대
기법(Clean Air Act)｣ 개정11)에 따른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
해 또다시 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2000년 이후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
스 가격 상승은 비전통 가스 생산 확대를 촉발하였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미국은 자국 내 가스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2000년대 초에 해외로
부터 LNG를 수입하기 위한 터미널을 다수 건설하였다. 그러나 비전통 가스
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이들 시설을 수출용 액화터미널로 전환
하였다. 2016년부터 잉여가스를 LNG 형태로 수출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들어서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되었다.
11) EPA, “1990 Clean Air Act Amendment Summary,” https://www.epa.gov/clean-air-act-ov
erview/1990-clean-air-act-amendment-summary(검색일: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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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5위인 캐나다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천연가
스의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캐나다의 천연가스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통가스 생산이 성숙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전통 가스의 생산량은 정
체 상태에 있다. 반면 비전통 가스 생산이 2014년 이후의 가스 생산 증가를 주
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전통
가스전의 개발 및 생산은 수출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
은 편이다. 과거에 제안된 다수의 LNG 수출 프로젝트는 대부분 취소되었는
데, 2018년 10월 LNG 캐나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셰일가스 기반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EA(2019g)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비전통 가스 생산은 전체 천연
가스 생산의 약 41%를 차지하며, 비전통 가스 생산의 대부분은 치밀가스인 것
으로 추정된다. 셰일가스의 생산 비중은 약 6.4%로 낮은 편인데, 연도별 생산
추이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2020년 셰일가스 생산 목표 달
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층가스 생산량도 2018년 전체 생산의 약
5% 수준으로 2020년 목표 생산량 240억㎥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량(세계 7위)은 1,301억㎥로 지난 10년간 약
3.12배 증가하였다.12) 호주는 1960년대 말부터 동부지역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생산된 가스는 원유 생산과정에서 추출되는 수반가스로 대부
분이 인구 밀집지역인 동남부지역으로 공급되었다. 1980년대 이후, LNG 수
출용으로 북서부지역의 해상 가스전이 개발되면서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호주는 전통 가스 외에 셰일가스, 치밀가스, 탄층가스
등 다양한 비전통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발하기 어려운 외
딴 지역이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개발ㆍ생산되고 있는 호주의 비
12) BP(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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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스는 대부분 탄층가스이다. 호주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탄
층가스 생산국으로 2018 회계연도에 약 375억㎥의 탄층가스를 생산하였다.
호주 탄층가스의 99% 이상은 1996년에 상업적인 생산이 시작된 퀸즐랜드주
에서 생산된다. 당초 동부의 수요 밀집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이 시작되었
으나, 2003년 이후 생산 가능한 매장지역 확대와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탄
층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대 말 들어 LNG 형태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13)
아르헨티나의 전통가스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비전통 가스(셰일가스 및
치밀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IEA(2019g)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
나에서는 비전통 가스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셰일가스 생산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절기 가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220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 내 셰일가스로 대체하고 있으
며, 저장설비 용량의 부족으로 비수기에 생산되는 잉여 물량을 PNG 형태로
인접 국가인 브라질이나 칠레로, 혹은 부유식 액화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LNG 형태로 인근 국가인 우루과이로 수출하고 있다.

3) 비전통 가스 기반 LNG 교역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치밀가스, 탄층가스 등 비전통 가스 매장량이 증가하
고 각국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 천연가스
시장 및 LNG 교역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전통 가스는 북미,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치밀원유(tight oil)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스 포함]와 호
주의 탄층가스 정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가스 생산 확
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2019년 부터는 비수기의 셰일가스 잉
여 생산량을 PNG 혹은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13) Roarty(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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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미국 내 가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
는 2011년 LNG 수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사빈 패스
(Sabine Pas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LNG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2019
년 초 미국의 LNG 액화용량은 연간 약 2,300만 톤으로 2개의 프로젝트에서
5개의 트레인이 가동되고 있으며, 최종투자 결정에 따라 건설 중인 프로젝트
는 5개 프로젝트로 용량은 연간 총 6,340만 톤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2019년
혹은 2020년부터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프로젝트
외에도, 미국에서는 연간 3억 3,000만 톤 용량에 해당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한 LNG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14)
EIA(2019a)는 2030년 미국의 LNG 수출 잠재량을 연간 약 1억 톤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LNG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천연가
스 가격은 자국 내 천연가스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시기의 시장가격 수준
그림 2-6. 미국의 LNG 수출 전망

주: 1Bcf/d≒7.16백만 톤/년.
자료: 미국 가스생산 실적: EIA, DATA, Natural Gas Gross Withdrawals and Production; 헨리허브 현물가격 실적:
EIA, DATA, Natural Gas Spot and Futures Prices(NYMEX); 천연가스 가격 전망: EIA(2019), Annual Energy
Outlook, Table 1, Total Energy Supply, Disposition, and Price Summary; LNG 수출 전망: EIA(2019),
Annual Energy Outlook, Table 13, Natural Gas Supply, Disposition, and Price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19. 8. 29).
14) IHS Markit, Global Liquefaction Buildup Graphing Tool(2019. 7. 10)(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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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5)
풍부한 공급 잠재력을 보유한 미국산 LNG 수출은 시장가치에 근거한 가격
결정, 유연한 공급계약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국제 LNG 시장의 유연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연한 계약 조건의 미국산 LNG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국제 LNG 거래시장이 현재와 같은 유가연동 가격을
포함하는 장기계약 시장에서 석유시장과 같이 지역간 거래의 연계성이 높아지
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표준화된 계약에 근거한 중ㆍ단기 거래시장으
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호주에서 상업적인 가동이 이루어지는 액화 플랜트
를 보유한 프로젝트는 9개이며, 이들 프로젝트의 액화용량은 연간 총 8,42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된다.16) 이들 프로젝트의 2019년 수출량은 7,730만 톤에
그림 2-7. 비전통 가스 관련 LNG 액화용량(2010~30년)

주: 액화용량은 기존 및 건설 중인 액화용량.
자료: IHS Markit, Global Liquefaction Buildup Graphing Tool(2019. 7. 10)(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15) 미국의 ｢천연가스법｣(1938년)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LNG 수출 증가
로 인한 내수 부문의 가격 상승은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IA(2019a)의 전망은 수급이 안
정된 시기의 평균 천연가스 시장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LNG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IHS Markit, Global Liquefaction Buildup Graphing Tool(2019. 7. 10)(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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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카타르의 공급량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북서지역에 위치한 6개 프로젝트의 액화 플랜트는 북서부 해상 가스전
에서 생산되는 전통 가스를 원료가스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호주 퀸즐랜드주
에 위치한 3개 프로젝트의 액화 플랜트에서는 탄층가스를 원료가스로 사용하
고 있다. 탄층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액화 플랜트의 용량은 연간 2,540만 톤으
로 전체 용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표 2-5. 호주의 탄층가스 기반 LNG 프로젝트
(단위: 백만 톤/년)

프로젝트
명칭
QCLNG

위치

운영사

퀸즐랜드주

쉘

계약 상황
도쿄가스 외 2
(지분 1)

최종용량(트레인 수)

가동 시점

8.6(2개)

2015년

GLNG

퀸즐랜드주

산토스

Kogas 외 1

7.8(2개)

2015~16년

APLNG

퀸즐랜드주

코노코 필립스

시노펙 외 1

9.0(2개)

2016년

자료: IHS Markit, Global Liquefaction Buildup Graphing Tool(2019. 7. 10)(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호주 동부지역은 호주 국내 천연가스 주요 소비지역인데, 최근 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 내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천연가
스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비전통 가스의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정치적인 이슈는 비전통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LNG 프로젝트의 추진
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률을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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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믹스 다변화
가. 석유의 공급 비중 변화
IEA 등 주요 에너지기관들은 세계 석유 수요가 204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
다가 2025년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에너지 수
요 중 32%(2017년 기준)를 차지하던 석유 수요는 2040년에 이르러서는 28%
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수요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항공ㆍ선
박 및 트럭용 연료 부문이 점차 증가하여 2040년에는 총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기준 총 석유 수요 1억 600만b/d 중 석유화학 부문
은 15%, 항공 및 선박 부문은 15% 그리고 트럭용 연료 수요의 비중은 18%로
전망되는 반면 화물차를 제외한 수송용 연료 수요는 그 비중이 2017년 대비
2%p 감소하고 발전용 석유 수요와 건물용 석유 수요도 각각 2%p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그림 2-8. 용도별 석유 수요 변화 전망

자료: IEA(2018b),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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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석유 수요는 그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러
한 추세가 204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IEA에 따르면 석유화학 부
문의 석유 수요는 2017~40년 동안 500만b/d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부문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연비개선과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증가
세가 둔화되겠지만 트럭, 항공 및 선박 연료 수요의 증가로 수송 부문 전체 석
유 수요는 2040년까지 약 1,00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부문에
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2040년에 4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 부문
내 석유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40년 1.3%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현재 발전 부문 내 석유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석유보다는 석탄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IEA의 에너지원별 장기 수요 전망
(단위: Mtoe, %)

에너지 수요

구분

연평균

비중

변화율

2000

2017

2030

2040

2017

2040

2017~40

총에너지

10,027

13,972

16,167

17,715

100

100

1.0

석탄

2,308

3,750

3,783

3,809

27

22

0.1

석유

3,665

4,435

4,830

4,894

32

28

0.4

가스

2,071

3,107

3,820

4,436

22

25

1.6

원자력

675

688

848

971

5

5

1.5

수력

225

353

458

531

3

3

1.8

바이오

1,022

1,384

1,691

1,851

10

10

1.3

기타 신재생

60

254

736

1,223

2

7

7.1

자료: 김태헌(2019), p. 8; IEA(2018b),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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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가스의 비중 변화
1) 에너지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공급 비중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확대되
는 추세이다. 특히 천연가스는 청정성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
으로 인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는 과거 주택용, 발전용, 수송용의 핵심 에너지 자원이었으
나,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의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화석연료 중
가장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비전통 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 내 가용 천연가스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동남아 및 중동 국가 중심의 LNG 수출구도가 북
미와 호주, 아프리카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천연가스 교역의 역동성이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
화되는 상황이다.

그림 2-9. 세계의 원별 1차 에너지 공급
(단위: 백만 TOE)

그림 2-10. 세계의 1차 에너지믹스
(단위: %)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19-all-data.
xlsx(검색일: 2019. 8. 24)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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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중동 지역의 원별 1차 에너지 공급

그림 2-12. 중동 지역의 1차 에너지믹스

(단위: 백만 TOE)

(단위: %)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19-all-data.
xlsx(검색일: 2019. 8. 24)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10]은 2000년도 이후 1차 에너지믹스를 나타내는데,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석유와 석탄이 줄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되는 천연가스와
수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석탄의 경우 중국 등 개발
도상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2010년까지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
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는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에서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중동 지역의 1차 에너지믹스는 전체의
95% 이상이 이 두 자원으로 충족되고 있어 매우 단순한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천연가스의 비중
은 늘어나는 추세로서 중동 지역에서도 석유에 비해 천연가스의 역할이 더 확
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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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 비중 증가 요인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표적
으로 가격경쟁력, 환경적 이슈의 증가, 천연가스 활용 신사업의 증가 등 세 가
지를 들 수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은 과거 1차 및 2차 석유파동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인 2011~14년 동안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입국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OPEC은 잦은 정치
적 불안과 석유패권 유지를 위한 감산 합의 등이 잦아 유가 변동성이 매우 심
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한 유가 변동성은 수입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천연가스 가격 역시 2011~14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주요 이
유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
했기 때문이었다. 원전사고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수급불균형은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16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미국의 생산 증대 영향으
로 세계 주요 지역별 천연가스 거래가격 편차는 이전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다.
미국의 천연가스 현물시장 가격 지표인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은 백 만
Btu(MMbtu) 당 3~4달러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타 지역 시장의 천연가
스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LNG 수입이 가장 많은 일본과 우
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미국의 LNG 수출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 안
정세를 보이며 아시아 지역과 타 지역 간의 LNG 수입가격 불균형을 나타내는
이른바 ‘아시안 프리미엄’17)이 많이 해소된 양상을 띠고 있다.

17)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LNG 수입가격이 운송비와 액화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타
지역의 천연가스 거래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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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국제 유가 변동 추이

그림 2-14.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 추이

(단위: USD/bbl)

(단위: USD/MMbtu)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정보｣, http://www.
petronet.co.kr/v3/index.jsp(검색일: 2019. 7. 11);
IHS Markit, LNG and Gas price(2019. 7. 25)
(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유가정보｣, http://www.
petronet.co.kr/v3/index.jsp(검색일: 2019. 7. 11);
IHS Markit, LNG and Gas price(2019. 7. 25)
(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2019년 이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LNG 현물 가격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
이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난방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높고 수
요가 적은 하절기에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주요국의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라 하락폭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천연가스는 석유시장에서 OPEC의 영향과 같이 정치적 이슈 또는
인위적 공급제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 내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때문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
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구속력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정 당사국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원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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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당사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포집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신규 기술 또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석유와 석탄 등에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
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의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원 대비 현실적인 온실가스 저감 성과
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가교 역할로서 천연가
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전믹스에
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됨에 따라 천연가스가 1차 에
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선
진국은 원전수명 연장 취소 및 조기 폐기, 신규 건설 철회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물론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전원가가 상
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 대체 및 재생 에너지의 보완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강조된다
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에너지원별 세계 발전량 믹스를 보면, 발전원의 친
환경화 및 원전 비중의 축소 정책이 본격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주요 발생 요인인 석탄 및 석유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
고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9.4%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은 23.4%로 석탄
과 원자력의 발전량을 대체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18)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 38개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15년
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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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세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2000~18년)
(단위: %)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s-review-2019-all-dat
a.xlsx(검색일: 2019. 8. 24)를 활용하여 작성.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기반 기존 에너지 공급설비의 효율이 증가하고 산업
분야별로 에너지 이용의 친환경화를 위한 신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천
연가스 공급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발전 부문에서의 효
율개선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
건이다. 일반적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타 발전원에 비
해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반면 천연가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더욱이
LNG로 수입을 하는 경우 천연가스 액화비용과 선박 운송비용, 재기화 비용,
발전소까지 운송하기 위한 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유발되
므로 가스 발전소의 효율개선은 발전 부문의 이용 확대를 위한 선제 조건이다.
최근 신규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가스발전소는 가스복합화력발전 형태로서 기
존의 기력 및 내연력 발전설비에 비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천
연가스 발전설비의 효율개선과 함께 건설 투자비가 타 에너지원 발전설비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저발전원의 백업설비로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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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요처 인근의 열병합발전설비의 연료로 천연가스가 주로 활용됨에
따라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열병합발전
소를 분산형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거리 송배전 설비의 건설로 인
한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한 장거리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오염물질 배
출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천연가스의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
라와 미국,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CNG 버스와 같이 친환경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기반 수송수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해사기구(IMO) 주도로 해상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해
상 수송 연료로서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1차 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공급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40년까지 1차 에너
지 공급은 연평균 약 1.0%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석탄
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
면,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수력의 공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이
다. 특히 기타 재생에너지의 공급은 연평균 7.1%로 매우 빠르게 늘어날 전망
이다. 한편 원자력을 통한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공급 비중이 현재에 비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의 원전 비중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
로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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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세계의 1차 에너지 공급 전망(2017~40년)
(단위: 백만 toe, %)

구분

2017

2025

2030

2035

1차 에너지 공급

2017~40

비중

연평균

2040

2017

2040

증가율

석탄

3,750

3,768

3,783

3,793

3,809

26.8

21.5

0.1

석유

4,435

4,754

4,830

4,842

4,894

31.7

27.6

0.4

천연가스

3,107

3,539

3,820

4,132

4,436

22.2

25.0

1.6

원자력

688

805

848

918

971

4.9

5.5

1.5

수력

353

415

458

496

531

2.5

3.0

1.8

바이오에너지

1,385

1,590

1,691

1,776

1,851

9.9

10.4

1.3

기타 재생

254

516

736

968

1,223

1.8

1차 에너지 공급 13,972 15,388 16,167 16,926 17,715 100.0

6.9

7.1

100.0

1.0

자료: IEA(2018b), p. 526.

한편 발전 부문에서의 천연가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인데, 2040년
세계 천연가스 발전량은 약 2,700GW로 발전설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
게 늘어날 전망이며, 석탄 및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현 수준에서 다소 늘어
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40년 세계 발전량은 약 4만 TWh로 전망
된 가운데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은 석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까지 늘어날 전
망이다.
중동 지역의 원별 발전은 현재의 천연가스 및 석유 발전소 중심에서 태양광
과 원자력 등으로 일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발전량은 가장 빠
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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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세계의 발전설비 용량 전망

그림 2-17. 세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단위: GW)

자료: IEA(2018b), p. 344.

(단위: TWh)

자료: IEA(2018b), p. 343.

다.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1) 국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동향
2017년 국제 재생에너지 공급은 전년대비 약 2.7% 증가한 18억 9,400만
toe(tonne of oil equivalent)로 1차 에너지 공급(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중 13.5%를 차지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난방 및
취사를 위한 전통적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 중 바
이오연료 및 폐기물 비중이 약 60.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 순서는 수력(18.5%), 풍력(5.1%), 액체바이오연료(4.6%), 지열(4.5%),
태양에너지 및 조력(3.9%) 기타(2.7%)19) 순이다.20)

19) 기타는 바이오가스, 재생가능 폐기물을 의미한다.
20) IEA(2019f),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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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세계의 1차 에너지 공급 중 원별 비중(1990년 및 2017년)
(단위: %)

[1990년]

[2017년]

자료: IEA(2019f), p. 4; OECD iLibrary,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enestats-dataen&doi=data-00514-en#(검색일: 2019. 8. 8).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TPES
의 1.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공
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7.0%, 23.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바이오가스(11.9%), 태양열(11.2%), 액체바이오연료(9.7%)가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수력은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평균 증가
율은 2.4%로 낮으며, 수력 발전의 증가분 중 53.1%는 중국에서 이루어졌다.21)
재생에너지의 공급 증가는 주로 OECD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
데, 모잠비크(15.5%), 벨라루스(11.8%), 베트남(11.0%)이 높은 연평균 증가
율을 보인다. 2017년 지역별 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프리
카 47.3%, 미주 지역 OECD 비회원국 31.7%, 아시아 지역(중국 제외) OECD
비회원국 23.9%, OECD 전체 10.2%, 중국 9.0%, 유럽 및 유라시아 OECD비
회원국 4.1%, 중동 0.4% 순이다.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 OECD 비회원국 등은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등의 전통에너지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회원국은 OECD 비회원국에
21) IEA(2019f), p. 3.

56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비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낮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은 태양에
너지, 풍력, 조력, 바이오가스, 재생가능 폐기물, 바이오연료 등 신기술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이 전 세계 신기술 재생에너지(new
renewable energy) 중 61.9%를 공급한다.22)

그림 2-19. 세계의 재생에너지원별 연평균 증가율(1990~2017년)
(단위: %)

자료: IEA(2019f), p. 4.

그림 2-20. 지역별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IEA(2019f), p. 4.

22) IEA(2019f),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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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발전 부문을 살펴보면, 2017년 세계 발전량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은 38.5%로 가장 높다. 석탄 다음으로 재생에너지가 전년대비 0.7%p 증가한
2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세계 발전량 중
에서 수력이 15.9%,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등이 6.5%를 차지한다. 1990~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으로 인해
전체발전량에 비해 0.7%p 높은 연평균 3.8% 증가하였다.23)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2,195GW으로, 2016년 대비 178GW 증가하였다. 증가한 용량 중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55.1%와 29.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풍력(29.2%), 수력
(10.7%), 바이오연료(4.6%) 순을 보였다.24)

그림 2-21.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GW)

자료: REN21(2018), p. 41.

23) IEA(2019f), p. 5.
24) REN21(201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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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과 풍력 보급
2018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 규모는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505GW에
도달하였다. 2017년 태양광 시장 상위 5개국(중국, 인도, 미국, 일본, 호주)의
신규 설비용량 점유율은 84%이었으나, 2018년에는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독일, 멕시코, 한국, 터키, 네덜란드 등에서는 태양광
보급이 증가하였다. 누적 설비용량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4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순이다. 중국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설비용량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 보조금 감소 등으로 파악된다.
2018년 중국의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020년 목표인 105GW를 크게 상회
하는 176.1GW를 기록하였다.
인도 또한 2018년 신규 설비용량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
는 토지문제, 출력제한,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품 세이프가드 의무,
상품과 서비스 세금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파악된다. 2018년 인도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43.6GW이며,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25)
그림 2-22. 태양광 신규 및 누적 설비용량(2008~18년)
(단위: GW)

자료: REN21(2019), p. 94.
25) REN21(2019),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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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 풍력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51GW 증가하여, 누적 591GW를
기록하였다.26) 신규설비용량은 2015년(64GW) 이후로 감소 추세인데, 이는
중국의 신규 설비용량이 2015년 30.8GW 수준에서 2016년 23.4GW, 2017년
19.7GW로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이다.27) 2018년 중국의 신규 설비용량은
소폭 상승하여 21.1GW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신규 설비용량에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7.6GW), 독일(3.1GW), 인도
(2.2GW) 순으로 나타났다.28)

그림 2-23. 풍력 신규 및 누적 설비용량(2008~18년)
(단위: GW)

자료: REN21(2019), p. 123.

2016~17년 중국의 신규 설치 규모 감소는 정부가 출력제약이 심한 지역의
신규 설비 설치를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신규 설치 규모 감소 등으로
풍력 출력제한은 2016년 17%, 2017년 12%, 2018년 7%로 꾸준히 개선되면
서, 2019년 중국의 신규 설치용량은 25.3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29)
26) REN21(2019), p. 118.
27) REN21(2016), p. 143; REN21(2017), p. 173; REN21(2018), p. 212.
28) REN21(2019), p. 119.
29) REN21(2019),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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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공통된 추세를 보인다. IEA는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현정책 시나
리오(Current Policies),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고한다.30)
현정책과 신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7년 1만 3,972Mtoe 수준이었던
1차 에너지 수요는 2040년에 각각 1만 9,328Mtoe(현정책), 1만 7,715Mtoe
(신정책)로 증가하고, 약 1,334Mtoe였던 재생에너지는 각각 2,642Mtoe(현
정책), 3,014Mtoe(신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
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1차 에너지 수요는 1만 3,715Mtoe로 2017
표 2-8. 세계의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Mtoe, %)

구분

신정책

현정책

지속가능한 발전

2000

2017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석탄

2,308

3,750

3,768

3,809

3,998

4,769

3,045

1,597

석유

3,665

4,435

4,758

4,894

4,902

5,570

4,334

3,156

가스

2,071

3,107

3,539

4,436

3,616

4,804

3,454

3,433

원자력

675

688

805

971

803

951

861

1,293

신재생

662

1,334

1,855

3,014

1,798

2,642

2,056

4,159

수력

225

353

415

531

413

514

431

601

377

727

924

1,260

906

1,181

976

1,427

60

254

516

1,223

479

948

648

2,132

646

658

666

591

666

591

396

77

10,027

13,972

15,388

17,715

15,782

19,328

14,146

13,715

현대 바이오
에너지
기타
고체
바이오매스
합계
화석연료 비중

80

81

78

74

79

78

77

60

CO2 배출(Gt)

23.1

32.6

33.9

35.9

35.5

42.5

29.5

17.6

자료: IEA(2019g), p. 38.

30) IEA의 현정책 시나리오는 현재 정책이 유지될 때의 수요 전망, 신정책 시나리오는 국가별로 향후 추진
하겠다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한 전망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도달을 고려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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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소폭 하락하고, 재생에너지는 4,159Mtoe로 3배 이상 증가한다.31)
앞서 언급한 재생에너지원별 동향을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보
급 증가를 견인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망 기간에도 동
일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기술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4. 세계의 기술별 발전용량 전망(2012~19년)
(단위: GW)

자료: BNEF, New Energy Outlook 2019, excel data, Bloomberg terminal(검색일: 2019. 8. 17).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보급 증가는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
가함을 의미한다. 세계 발전용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
년 현재 각각 8%이다.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에서 2018년 현재
수력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지만, 2020년대 초중반에는 태양광 비중이 수
력을 앞지르고, 2020년대 중후반에는 풍력 또한 수력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된다. 2050년 전체 발전용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2)
31) IEA(2019g),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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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세계의 신규 발전용량 증설을 위한 기술별 투자 전망
(단위: 2018년 실질 가치 기준 미화 10억 달러)

자료: BNEF, New Energy Outlook 2019, excel data, Bloomberg terminal(검색일: 2019. 8. 17).

그림 2-26. 중동의 신정책 시나리오상 중동 재생에너지 비중 추이
(단위: Mtoe, %)

자료: BNEF, New Energy Outlook 2019, excel data, Bloomberg terminal(검색일: 2019. 8. 17).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투자액
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술 발전, 규모의 경제, 효율 증가
등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액 증가세는 크지
32) BNEF, New Energy Outlook 2019, excel data, Bloomberg terminal(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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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투자 증가가 세계 발전설비
증설 투자를 주도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9%에서 2017년
13.5%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또한 보급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등의 전통적 재생에너
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태양, 풍력, 지열, 조력 등 신기
술의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지나지 않는 실
정이다(그림 2-26 참고). 비록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
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OECD 회원국, 중국, 인도 중심으로 보급이 증가하면
서 미래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풍력의 증가
로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
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미래 에너지 투자를 주도할 것으
로 예상된다.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가. 이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7월 14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33)
독일, EU와 공동으로 이란과의 핵합의에 서명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이듬해인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였다.34) 미국이
33)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및 러시아.
34)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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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합의 탈퇴를 한 이유는 이란의 중동 내 테러리스트 지원과 영향력 확대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전부터
핵합의 내용 중 2030년 이후 이란 핵 개발 제한조치의 일몰 조항에 대해 수차
례 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체결하여 이란이 보
유한 핵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합의 탈퇴와 함께 이란의 석유 부문 등에 대한 경
제 제재를 복원하여 정부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35) 당
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석유 부문 제재 발효(2018년 11월)와 함께 석유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 등으로 이란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8개국에 한하여
6개월간 2차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하여 원유 수입을 허용하였다.36) 제재 예
외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2019년 4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
령은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예외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석유 부문 제재
가 시행됨에 따라 이란의 원유 생산과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이란에서 상류
부문 투자를 추진 중이던 해외 석유기업들도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우려하여 투자계획을 취소하였다.
이란의 원유 생산 규모는 미국의 제재복구 발표 이전 일일 378만 배럴
(2018년 4월)에서 304만 배럴(2018년 11월), 238만 배럴(2019년 5월)로 빠
르게 감소한 이후 2020년 1월 기준 199만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 되었다. 원
유 수출은 더욱 급격히 감소하여 2018년 4월에 일일 250만 배럴에 달하였으
나 12월에는 63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9년 3월에 141만 배럴로 수
출 규모가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원유 수입 예외조치가 종료된 이후 수출량
이 급감하며 2019년 12월 일일 23만 배럴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월에는 약

35) 대(對)이란 경제제재 재개에 대한 행정명령(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2018. 8. 6) 서명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2018년 8월 7일(금융 부문 1단계 및 일반무역 부문) 및 2018년
11월 5일(에너지 무역 및 투자, 항만ㆍ해운 및 금융 부문 2단계)부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36) 중국, 인도, 한국, 터키,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및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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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배럴에 그쳤다.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었던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의 아시아 국가들은 원유 수입 제재 예외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
을 중단하고 중동 내 다른 산유국, 미국 등의 대체 수입선을 통해 감소분을 충
당하고 있다. 이란의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37)

그림 2-27.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 추이

그림 2-28. 이란의 국가별 원유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20. 2. 2).

(단위: 백만 배럴)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20. 2. 2).

이란과 국제적 석유업체 간의 상류 부문 투자 프로젝트도 미국 제재의 영향
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머스크 오일(Maersk Oil), 독일의 윈터
셸(Wintershall), 오스트리아의 OMW 등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상을 중
단하였고 러시아의 자루베즈네프트(Zarubezhneft)는 이란 내륙의 유전개발
계획을 포기하였다. 현재 이란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소수의 업체 중 하나인 중
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노스 아자데간(North Azadegan) 유전에서
원유 생산은 지속하고 있지만 총 48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 파르스(South
Pars) 가스전 11단계 개발 계약을 철회하였다.
37) Bloomberg DB(검색일: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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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란의 원유 생산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석유 공급은
미국 등 OPEC 비회원국의 생산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산유국, 이라
크 등의 여유생산능력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 이
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세계 원유 및 가스 교역량의 1/3이 통
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고 동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억류하는 상황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인 국제유가 폭등과
교역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란은 과거에도 해협의 원천적 봉쇄
를 위협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한 적은 없다. 만에 하나라도 봉쇄가 이
루어질 경우 서방 국가 등과 이란 간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기
에 전면 봉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확인 매장량이 3,000억 배럴(2017년 기준)로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지만 석유 부문 투자 부진과 국영석유기업인 PDVSA의 운영난 등으
로 2016년 이후 원유 생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우고 차베스 전임 대통
령이 취임한 1999년 이전 일일 340만 배럴에 달하던 생산량은 그의 재임기간
중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해인 2013년에는 233만 배
럴을 기록하였고, 후임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에는
122만 배럴로 급감하였다.
더구나 2019년 1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조치가 발표된 이후 정치ㆍ
경제적 혼란 가중과 전력 부문 투자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발생 등으로
원유 생산이 추가로 감소하였다.38) 2019년 1월 일일 123만 배럴을 기록했던
38)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PDVSA가 원유교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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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량은 12월에 73만 배럴로 감소하였다. 2019년 2월부터 대미국 수
출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 제재가 발표되기 전인 2018년
12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일일 124만 배럴이었으며 이 중 43만
배럴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한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타격은 상당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마두로 정권은 인도 등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여 2019년
12월 전체 수출량 일일 100만 배럴 중 56만 배럴을 인도로 수출하였으나,
2020년 1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대인도 수출은 일일 20만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쇠락하는 석유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러시아 및 중국
과의 협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주로 석유 부문에 직접적으
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원유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문 정상화와 원유 생산 회복은 단기
간 내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계는 미국이 반
대하는 마두로 정권과 미국 등 서방 국가 및 주요 남미 국가들이 합법적 대통
령으로 인정한 국회의장 과이도로 양분되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어 정치적
혼란 수습 및 미국의 제재조치 종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로 베네
수엘라 중질원유 수출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유사한 성상의 캐나다산이나 중
동의 중질원유가 이를 대체할 수 있어 세계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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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20. 2. 2).

그림 2-30. 베네수엘라의 국가별 원유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2020. 2. 2).

다. 리비아
2010년대 초반부터 리비아 내 정세 불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4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해 오던 무하마르 알 카다피 정
부가 무너졌다. 이후 과도정부위원회가 들어서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
가 치러지는 등 한동안 리비아 민주화 및 국가 정상화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
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권 장악을 둘러싼 세력 간 갈등으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리비아 내전이 발생하였고, 이후 서부 이슬람주의 세
력과 동부 세속주의 세력으로 국가가 양분화되었다. 내전의 혼란을 틈타 리비
아 내 군벌 및 부족들이 난립함에 따라 리비아 내 정세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렇듯 꾸준히 이어진 정세 불안은 리비아의 석유 생산에도 큰 타격을 입혔
다. 리비아는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9위의 원유 보유국으로 내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일일 약 140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생산하였다.39) 그러나 두 차례에
39) OPEC(201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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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내전의 여파로 리비아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6년 39만 배럴까지 감소
하였다.40) 2016년 말부터 주요 석유시설 재개, OPEC 감산합의 면제 등의 경
제적 현안과 관련해 양측 정부가 동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석유생산량도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9년 4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면서 더
이상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다. 리비아 석유공사는 일일 20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리비아 내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석유 생산이 단기간 회
복한다 하더라도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0년 1
월 동부 정부가 원유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등을 요구하며 주요 석유시설을
장악ㆍ중단시켰는데, 그 결과 리비아 산유량이 일일 32만 배럴까지 감소하였다.

40) OPEC(2018b), p. 32.

70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가. 저유가 현상과 석유 수요 변화
1) 저유가 현상에 따른 석유 수요 변화
국제 석유시장에서 수요는 가격, 세계 경제성장, 환경규제, 대체재 개발, 연
비 향상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의 법칙은 경제학의 가장 기
본적인 원칙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증가)한다는
것이다. 석유의 경우에도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국제유가와 석유 수요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전 세계 석
유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도별 국제유가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었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는 연 100~120만b/d 수준
을 보였지만, 저유가 상황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220만b/d가 증가하였고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 110~150만b/d 수준의 석유 수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국제유가와 전 세계 석유의 수요 변화(2010~18년)
(단위: 백만b/d, USD/bbl)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계 석유 수요

88.4

89.5

90.7

91.7

93.1

95.3

96.4

97.9

99.2

국제유가(Brent)

80.3

110.9

111.7

108.7

99.5

53.5

45.1

54.7

71.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가유가정보｣, http://www.petronet.co.kr/v3/index.jsp(검색일: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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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유가 전망과 석유 수요 변화
최근 발표된 IEA의 석유시장 중기전망 보고서는 2018년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약 3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으로 120만b/d의 석유 수
요 증가가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화학 부문의 성장
으로 인하여 석유 수요는 14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1) 또한 석
유 수요는 2018년 9,920만b/d에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여 2024년에
는 1억 64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향후 2년간 국제시장에서 원
유가격이 2018년 평균가격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42) [표
3-2]는 EIU에서 발표한 분기별 브렌트(Brent)유 가격을 보여 주는데, 2021
년 2/4분기까지 2018년 평균가격인 배럴당 71달러 이하에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되는 것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분기별 브렌트유 가격 현황 및 전망(2018년 1/4분기~2021년 2/4분기)
(단위: USD/bbl)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2018

66.95

74.49

75.48

67.37

71.07

2019

63.27

70.00

70.00

68.75

68.01

2020

65.00

62.00

62.00

59.00

62.00

2021

65.00

70.00

-

-

-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9), p. 16.

41) IEA(2019d), p. 16.
4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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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의 석유 수요 변화
1) 세계 경제성장률과 석유 수요 변화
경제성장률은 석유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악
화)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
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표 3-3]과 같다. IMF는 무역갈등 심화, 중국 경
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보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적절한 수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2020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3.6%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세계 경제
가 안정적인 수준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은 최근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률을 보였지만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하여 2024년에는 1.3% 수준까
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석유 소비 증가세를 보였던 중
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2018년 6.6%에서 2024년에는 5.5%로 지속적인 감
표 3-3.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2017~24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미국

2.2

2.9

2.5

1.8

1.7

1.5

1.4

1.3

중국

6.9

6.6

6.2

6.2

6.0

5.8

5.6

5.5

독일

2.5

1.5

1.3

1.6

1.5

1.3

1.2

1.0

러시아

1.5

1.7

1.6

1.7

1.6

1.3

1.2

1.1

인도

6.7

7.3

7.5

7.7

7.7

7.7

7.7

7.8

브라질

1.1

1.3

2.5

2.2

2.2

2.2

2.2

2.2

세계 경제성장률

3.8

3.7

3.5

3.6

3.6

3.6

3.6

3.5

자료: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20. 1. 19)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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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원유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수준의 석유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까지 7.5~7.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도 석유 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예상된다.

2) 지역별 석유 수요 변화
IEA의 석유시장 보고서43)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석유 수요 전망은 [표 3-4]
와 같다. 2024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석유 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되는 지역은 아ㆍ태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각각 2.0%와 2.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아ㆍ태 지역의 높은 석유 수요 증가(440만b/d)는 중국 및 인
도의 석유 수요 증가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
가의 석유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2024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분(720
만b/d)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 유라시아 지역 및 중남미 지
역도 1%가 넘는 수준의 석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2024년까지 북미
지역의 석유 소비는 2019년의 2,560만b/d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석유 수요가 연평균 0.1%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석유 수요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석유
수요 규모가 큰 아ㆍ태 지역과 북미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석유 수요 변화가
전 세계 석유 수요 변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IEA(2019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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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역별 석유 수요 전망(2018~24년)
(단위: 백만b/d, %)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북미 지역

25.2

25.6

25.7

25.6

25.7

25.6

25.7

0.3

유럽 지역

15.8

15.9

15.9

15.8

15.8

15.8

15.7

-0.1

아ㆍ태 지역

34.5

35.3

36.0

36.9

37.7

38.3

38.9

2.0

중동 지역

8.4

8.5

8.6

8.9

9.0

9.1

9.2

1.6

아프리카 지역

4.3

4.4

4.5

4.6

4.7

4.8

4.9

2.3

유라시아 지역

4.2

4.3

4.5

4.5

4.6

4.6

4.6

1.5

중남미 지역

6.8

6.7

6.8

7.0

7.0

7.1

7.2

1.1

총 석유 수요

99.2

100.6

102.0

103.3

104.5

105.4

106.4

1.2

(2018~24)

자료: IEA(2019d), p. 16.

3)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의 석유 수요 변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OECD44)의 석유 수요는 OECD 비회원국의 석
유 수요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수요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두 그룹의 석유 수요를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5]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석유 수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석유 수요에서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로 OECD 비회원국의 51.8%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2024년까지의 석유 수요 전망에서도 OECD 회원국의 석유 수요는 현재의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비회원국의 석유 수요 증가율은 연평
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석유 수요
증가율이 상이한 양상을 띠는 것은 경제성장단계, 환경정책, 차량증가율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4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3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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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OECD 회원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보다는 OECD 비회원국의 경
제 상황 및 정책변화 등이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석유 수요 전망(2018~24년)
(단위: 백만b/d, %)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OECD 회원국

47.8

48.2

48.2

48.0

48.0

47.9

47.9

0.0

OECD 비회원국

51.4

52.5

53.8

55.3

56.5

57.5

58.5

2.2

(2018~24)

자료: IEA(2019d), p. 28, p. 3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가. 친환경 연료의 수요 증가로 인한 천연가스 수요
증가
1) 세계 천연가스의 수요 변화 추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도기의 브리지(bridge) 연료로서 천
연가스의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
화탄소,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배출 비율이 낮아 친환경적인 연료로 평가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EA(2019c)45)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3,922Bcm(Billion Cubic Meter)에 달했으며,
45) IEA(2019c),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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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천연가스
수요가 전년대비 4.5% 증가했으며, OECD 비회원국의 경우는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기여한 주요 국가로는 미국(+78.5Bcm;
+10.2%), 중국(+42.3Bcm; +17.8%), 러시아(+24.7Bcm; 5.3%)를 꼽을 수
있으며, 중국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7.8%에 달하였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를
축소하고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는 친환경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된 이상 기온과 더불어 발전 부문에
서의 석탄 대체로 인한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캐나다
(+10.5Bcm), 이란(+10.4Bcm), 이집트(+4.1Bcm)도 주목할 만한 수요 증가
를 보였다. 반면 일본(-6.1Bcm), 터키(-4.0Bcm), 독일(-2.6Bcm), 이탈리아
(-2.5Bcm) 등에서는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였다.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자료46)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소비는 3,253Mtoe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주로 세계 경제 호조와 특정

표 3-6. 세계의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Mtoe, %)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중

2018

2017~18

2000

2018

1차 에너지 소비

14,301

2.3

100

100

석탄

3,778

0.7

23

26

석유

4,488

1.3

36

31

천연가스

3,253

4.6

21

23

원자력

710

3.3

7

5

수력

364

3.1

2

3

바이오ㆍ폐기물

1,418

2.5

10

10

다른 재생에너지

289

14.0

1

2

자료: IEA(2019b), p. 25.

46) IEA(2019b),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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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냉난방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석탄
과 석유의 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0.7%, 1.3%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원
자력은 중국의 신규 설비와 일본의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 전년대비 3.3%의 증
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는 23%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1.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자료: IEA(2019b), p. 25.

IEA(2019c)47)의 2017년 기준 부문별 천연가스 수요를 살펴보면, 열과 발
전 부문에서 OECD 비회원국의 수요 증가(+26.6Bcm; +3.1%)가 두드러졌으
며, 이러한 수요 증가는 이란(+7.6Bcm), 중국(+3.4Bcm), 이라크(+3.4Bcm)
가 주도하였다. 반면에 OECD 회원국에서는 지속되던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세가 끊겨 2017년에 전년대비 수요가 5.5Bcm만큼 감소하였다. 산업 부
문 수요는 OECD 회원국(+15.8Bcm)과 OECD 비회원국(+35.0Bcm) 모
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경우, 화학 부문의 수요 증가
47) IEA(2019c),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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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Bcm)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주거(+6.5Bcm) 및 상업
(+3.4Bcm) 부문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OECD 비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증
가세가 나타났으며, 화학과 주거 부문에서 각각 14.2Bcm, 12.8Bcm씩 증가
하였다.

그림 3-2.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추이(1990~2017년)
(단위: Bcm)

자료: IEA(2019c), p. 7.

그림 3-3. 부문별 천연가스 수요 변화(2016~17년)
(단위: Bcm)

자료: IEA(2019c), p. 7.

80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2) 세계 천연가스의 교역 현황
IEA(2019c)48)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은 전년대비
34.5Bcm이 증가해 1.2Tcm(Trillion Cubic Meter) 규모를 넘어섰다. 세계
천연가스 교역은 파이프라인 교역과 LNG 교역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교역량
증가치는 대부분 세계 LNG 교역량의 증가(+28.7Bcm; +7.3%)에 기인한 것
이다. 2018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교역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34.3%
로 2017년보다 1.5%p 증가하였다. 중국은 세계 파이프라인 및 LNG 교역량
증가의 최대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파이프라인과 LNG 수입량
이 각각 19.8Bcm, 10.4Bcm 증가하였다.
지역 내 거래를 포함한 파이프라인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OECD 회
원국은 2018년 기준 5.5Bcm만큼의 파이프라인 수입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천연가스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수입은 여전히 러시아와 같은
OECD 비회원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 더불어 중동 지역, OECD 미
그림 3-4. 세계의 파이프라인 수입량 변화(2017~18년)
(단위: Bcm)

자료: IEA(2019c), p. 5.
48) IEA(2019c),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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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원국,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에서만 파이프라인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유럽 지역 OECD 회원국의 파이프라인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전체 OECD 회원국의 파이프라인 수입량의 75.6%를 담당하며
여전히 세계 최대 파이프라인 수입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은 줄어들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파이프라인 수입 감소는 뚜렷한 LNG
수입 증가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모든 OECD 회원국에서 LNG 수입 증가세가 나타났다. 유럽
지역 OECD 회원국에서 6.1Bcm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파이
프라인 수입 감소를 대부분 상쇄하였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OECD 회
원국의 LNG 수입 증가량은 2.9Bcm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의 LNG 수입 증가
량(+7.3Bcm)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폐쇄된 원자로가 재
가동되면서 LNG 수입량이 4.6Bcm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지역
OECD 회원국의 LNG 수입 증가량은 미미한 수준(+0.03Bcm)에 그쳤다. 전
그림 3-5. 세계의 LNG 수입량 변화(2017~18년)
(단위: Bcm)

자료: IEA(2019c),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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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OECD 비회원국에서 2018년 기준 LNG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량
의 대부분을 중국(+19.8Bcm), 파키스탄(+3.6Bcm), 인도(+1.2Bcm)와 같은
소수의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였다.

3) 세계의 LNG 수요 현황
세계 LNG 수요는 2011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가 주
춤했으나, 최근 세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 강화, 저렴해진 가격, 신
규 수입국의 등장 등으로 인해 다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
14년 세계 LNG 수요는 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18년에는
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49) 2015~18년의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
펴보면, 아시아 10.8%, 유럽 10.0%, 북미 1.7%, 남미 -13.6%, 중동 및 아프
리카 -2.1%로 나타나 최근 세계 LNG 수요 증가세의 대부분이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신흥 LNG
수입국이 세계 LNG 수요 증가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흥 LNG 수입국은
주로 육상 인수기지 건설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하며 건설기간이 짧은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를 활용하여 LNG 수입
을 추진하고 있다. 2015~16년에는 파키스탄, 이집트, 요르단, 콜롬비아가,
그리고 2018년에는 방글라데시가 FSRU를 통한 LNG 수입을 개시하였다. 유
럽 지역의 LNG 수입 추세를 보면, 2010~11년에 기록적인 수입량을 기록한
뒤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8년 동절기의 추운 날씨와 더불어 LNG 수요가 급
등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도 유럽 지역의 LNG 수입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
다.50)

49) IHS Markit, LNG Supply Demand Gap(2019. 2)(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50) IHS Markit, LNG Market Briefing: Second quarter 2019 review and outlook(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 83

그림 3-6. 지역별 LNG 수요 추이(2000~18년)
(단위: 백만 톤)

자료: IHS Markit, LNG Supply Demand Gap(2019. 2)(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중국은 2017년에 한국을 넘어서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LNG 수요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석탄의존도 감축 및 대
기오염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확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3,155Mtoe를 기록하였으며, 모든 에너
지원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난방 부문에서 가스가 석탄 소비를 대체하
며 증가한 폭이 가장 컸다.51) 중국은 2006년 LNG 수입을 개시한 이후52)
LNG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수입의존도
가 26%에 달한다.53) 중국의 LNG 수입 증가세는 자국의 상류 부문 개발, 러시
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수입 개시 등으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
나, LNG 수입량은 꾸준한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 1위 LNG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자국 내 전력 소비 감소, 원자력
51) IEA(2019b), p. 6.
52) 파이프라인 수입은 2010년 개시되었다.
53) IHS Markit, China LNG Market Profile(2019. 3)(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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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재가동 등으로 인해 최근 LNG 수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은 2017년 10월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후 에너지전환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 과도기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LNG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 최근 LNG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에 발
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국내 LNG 수요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림 3-7. 아시아 주요국의 LNG 수요 추이(2015~18년)
(단위: 백만 톤)

자료: IHS Markit, LNG Supply Demand Gap(2019. 2)(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향후 세계 LNG 수요는 중국, 유럽, 신흥 LNG 수입국의 수요 증가에 영향
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
국 내 천연가스 장려 정책의 유지로 세계 LNG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 아시아
LNG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적인 세계 LNG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지브롤터 등에서 2019년에 FSRU를 활용
하여 LNG 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FSRU를 활용한 신규 LNG 수
입국이 꾸준히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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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LNG 수요 전망(2019~40년)
(단위: 백만 톤)

자료: IHS Markit, LNG Supply Demand Gap(2019. 2)(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나.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상승
재생에너지 비용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에 따르면, 2018년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54)
은 2010년에 비해 태양광은 77% 하락한 0.085달러/kWh, 육상풍력은
34.5% 하락한 0.055달러/kWh, 해상풍력은 20.8% 하락한 0.126달러/kWh
이다. 하지만 지열과 수력의 LCOE는 각각 50%, 30.6% 상승하여 0.072달러/
kWh, 0.047달러/kWh를 기록하였다.55)

54) 균등화발전비용(LCOE)이란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발전량과 비용(건설비, 연료비, 운전유지
비 등)을 연도별로 균일하게 등가화(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전량과 비용을 일정 시점으로
할인)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전력거래소, ｢설명 자료｣, https://kpx.or.kr/www/downloadBbsFil
e.do?atchmnflNo=27825, 검색일: 2019. 8. 16).
55) IRENA(2019),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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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재생에너지원별 LCOE 비교(2010년 및 2018년)
(단위; 2018년 기준 달러/kWh)

자료: IRENA(2019), p. 12.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편차
를 보이고 있다.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8년 유틸리티급 태양광 평균 설
치비용을 비교하면 캐나다가 2,427달러/kW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인도보다
약 3배 높은 것이다. 2018년 육상풍력 설치비용은 중국이 1,173달러/kW로
가장 낮았으며, 기타ㆍ아시아는 2,237달러/kW로 가장 높았다. 2018년 오세
아니아의 육상풍력 설치비용은 2016년 대비 52.3% 하락한 1,638달러/kW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56)
태양광과 풍력의 가격경쟁력은 부품 가격 하락과 기술 향상 등으로 개선되
고 있다. 태양광의 모듈가격은 1976년 80.0달러/W 수준에서 2019년 0.25
달러/W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0년(1.92달러/W)과 비교하여도
85% 이상 하락한 것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실리콘 모듈 부족
사태 이후, 중국의 실리콘 모듈 대량생산이 모듈 가격의 하락을 견인하였
다.57)
56) IRENA(2019), p. 35, p. 46.
57) BNEF(201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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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G20 회원국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설치비용
(단위: 2018년 기준 달러/kW)

자료: IRENA(2019), p. 46.

풍력 설치비용이 하락한 것은 터빈가격 및 금융비용 하락,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풍력 터빈가격은 2008년 1.17유로/W에서
2018년 0.66유로/W로 하락하였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풍력 터빈의
학습률은 10.7%로 프로젝트 CAPEX 학습률에 비해 3.6%p 높다. 이는 풍력
터빈의 가격 하락률이 다른 부품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격 하
락과 더불어 풍력 터빈의 발전기당 규모는 증대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육상풍력 터
빈 규모의 중간값은 3.6MW에서 2050년에 5.7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58)
58) BNEF(2019),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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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역별 육상풍력 프로젝트 설치비용
(단위: 2018년 기준 달러/kW)

주: 선은 설치비용의 가중평균.
자료: IRENA(2019), p. 35.

그림 3-12. PV 모듈 학습곡선
(단위: 2018년 기준 달러/W, MW)

자료: BNEF(201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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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풍력 터빈가격
(단위: 2019년 실질 가치 기준 백만 유로)

자료: BNEF(2019), p. 37.

3. 환경규제 강화
가. 환경규제 강화와 대체재 전환에 따른 석유의 수요 변화
[표 3-7]에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석유제품별 수요량과 증가율에 대
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59) 이 기간에 항공유, 납사, LPG와 에탄의 수요 증
가율은 평균적인 석유 수요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량이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연평균 증가율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59) 원유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용도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IEA는 보고서의
간결성 유지를 위하여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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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석유제품별 석유 수요 전망(2018~24년)
(단위: 백만b/d, %)

연평균 증가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휘발유

26.0

26.3

26.6

26.8

27.0

27.1

27.2

0.7

경유

28.5

28.8

29.9

29.9

30.0

30.1

30.2

0.9

항공유

7.8

8.0

8.2

8.3

8.5

8.6

8.7

1.9

납사

6.3

6.5

6.7

6.8

7.1

7.2

7.4

2.6

LPG, 에탄

12.4

12.8

13.2

13.5

13.9

14.1

14.5

2.6

연료유

7.0

7.0

6.2

6.6

6.7

6.8

6.9

-0.1

기타 석유제품

11.2

11.2

11.2

11.2

11.3

11.4

11.5

0.4

총 석유 수요

99.2

100.6

102.0

103.3

104.5

105.4

106.4

1.2

(2018~24)

자료: IEA(2019d), p. 17.

1) 수송 부문 석유 수요의 변화 전망
석유제품 중에서 수송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철도, 항공기
및 선박에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있다. 육상운송인 자동차
와 철도 부문에는 휘발유와 경유가 있고, 항공운송 부문에는 항공유가, 해상운
송 부문에는 경유로 분류되는 석유제품이 있다.
차량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휘발유가 전체 석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8년 약 26.2%로 나타나지만, 2024년까지 휘발유 수요의 연평균 증가
율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수요의 증가율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지속적인 연비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IEA는
2016년 석유시장 중기전망 보고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규모가 2021년 약 80만b/d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60) 이러
한 수요의 감소 규모는 전체 석유 수요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향
60) IEA(2016b),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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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석유 수요 감소
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과 EU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은 자체의 차량 연비 기준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량 연비 기준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EA의 2016 석유시장 중기전망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전체적인 차량 연비는 약 2% 높아질 것이며, OECD
미국, 유럽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차량 연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차량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
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도 전체적인 수송용 석유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며, 국가별로 차량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속도에 따
라 수송용 석유 수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의 수요 증가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요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개발 국가들에서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차량 보급 확대가 이와 같은 수요량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항공유는 [표 3-7]에 제시된 것처럼 2024년까지
연 1.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공유 수요의 증가는 저비용항
공사의 발전과 아시아 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IEA61)는
OECD 아시아 비회원국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5% 수준의 높은 항공유 수
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중국의 항공유 수요 증가가 가장 높
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미국의
항공유 수요 증가도 2024년까지 약 1.5%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1) IEA(2019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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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주요국의 항공유 수요 증가 전망(2018~24년)
(단위: 천b/d)

자료: IEA(2019d), p. 24.

일반적으로 항공산업과 항공여객 수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에 따
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항공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항공여객의 수가 증가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항공여객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OECD 비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항공유의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황 함유량 기준 강
화로 인하여 해상운송 부문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이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
유에서 황 함유량이 낮은 선박용 경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에
서도 연료유 수요는 2019년 700만b/d에서 2020년 620만b/d로 약 11.5%
감소하고 2020년의 경유 수요는 전년대비 11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운송 부문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선박연료로 사용
하는 석유제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전체 석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석유제품이 아닌 LNG와 같은 선박연료로의 전
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석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장기적으로 해상운송 부문의 석유 수요 변화는 선박연료에 대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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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향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송 부문 석유 수요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차량 연비 강화, 선
박연료 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감소 요인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차
량 보급 확대 및 항공 수요 증가와 같은 증가 요인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2) 석유화학 부문 석유 수요의 변화 전망
2024년까지 석유 수요를 가장 많이 증가시킬 분야로는 석유화학 부문을 꼽
을 수 있다. [표 3-7]에 나타난 것처럼 석유화학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
와 LPG, 에탄의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전체 석유 수요 증가율(1.2%)
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며 납사는 110만b/d, LPG와 에탄은 210만b/d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의 석유시장 보고서62)에서는 2024년까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석유
화학시설의 누적 용량을 LPG와 에탄, 납사로 분류하여 [그림 3-15]와 같이 전
망하였다. 2024년까지 납사와 에틸렌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시설은 최

그림 3-15. 석유화학설비 증설 가능 누적용량(2019~24년)
(단위: 천b/d)

자료: IEA(2019d), p. 20.
62) IEA(2019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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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약 200만b/d 규모로 증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석유화학시설은 주
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시설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최대 170만b/d이 증설될 가능성이 있
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한국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같이 생산되는 LPG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
며,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에탄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LPG와 에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석유화학
시설이 2024년까지 약 80만b/d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석유화
학시설에서 사용하는 LPG와 에탄은 약 66.5만b/d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는 석유화학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석유화학시설 건설은 미국과 다르게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시설이 약 75만b/d로 LPG와 에탄을 원료로 사
용하는 생산설비(약 50만b/d)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석
유화학용 석유 수요 증가는 2024년까지 납사에서 31만b/d, LPG와 에탄에서
28.5만b/d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석유화학용 석유 수요 증가
는 2024년까지 LPG와 에탄이 12.5만b/d, 납사가 3만b/d로 예상되며, 우리
나라는 동일한 기간에 8.5만b/d의 납사수요 증가와 4.5만b/d의 LPG와 에탄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2015년 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
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용,
가정용, 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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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것이며 석유화학산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는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발전 부문 석유 수요의 변화 전망
[표 3-7]에 분류되어 있는 석유제품 중에서 연료유는 높은 수준의 유황이
함유된 연료유를 의미한다. 연료유는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새
로운 환경규제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유황연료유는 선
박용 연료 이외에도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IEA의 석유시장 보고서63)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GW 규모의 석유화력발
전설비가 건설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약 11.1GW 규모의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석유화력발전설비의 대부분은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와
러시아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유화력발전설비의 약 77%
인 8.5GW가 사우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용
석유 수요는 2019년 11만b/d에서 2021년에는 2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중동과 러시아에서 석유화력발전설비가 증설되고 있는데도 발전용 석유 수
요가 전체 석유 수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유화력발전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및 석탄을 이용
하는 발전설비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 사용
되는 석유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세계적으로 석유화력발전이 천연
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는 속도에 따라 발전 부문의 석유 수요
감소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63) IEA(2019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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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배출통제해역(ECA) 확대
1) 선박용 연료의 환경규제 강화
해상 수송 부문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필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 감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선
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선박용 중유(HFO: Heavy Fuel Oil)나 선박용 경유
(MDO: Marine Disel Oil)는 연료 연소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량이 높으며,
2017년 기준 에너지 부문의 황산화물(SO2: Sulfur Dioxide) 배출에서 해상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하고 있다.64)

그림 3-16.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자료: IMO, “Sulphur oxides(SOx) and Particulate Matter(PM)–Regulation 14,” http://www.imo.org/en/OurWor
k/Environment/PollutionPrevention/AirPollution/Pages/Sulphur-oxides-(SOx)-–-Regulation-14.aspx
(검색일: 2019. 8. 23).

64) IEA(2018b),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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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
n)65)는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를 지난 몇 년간 단
계적으로 강화하였다. 배출제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66)에서
의 선박 연료유 내 황 함유량은 2010년 7월 기존의 1.5%에서 1%로 강화되었
으며 2015년 1월 이후 0.1%로 한 차례 더 강화되었다. 그 외 해역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는 선박 연료유 내 황 함유량을 4.5%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2012년
부터는 3.5%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6년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는 제70차 회의에
서 ECA 외 지역에서의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

그림 3-17. 세계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현황

주: SECA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Sulphur Emission Contron Area)을 의미함.
자료: DNV, GL(2019), pp. 4-5.

65) 국제해사기구는 UN의 특수기구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 수송과 해상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규제기구이다(IMO, “Introduction to IMO,” http://www.imo.or
g/en/About/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9. 8. 23).
66) IMO는 2010년 7월 해상 배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특정 해역에 대해 배출제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배출제한지역은 북미, 카리브해 연안, 북해, 발트해 등 4개 해역을 의미한다(IMO,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http://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ollutionPrevent
ion/AirPollution/Pages/Air-Pollution.aspx, 검색일: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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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시행 중
이다. 유럽연합 ‘황산화물 지침(Sulphur Directives)’에서는 모든 유럽 항구
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
ECA 해역에서의 여객선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은 1.5%로 규정
하고 있다.67)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정 해역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
한 황 함유량을 제한하고 있다.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
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제기후협약에서는 국제 해상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고 있
다.68) 이와 관련해 국제해사기구는 2018년 4월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IMO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
략은 2050년 국제 해상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
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8. 선박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단위: g/g of fuel)

오염물질

선박용 중유(HFO)

선박용 경유(MDO)

LNG

CO2

3.11400

3.20600

2.75000

CH4

0.00006

0.00006

0.5120

N2O

0.00016

0.00015

0.00011

NOx

0.09300

0.08725

0.00783

CO

0.00277

0.00277

0.00783

NMVOC

0.00308

0.00308

0.00301

SOx

0.04908

0.00264

0.00002

주: SOx 배출계수는 연료의 황 함유량에 영향을 받음. 2012년 기준 배출계수이며, 이때 비ECA 지역의 선박용 중유
황 함유량 평균은 2.51%였음.
자료: IMO(2014), p. 35, p. 96.
67) 유럽해양안전공단(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홈페이지(검색일: 2019. 8. 26).
68)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8, p. 36, p. 145)는 IPCC 지침에 따라 국제 항공과 해운의 벙커 연료 배출
량을 국가 총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메모 항목으로 따로 보고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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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박용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추
세에 따라 기존 원유 기반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
은 것으로 알려진 LNG를 선박용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LNG 연소에 따른 황산화물(SOx) 배출량은 거의 없으며, 단위당 이산화
탄소(CO2)의 배출량 또한 원유에 비해 낮다.

2) LNG 추진선박 및 LNG 벙커링 인프라 확장 현황
국제적인 해상 환경규제의 강화 움직임에 따라 LNG를 연료로 하는 추진선
박과 LNG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
되고 있다. DNV, GL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68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항 중이다. 신조 발주 선박 177척과 LNG 연료
전환 선박 141척까지 포함하면 2026년까지 LNG 추진선박은 최대 486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NG 벙커링 인프라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규제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

그림 3-18. 세계의 LNG 추진선박의 현황 및 전망
(단위: 척)

자료: DNV, GL, “Alternative Fuels Insight – Statistics,” https://afi.dnvgl.com/Statistics?repId=1(검색일: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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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LNG 벙커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항만은 67개이며, 이 중 41개가 유
럽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이 주요
거점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69) 유럽에서의
LNG 벙커링 인프라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9. 세계의 LNG 벙커링 항만의 현황 및 계획
(단위: 개)

자료: DNV, GL(2018), p. 16.

3) LNG 벙커링의 수요 전망
선박 연료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가 주요 대체 연료로서 부각되
고 있지만, 연료 대체 여부를 선택하는 선사들에게는 LNG로 연료대체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 고유황유를 사용하면서 탈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나 저유황유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LNG 벙커링 수요
확대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는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다. 세
계 LNG 시장과 유류 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료 간 상대가격이 변동하며, 이에
따라 벙커링 대안별 경제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 선박 연료시장에
69) European Union,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6조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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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연료의 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IMO가 선박 연료에 대한 황 함유
량 규제 강화를 발효한 것은 고유황유, 저유황유, LNG의 수요 변동 요인이 되
어 가격 변동성 확대를 유발할 수 있어 연료 가격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이다.

그림 3-20. 선박 연료의 가격 비교
(단위: USD/MMBtu)

자료: CRS(2019), p. 7.

초기 단계에 있는 LNG 벙커링 기반 조성 여부도 향후 LNG 벙커링 수요 확
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OIES(2018)는 고유황유에 비해 큰
저장 탱크의 필요, 저장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발 가스 발생 등 LNG의 특성을
고려하여 LNG 벙커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LNG 벙커링 수요 확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 기존 선박 연료에 비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으나,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
다. LNG 추진선박은 선박용 중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낮으나, LNG 생산, 수송, 액화 등 LNG 벙커링 공급망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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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70) 향후 앞서 언급한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LNG 벙커링 수요는 LNG 벙커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제 전망기관들은 선박 연료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해상 수송
부문에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까지 LNG 벙커
링 수요는 대체로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 사이의 범위인 것으로 전망된
다. 반면 앞서 언급한 LNG 벙커링 수요 확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 수치 범위는 다양하다.

표 3-9. 주요 전망기관의 LNG 벙커링 수요 전망
(단위: 백만 톤)

기관 및 시나리오
현정책
IEA

IHS

2025

2030

2035

2040

4

7

-

17

신정책

7

15

24

36

지속가능한 발전

7

10

-

11

Rivalry

5

10

17

30

Autotomy

8

18

31

49

Vertigo

5

13

23

45

주: 1) IEA(2018b)는 국제 벙커링(international bunkers)에 대한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고 있으며, IHS(2018)는 국제
벙커링뿐 아니라 국내 연안 및 내항선(domestic coastal, domestic inland waterway)에 대한 LNG 수요를 포함하여
전망함.
2) IEA(2018b)의 전망치(단위: bcm)를 BP 환산계수(2019 기준)를 바탕으로 백만 톤으로 환산함.
자료: IEA(2018b), p. 176, Annex A. Tables for Scenario Projections, p. 523; IHS Markit, Long-term Senarios
to 2050(permission required, 검색일: 2019. 8. 29).

70) 이러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Well-to-Wake’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OIES(2018, pp. 2-4), CRS(2019, pp. 9-10)에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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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우선,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OPEC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신흥 에너지
수출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상쇄되고 있다. 이것
이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중동 산유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수
요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선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런 변화는 장기적인 유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여 저유가를 구조화할 것으로 보
인다. 이 장에서는 좀 더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
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가. OPEC의 영향력 축소 및 미국의 OPEC 의존도
약화
OPEC 회원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미국의 제재와 경제위기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PEC의 석유 공급 가능량
은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38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1) 반면
OPEC 비회원 산유국의 석유 공급은 미국, 브라질 등에서의 비전통 원유 생산
확대로 2024년까지 약 610만b/d 증가하고 석유 공급 가능량도 약 630만b/d

71) IEA(2019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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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2010~18년)
(단위: 백만b/d,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PEC 공급량

34.7

35.8

37.5

37.7

37.0

38.4

37.8

37.5

37.4

비OPEC 공급량

52.6

52.8

53.3

53.6

56.6

58.1

59.2

60.1

62.9

OPEC 비중

39.7

40.4

41.3

42.3

39.5

39.8

39.0

38.4

37.3

비OPEC 비중

60.3

59.6

58.7

58.7

60.5

60.2

61.0

61.6

62.7

자료: IEA(2013, p. 61; 2014, p. 52; 2015, p. 53; 2016a, p. 55; 2017a, p. 51; 2018a, p. 49; 2019e, p. 55).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
비회원 산유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72)
[표 4-1]에서 제시된 것처럼 2010년 이후 OPEC 석유 공급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2년 41.3%였던 OPEC 회원국의 석유 공급 비중은 미국 등
비OPEC의 산유량 확대와 2017년 이후 OPEC의 감산 정책으로 2018년에는
37.3%로 하락하였고 2019년 2/4분기에는 세계 석유 공급량 1억 10만b/d 중
OPEC의 석유 공급이 3,560만b/d로 나타나 그 비중이 35.6%로 추가 하락하
였다.73) 현재 세계 석유시장은 미ㆍ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
로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 브라질 등 OPEC 비회원 산유국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기에 적어도 2020년까지는 석유의 초과 공급 및 저유가 기조 유지
가 전망된다. 수급 균형과 유가 하락을 회피하고 싶은 OPEC 산유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재 2020년 3월까지 합의된 OPEC+ 감산 합의는 그 이후로도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OPEC의 석유 공급 비중은 현재 수준보
다도 더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석유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한 OPEC 원유 생산 요구량을 의미하는 대OPEC
원유 수요(call on OPEC)는 2016년 3,180만b/d 및 2017년 3,260만b/d에
서 2018년에는 수요 둔화 및 OPEC 비회원국의 생산 증가로 3,090만b/d로
크게 하락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는 2,960만b/d로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
72) IEA(2019d), p. 51.
73) IEA(2019e),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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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75) 2019년 연평균 대OPEC 원유 수요는 3,000만b/d의 수준을 나타내
고 있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90만b/d 하락한 2,910만b/d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OPEC의 실제 원유 생산량이 대OPEC 원유 수요량에 근접
할 경우 OPEC의 2020년 공급 비중은 34.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년까지의 OPEC의 지속가능 원유 생산 가능량76)은 2018년
3,491만b/d에서 2024년 3,573만b/d로, 82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라크(90만b/d↑), UAE(50만b/d↑) 및 리비아(20만b/d↑)의 생산 가
능량 확대가 두드러진다.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정치ㆍ경제적 위기로 인해
동 기간 동안 생산가능량이 56만b/d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 만약 이란에 대한 제재가
2024년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란의 생산가능량은 동 기간 동안
120만b/d 감소하여 OPEC 전체로서는 2024년까지 38만b/d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2. 대OPEC 원유 수요(2016~20년)
(단위: 백만b/d)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

대OPEC 원유 수요

31.8

32.6

30.9

30.0

29.1

-2.70

자료: IEA(2019e), p. 55.

표 4-3. OPEC 회원국의 지속가능 원유 생산량(2018~24년)
(단위: 백만b/d)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24

이란 제재 철회 시 34.91

34.59

35.04

35.27

35.49

35.63

35.73

0.82

이란 제재 유지 시 34.91

33.39

33.84

34.07

34.29

34.43

34.53

-0.38

자료: IEA(2019e), p. 67.

74) IEA(2019e), p. 55.
75) 대OPEC 원유 수요(call on OPEC)=세계 석유 수요-OPEC 비회원국 석유 공급-OPEC NGL 공급량.
76) IEA(2019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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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은 국제유가가 2016년 중반 이후 저유가 국면
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비전통 원유인 셰일오일 등의 생산 확대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2017년부터 OPEC 산유국이 원유감산 정책을 시행하
면서 OPEC 비회원국이 세계 석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
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에서 제시된 것처럼
2010년 5,260만b/d를 기록한 OPEC 비회원국의 석유 공급량은 2018년 6,290
만b/d로 19.6%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6,87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단 공급량의 증가폭은 2021년부터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77)
전술하였듯이 2024년까지 OPEC의 석유 공급 비중 축소는 미국의 원유 생
산 증가와 이를 배경으로 한 원유 수출 확대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원유 수입
은 2005년 1,013만b/d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8년 이
르러서는 776만b/d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원유 수출은 미국산 원유의 금수조
치가 해제된 2016년 60만b/d이었으나 2017년 116만b/d, 2018년 200만
b/d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 수출을 차감한 순수입은 2005년 1,010만
b/d에서 2018년 575만b/d로 43% 감소하였다.78)
미국의 원유 수입 및 순수입 감소는 원유 도입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EIA에
따르면 미국의 OPEC 원유 수입량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약 200만b/d
감소하였고, 특히 경질유를 생산하는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로부터의 원
유수입량은 70만b/d 줄어들었다(80% 감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OPEC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0년 241만b/d에서 2018년 147만b/d로 약
40% 감소하였다. 반면 OPEC 비회원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캐나다 중
질유 수입이 급증(2000년 135만b/d → 18년 369만b/d)함에 따라 미국의 총
원유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64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멕시
77) IEA(2019d), p. 51.
78) EIA, “Petroleum & Other Liquids,” http://www.eia.gov/petroleum/data.php(검색일: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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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만 연안의 정유회사들이 중동산 원유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동 OPEC 산유국으로부터의 중질유 원유 수입은 현재 수준에서 당분
간은 급감하지 않겠지만 향후 캐나다 등의 중질유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국의
원유 수입 중 OPEC 비중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표 4-4. 미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2000~18년)
(단위: 백만b/d)

구분

2000

2005

2010

2015

OPEC 산유국

4.54

4.82

4.55

2.67

2.58

- 페르시아만 OPEC 산유국

2.41

2.21

1.69

1.49

1.47

사우디

1.52

1.45

1.08

1.05

0.87

이라크

0.62

0.53

0.42

0.23

0.52

0.88

1.08

0.98

0.05

0.18

- 나이지리아
OPEC 비회원 산유국

2018

4.53

5.31

4.66

4.69

5.17

캐나다

1.35

1.63

1.97

3.17

3.69

멕시코

1.31

1.56

1.15

0.69

0.67

9.07

10.13

9.21

7.36

7.76

합계

자료: EIA, “Petroleum & Other Liquids,” http://www.eia.gov/petroleum/data.php(검색일: 2019. 8. 23).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 확대, 단기적인 석유 수요 둔화와 이에 대응한 OPEC
등의 감산조치로 향후 몇 년간은 OPEC이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
어들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의 2040년까지
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OPEC의 석유 공급 비중79)은 기준 시나리오(신정책
시나리오) 아래에서 2025년까지는 하락하겠지만 이후 미국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30년에는 그 비중이 2025년 대비 3%p 증가하고 2040년까지
추가 3%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탈화석연료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에는 세계 총 석유 수요는 감소하지만
OPEC의 공급 비중은 신정책 시나리오 아래에서의 비중과 유사하게 전개될
79) IEA(2018b),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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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현정
책 시나리오 아래에서도 세계 총 석유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 아래에서의 수요
보다 높겠지만 OPEC의 공급 비중은 기준 시나리오 아래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된다.

표 4-5. IEA의 시나리오별 OPEC 공급 비중 전망(2025~40년)
(단위: %)

OPEC 비중

2025

2030

2035

2040

신정책

40.1

41.6

43.1

44.8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40.2

42.2

43.2

44.0

현정책

40.4

42.0

43.3

45.2

자료: IEA(2018b), pp. 144-145 표 3.3 및 3.4를 토대로 계산.

나. 지정학적 변화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석유 및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으
로 석유 수출 수익 감소,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 등에 직면
하였다. 정부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동 산유국
들은 정부 지출을 감축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각국 정
부는 중장기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다각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것이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80)
한편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80) 국제유가 하락이 중동 산유국에 미친 영향 및 이들 국가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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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은 중동 정세
불안을 확대하고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슬람 시아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는 대표적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 초승달 지대’를 구축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순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시리아에서는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
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맹, 미국, EU 등이 반군을 지지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국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2019년에 정
부군이 시리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
른 것으로 보였으나 터키군의 쿠르드 민병대 공격이 이어지고 시리아 정부군
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북부 이들립(Idlib)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에 시작된 예멘 내전에서는 이란이 시아파인 후티(Houthis) 반군을
지원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드 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정부를 지
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 수단 등 순니파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
동맹군을 결성하고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예멘은
지역 내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은 아니나 국내 소비를 충당하고 일부를 수
출할 정도의 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전이 지속되면서 석유 및 가스 생
산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예멘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4년에 311억m3를 기
록한 이후 급감하였으며, 원유 생산량도 2001년 일일 44만 1,000배럴로 정
점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원유 생산이 감소한 데는 유전 노후화
의 영향도 있었으나 석유 및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감소세가 더
욱 급격해졌다.81)
81) EIA, International, Yemen Analysis, https://www.eia.gov/international/analysis/country/
YEM(검색일: 2020. 1. 28); EIA, International, Data, https://www.eia.gov/international/da
ta/world(검색일: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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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은 국내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
다. 2019년 9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
가 운영하는 아브카이크(Abqaiq) 석유 정제시설과 쿠라이스(Khurais) 유전
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산유량 중 절반가
량인 일일 570만 배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82) 후티 반군의 주장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면서 미
국과 이란 간 갈등도 격화되었다.
미국과 이란 간 관계는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인 포
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를 선언하면서 한층 악화되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강화해 왔
으며 이란도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대응하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시리아 내 민병대와 미국
간 충돌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이 피격된 이후 트럼프 대통
령은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으로 일컬어지는 국제
해양안보구상(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을 추
진하며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이라크의 키르쿠크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미국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ib Hezbollah)의 이라크 및
시리아 기지 다섯 곳을 공습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미국의 공
습에 항의하는 이라크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였다. 대
사관이 공격받은 지 3일 만인 2020년 1월 3일 미국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공습해 살해하였다. 이
란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미국 공군기지 및 북
부 아르빌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핵합의 비준수를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
82) “Saudi Arabia Oil and Gas Production Reduced by Drone Strikes”(2019. 9. 1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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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며 고조되었던 전쟁 위기는 완화
되었으나, 양국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내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이
라크 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었다.
이라크는 2019년 기준 생산량과 수출량이 각각 일일 471만 배럴, 393만
배럴을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OPEC 내 제2의 원유 산유국 및 수
출국에 올랐다.83) 이라크는 2017년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경제 재건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2019년 10
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후 최근 미ㆍ이란 충돌이 이어지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라크, 시리아의 정세 불안은 그
동안 약화되었던 IS 세력의 재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어 중동 지역의 전망을 더
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처럼 중동 국가들은 역내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
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는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에너지 정책은 지역 내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협력
국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가. 신에너지원의 도입
중동 국가들은 화석에너지 소비량이 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98.7%(2016
83) IEA(2020b),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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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고).84)85) 중동 지역의 화석에너지별 소
비량을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석유와
석탄은 각각 46.9%, 0.8%를 기록하였다.86) 반면 신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같은 해 기준 전 세계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85.5%
로 중동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87) 중동 국가 중에서는 특히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고).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는
자국 에너지 소비량 중 거의 전량을 화석에너지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카타르와 UAE도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각각 99.96%, 99.89%를 기록

그림 4-1.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단위: %)

자료: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
a.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0).

그림 4-2. 중동 주요국의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주: 화석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통틀어서 지칭함.
자료: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a.
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0).

84)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0).
85) 여기서의 중동은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
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UAE 등 19개국을 지칭한다.
86)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0).
87) BP(20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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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88) 중동 국가 중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모로코(92.2%)와 이라크(95.9%), 이집트(96.1%)도 모
두 9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동 국가들의 이러한 에너지 소비 구조는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자
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상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에너지에 지나치게 편중된 소비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짧게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길게는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한 우려가 점진
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중동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
로 자국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것을 대신 수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89) 이에 중동 국가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
개하고 있다. 모로코, 요르단 등의 역내 비석유 생산국도 에너지원의 해외의존
도 감축,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국가들은 각국의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
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표 4-6 참고).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
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한데,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90) 모로
코 정부는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
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4년 11.1%에서
2017년 34.0%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모로코는 2030년까지 태양광ㆍ
88)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0).
89)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
/ft/weo/2019/02/weodata/index.aspx(검색일: 2020. 1. 19).
90) APICORP(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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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4,560MW, 풍력 4,200MW, 수력1,330MW 등 총 1만 90MW의 재생에너
지 발전량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91) 알제리는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2030(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2030)’을 시행함으로써 재
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7%로 확대하고자 한다.92) 이를 위해 태
양광 1만 3,575MW, 풍력 5,010MW 등 총 2만 2,000MW의 재생에너지 발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 4-6. 중동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
(단위: %)

국가

목표 기한(연도)

전체 발전량 대비 목표치

알제리

2030

27

이집트

2022

20

요르단

2020

10

쿠웨이트

2030

15

모로코

2030

52

사우디

2023

10

튀니지

2030

30

자료: APICORP(2017), p. 4.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GCC 회원국도 각국에 맞는 재생에
너지 보급 목표를 세웠으며, 보급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2030년 주요 재생에
너지 전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 설비 10GW, 태양열 1.6GW, 육
상풍력 2.7GW, UAE는 태양광 10GW, 태양열 1.2GW, 카타르는 태양광
1.7GW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가 보급되는데, 이러한 보급은 대규모 경매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93)
91) 정재욱, 손성현, 유광호(2018), p. 11.
92) 위의 자료, p. 8.
93) GlobalData, Capacity and Generation DB(검색일: 2019. 8. 17).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 117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계획을 발표
하면서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9.5GW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94)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까지 3.45GW,
2023년까지 9.5GW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서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NREP: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의 일환으로 경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17년 300MW의 사카카(Sakaka) PV 프로젝트의 경매에
는 우리나라 기업도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아크와-파워(Acwa Power)가 낙
찰되었다. 400MW 규모의 두마트 알잔달(Dumat Al Jandal) 풍력단지 경매
에서는 EDF와 마스다르(Masdar)가 낙찰되었다. 이렇듯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생에너지 주요 보급수단으로 경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95) 또한 사우디아
라비아는 2MW 이하의 가정용, 상업용 태양광에 넷미터링 제도를 도입하였
다.96)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는 2017년까지 미미하
였으며, 2018년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림 4-3.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94)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3374(검색일: 2019. 8. 17).
9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275(검색일: 2019. 8. 17).
96)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461(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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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UAE는 2050년까지 전원믹스에서 비화석 기반 발전량 비중을 50%까지 확
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년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44%, 가스
38%, 청정화석연료 12%, 원자력 6%이다. UAE에서는 토후국별로 개별 목표
를 세우고 있다. 아부다비는 UAE 발전량의 44%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약 1.4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설되어야 한다. 두바이는 UAE
발전량의 36%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을 2020년까
지 7%,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75%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97)
두바이는 2015년에 가정용과 상업용의 태양광 넷미터링도 도입하였다. UAE
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98)
UAE는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정식 태양광의 LCOE가 빠르게 하락하여 현재는

97)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3090(검색일: 2019. 8. 17).
98)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228(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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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CCGT)보다 낮은 상태이다. 2018년까지의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
만 2019년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99)

그림 4-5. UAE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그림 4-6. UAE의 균등화발전비용
(2019년 상반기)

그림 4-7. UAE의 고정식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2015년 2/4분기~2019년 1/4분기)

(단위: USD/MWh)

(단위: USD/MWh)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
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
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99)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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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UAE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그림 4-9. 쿠웨이트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쿠웨이트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 태양열, 태양광 중심
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100) 쿠웨이트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00)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3096(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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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도를 사용하는데 1.5GW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경매 중이다.101)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않았지만, 2015년과 2018년에 태양광 중심
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림 4-10. 쿠웨이트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오만은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를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02) 경매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
루어지는데,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가 500MW의 태양광 발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103) 또한 오만은
지붕형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에 보조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
도(FiT: Feed in Tariff)를 실시하고 있다. 오만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2015년
에 6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미미한 상황이다.

101)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230(검색일: 2019. 8. 17).
102)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685(검색일: 2019. 8. 17).
10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policy/5503(검색일: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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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오만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그림 4-12. 오만의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https://www.bnef.com/core/country-profiles(검색일: 2019. 8. 17).

카타르 역시 에너지전환 추세에 맞추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여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
지의 비중을 2020년 2%, 2030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
해 202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1.8GW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10GW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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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104) 카타르도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경매를 활용하
고자 한다.

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도입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 및 첨단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
비아, UAE, 쿠웨이트 등의 산유국이 집중된 GCC 회원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
전기, 물 등의 사용량 축소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목표도 제시하였다
(표 4-7 참고). 또한 해당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전력 효율성 레벨과 같은 제도 시행, 전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 그
리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4-7. GCC 회원국별 에너지 효율화 목표
국가

효율화 목표

목표 연도

바레인

전기 소비량 6% 축소

2025

발전 효율성 5% 향상

2020

쿠웨이트

발전 효율성 15% 향상, 에너지 소비 30% 축소

2030

오만

온실가스 배출량 2% 축소

2030

카타르

1인당 전기 및 물 소비량 각각 8%, 15% 축소

2022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소비량 및 피크 수요 각각 8%, 14% 축소

2021

전력 소비량을 평상시보다 30% 절감(두바이)

2030

UAE

발전 시 탄소 배출량 70% 축소

2050

기업 및 개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40% 향상

2050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2019), p. 121.

104) GlobalData(2018), “Qatar Renewable Energy Policy Report,” https://power.globaldata.co
m/Analysis/TableOfContents/Qatar-Renewable-Energy-Policy-Report-2018(검색일: 20
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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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보조금 개혁
중동 산유국은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IMF는 2015년 아랍 국가들의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1,170억 달러이며, 이는

표 4-8. GCC 주요 국가별 에너지 보조금 개혁의 주요 내용
구
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2015년 12월: 옥탄
 2016년 1월:
95와 90의 가격을
옥탄 95와 90의 가격
 2016년 9월:
각각 67%, 50%
각각 35%, 30% 인상
옥탄 98은 83%,
 2015년 8월 옥탄
휘
인상
옥탄 95는
95 가격 24%
 2016년 4월: 국제유가에
발
61.5%, 옥탄
인상, 이후
따른 연동 가격 공식 도입
 2018년 1월: 고급
유
91은 41.6%
발표
및 일반 휘발유 가격 국제유가에 연동
각각 인상
각각 126%, 82%
 2016년 8월: 가격 공식에
인상
따라 4% 인상

 2015년 12월:
디젤 가격 79%
인상

 2.9~2.05
디르함으로 29%
인하(트럭과
중장비에만 경유
사용 가능)

천  2015년 12월: 전력
연
생산 및 석유화학용
가
천연가스 가격 각각
스
67%, 133% 인상

-

경
유

-

 2015년 1월:
아부다비 40%
 2016년부터 주택용,
전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기
각각 최대 60%,
 2016년 1월:
50% 인상
전기요금 3%
인상
수
도

 2015년 1월:
200% 인상 후
여론의 반대로
2016년 1월
100% 인상으로
축소

 2016년부터 상업용
 아부다비, 2011년
및 산업용 요금
1월 170% 인상
50% 인상

 2014년 5월 이후
50%까지 인상

-

 2017년 1월:
외국인 거주자 및
 2015년 10월 이후
기업에 대해서만
사용량에 따른 가격 인상
사용량에 따라
인상 결정

-

 2015년 10월 이후
사용량에 따른 가격 인상

자료: Devarajan(2016), p. 193; ｢쿠웨이트, 경유가격 올렸다가 반대여론에 번복｣(2015. 1.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6. 7. 12); 방재희(2016. 5. 20), ｢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6. 6. 27); 방재희(2016. 9. 30), ｢쿠웨이트, 물보다 싼 휘발유의 시대는 지났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6.
10. 18);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2016), p. 16; IMF(2017), Annex, Arab Countries: Recent Energy
Price Measures, 재인용: 이권형 외(2016),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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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의 26.8%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105) 특히 중동
지역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등 석유 수출국의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940억 달러로, 역내 에너지 보조금에서 대부분(80.3%)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보조금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산유국이 집중된 GCC 회원국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
전력, 수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 축소 정책을 발표하였다(표 4-8 참고).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으로 인해 아랍 국가들의 GDP 대비 보조금 비중은
2013년 4.9%에서 2016년 2.1%로 줄어들었다(그림 4-13, 그림 4-14 참고).106) 에
너지 보조금이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축소분
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도 보조금 축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대정부 불만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GCC 왕정 국가들은 자국민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고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
그림 4-13. 중동 석유 수출국의
에너지 보조금과 국제유가 추이

그림 4-14. 중동 석유 수입국의
에너지 보조금과 국제유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달러/배럴)

자료: IMF(2017), p. 12.

(단위: 십억 달러, 달러/배럴)

자료: IMF(2017), p. 12.

105) IMF(2017), p. 11.
106) IMF(2017), p. 18. IMF(2017) 보고서는 분석 대상에서 이란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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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전력 소비 효율화 관련 정책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정책

정책 목표

사우디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SEEP:  사우디 내 전력 소비의 90%를 담당하는
Saudi Energy Efficiency Program)
건물, 교통,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전기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프로그램(EESL: Energy Efficiency
의무화
Standardization & Labeling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제품 판매 시
Program)
수수료 추가 부과

UAE
카파티 프로그램(Kafa’ati program)

 공공기관 건물의 전기, 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도입

마바니나(Mabanina) 프로그램

 환경 인증제도인 에스티다마(Estidama)
획득과 관련한 기업 지원

자료: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 “About SEEC: General Overview,” http://www.seec.gov.sa/en/general-o
verview.en(검색일: 2017. 4. 11); 이유리(2012. 1. 15), ｢UAE,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확대시행｣,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4. 12); 박미진(2015. 9. 7), ｢UAE 전력기자재시장 진출, 수출선 다변화로 승부해야｣,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4. 12), 재인용: 이권형 외(2017), p. 112.

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처음 계획보다 보조금 축소 폭도 줄여 가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
하는 수준의 고유가 시기가 다시 도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
서 에너지 보조금을 개혁하려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제도의 시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자국의 에너지 소비
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자 사우디 에너지 효율성 센터(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를 설립하고 사우디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SEEP: Saudi
Energy Efficiency Program)을 도입하였다(표 4-9 참고). 이 프로그램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건물,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 설치에 대한 금융 지원, 각종 전
자기기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마련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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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107) 그리고 2014년 자동차에 대한 연비 라벨(fuel economy
label)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도 이를 적용
하고 있으며, 산업별 에너지 집중도 기준도 추가하는 등 적용 대상 및 범위
를 확대하고 있다.108)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부문을 산업 육
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에너지산업광물자
원부와 재무부, 사우디 에너지 효율성 센터 간 협력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
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가 국가 에너지 서비스 기
업(NESCO: National Energy Services Company)을 설립하였다.109) 국가
에너지 서비스 기업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정부 및 상업 부문에서의 에너
지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110)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각종 장비, 단열 설비, LED 전구 등의 설치 및 건물에너지 관
리시스템 등의 구축과 같은 건물 개축(building retrofit), 가로등 효율성 개
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리 및 자금 조달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자국의
관련 기업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 및 지원하고 있다.111)
UAE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2006년 에미리트 녹색건물
위원회(EmiratesGBC: Emirates Green Building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건물 관련 정책 및 규정의 이행,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에너지효율등급 시스템 채택, 관련 지식 공유 및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
고 있다.112) 그리고 UAE 표준측량청(ESMA: Emirates Authority For
107)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2018), pp. 6-10.
108)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2018), pp. 9-10.
109) National Energy Services Company, “About us,” https://www.tarshid.com.sa/about-us/
(검색일: 2020. 1. 20).
110) National Energy Services Company, “About us,” https://www.tarshid.com.sa/about-us/
(검색일: 2020. 1. 20).
111) National Energy Services Company, “Our Services,” https://www.tarshid.com.sa/our-se
rvices/renewable-energy/(검색일: 2020. 1. 20).
112) EmiratesGBC, “About Us,” https://emiratesgbc.org/about-us/(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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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2015년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
에 관한 프로그램(EESL: 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 Labeling
Program)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제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UAE의 아부다비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
술을 도입하는 카파티 프로그램(Kafa’ati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113) 두
바이도 환경 인증제도인 에스티다마(Estidama)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마바니나(Mabanina)를 도입하는 등 지방 정부 차원
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114)

3)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관리의 효
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되
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는 데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스이스트 그룹
(Northeast Group)은 2019년 기준 중동 국가들의 스마트 그리드 부문 투자
는 60억 달러이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전체 투자 금액의 38.4%
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중동 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115)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 추진과정에서
네옴 시티(Neom city),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시티(Qiddiya Entertainment

113) Clean Energy Business Council(2018), p. 7.
114) Etisalat Facilities Management L.L.C., “Mabanina,” http://www.etisalatfm.com/mabani
na.php(검색일: 2019. 5. 13).
115) Northeast Group(2015),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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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홍해 관광 단지 등의 메가 프로젝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을 포함한 최첨단 스마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UAE도 저탄소 도시를 표
방한 마스다르 시티를 시작으로 신도시에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강조
하고 있고, 신규 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전력공사(Saudi Electricity Company)를 중심
으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전력공사는 2015년
에 향후 10년간 1,250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으며,116) 이를 통해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자국 기업도 육
성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2월부터 90억 리얄
(24억 달러)을 투자하여 국가 전역에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
행할 계획이다.117) 이 프로젝트는 자국의 알 파나르(Al-Fanar), 모빌리
(Mobily)와 중국의 스탓 그리드 회사(Stat Grid Corporation of China) 등
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할 것이며, 관련 제품의 35%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제조될 예정이다.118)
UAE는 스마트 시티 구축 차원에서 두바이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14년에 2020년을 목표로 총 100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마트 미터 이니셔티브(Smart
Meters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119) 2015년 10월 두바이 수전력청(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은 한국전력공사와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120)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와 에너

116) “SEC Will Install about 12 Million Smart Meters by 2025 across the Kingdom”(2017.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4. 12).
117) Aguinaldo(2020. 1. 16), “Saudi Arabia to Roll out 10 Million Smart Meters,”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1. 21).
118) 위의 자료.
119) “HE Saeed Mohammed Al Tayer Inaugurates 5th Smart Grids and Smart Meters Summit”
(2015.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4. 25).
120) ｢한전, 두바이 스마트그리드 사업 계약…첫 중동 진출｣(2015. 10.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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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스테
이션은 2019년 1월에 완공되었다.121) 두바이 수전력청은 이와 같은 시범 사
업을 토대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설비를 개발 및 확충하기 위해 2019년
2,53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122)

3.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점차
구조화되면서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탈석유 시대(post-oil era)를 준
비하는 한편, 방만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조금 축
소,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제도 시행, 에너지 생산 및 관리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 공급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
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
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국이 자국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와 효율성을 높이
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도이기
도 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수입 중
심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전력 생산과 관리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121) Geronimo(2019. 1. 21), “Dubai Launches New Smart Grid Sta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1).
122) Dubai’s Utility Expands Smart Grid Capability(2018. 10. 10), “Smart Energy International,”
https://www.power-grid.com/2018/10/10/dubai-s-utility-expands-smart-grid-capab
ility/#gref(검색일: 2020. 1. 21).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 131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을 도출하기에 앞
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중동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
교하고 주목할 만한 협력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볼 일본, 중
국, 인도는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인 중동산 원유 수입국이다. 이 3개국은 우
리나라와의 지역적 유사성 외에도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측면에서도 공
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일본
가. 에너지 수급 현황
2018년 기준 일본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가
182.4Mtoe(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로 40.2%의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였으며, 99.5Mtoe 사용된 천연가스가 21.9%로 그다음을 이었다(그림
5-1 참고). 석탄의 비중은 25.9%를 차지하였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각
각 9.6%와 2.4%를 차지하며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일본의 화석에
너지 소비 비중은 전 세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
그림 5-3 참고).123) 2018 기준 일본의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87.9%로 전
세계 평균(84.7%) 대비 약 3.2%p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 중 석유와 천연가스
만 고려할 경우 62.1%의 비중을 보이며 전 세계 평균(57.5%)보다 약 4.6%p
높았다. 반면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소비 비중은 전 세계 평균 대비
각각 1.3%p, 2.0%p 낮았다.
123) 화석에너지는 생물의 화석으로부터 생성된 자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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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단위: Mtoe)

자료: BP(2010, p. 41; 2012, p. 41; 2014, p. 41; 2016, p. 41; 2018, p. 9; 2019, p. 9).

그림 5-2. 일본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018년)

그림 5-3. 세계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018년)

(단위: %)

자료: BP(2019), p. 9.

(단위: %)

자료: BP(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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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일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그림 5-1 참
고). 2008년 일본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원자력의 비중은 12.5%를 차지하
였으나, 2018년에는 1/5이 채 되지 않는 2.4%를 기록하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본 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증폭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태 발발 직후 일본의 원자력 생
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
다.124) 이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2008년
일본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7%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5.9%p 증가한 9.6%를 기록하였다.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관련
인프라 투자를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는 2012년 자국의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그림 5-4.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단위: GW)

자료: EIA, International, Overview, https://www.eia.gov/international/overview/world(검색일: 2020. 1. 15).

124)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
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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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ariff)를 도입하는데, 이로 인해 2012년 6.4GW 수준이었던 태양광에너
지 발전량은 2017년 44.2GW로 7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그림 5-4 참고).
2018년 기준 일본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중동 국가들의 비중은 88.4%에
달한다.125)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전체의 38.0%로 1위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UAE(25.4%), 카타르(8.1%), 쿠웨이트(7.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림 5-5 참고). 10위권 국가 내 비중동 국가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있는데,
각각 4.4%, 1.7%로 비중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가스의 경우 중동 국가들의
비중이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일본 전
체 가스 수입량 중 중동 국가들의 비중은 21.8%를 기록하였다. 10위권 국가
내 중동 국가도 카타르(11.9%), UAE(6.8%), 오만(3.7%) 등 3개국이 전부였
다(그림 5-6 참고). 일본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54.2%를 호주와 말레이시
아에서 수입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카타르와 오만에서 전체 수입량의 44.9%

그림 5-5. 일본의 석유 수입국별 수입량

그림 5-6.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국별
수입량

(단위: Gl)

자료: 經濟産業省, 石油統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5).

(단위: Bcm)

자료: BP(2019), p. 40.

125) 여기서의 중동은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
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UAE 등 19개국을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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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를 수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126)

나. 대중동 에너지 정책 및 주요 협력 사례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
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중동 국가들로
부터 수입하는 에너지는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우선 석유의 경우 대중동
수입량의 절대적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그림 5-7 참
고). 최근 5년간 일본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석유 수입량은 2013년
175Gl에서 2018년 157GL로 약 10.5% 감소하였다. 국가별 수입량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동 기간 동안
UAE로부터의 석유 수입량은 4.9%, 카타르 46.7%, 쿠웨이트 8.0%, 이란
28.2%, 이라크는 11.5% 감소하였다. 일본의 최대 석유 수입처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8년 수입량이 5.3%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실상 일본의 석유 수입량은 비단
중동 국가들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 변화 대응 차원
에서 자국 석유 소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기간 일본의 전체 석유 수
입량은 15.7% 감소하면서 대중동 수입량보다 감소 폭이 컸는데, 이로 인해 일
본의 전체 석유 수입량에서 중동 국가들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126)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호주의 비중은 18.3%이다(한국무역협회, 무역통
계 DB, 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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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일본의 석유 수입국별 수입량 추이
(단위: Gl, %)

자료: 經濟産業省, 石油統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5).

천연가스 수입의 경우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과 비중 모두 감소하였
다(그림 5-8 참고). 최근 5년간 일본의 대중동 천연가스 수입량은 2013년
36.8Bcm에서 24.7Bcm으로 약 32.9% 줄어들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제
3대 천연가스 수입처인 카타르로부터의 수입량은 동 기간 38.1% 감소하였고,
제6대, 제9대 수입처인 UAE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각각 8.1%, 23.6%
의 감소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도 감소하였으나,
석유와 달리 전체 수입량보다 대중동 수입량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중동 국가들의 비중은 2013년 36.8%에서
2018년 24.7%로 약 12.1%p 감소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의 최대 천
연가스 수입처인 호주로부터의 수입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일본의 대호주 천연가스 수입량은 60.2%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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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국별 수입량 추이
(단위: Bcm, %)

자료: BP(2014, p. 28; 2015, p. 28; 2016, p. 28; 2017, p. 34; 2018, p. 34; 2019, p. 40).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첫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일본의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The
5th Strategic Energy Plan)’에서는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127) 특히 중동
국가들과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여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가 자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신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128)
실제로 일본은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분야를 넓혀 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기술력과 중동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이 주를
127) Government of Japan(2018), p. 32.
128) 아울러 동 계획은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동 국가들과 기존보다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Government of
Japan 2018, p. 105).

140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과 사우디 전력청(SEC: Saudi Electricity Company)
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태양광 PV 청소로봇을 하나의 큰 패키지
로 구성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Hybrid Renewable
Energy Supply Infrastructure)’라는 이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후라밀라
(Huraymila)에 최초로 도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
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술기
업들의 중동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양국 외교관계 수립 60 주년에 맞
춰 공동크레딧제도(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를 도입하기로 합의
하였다. JCM은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시스템, 서
비스, 인프라 등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129) 이 제도를 통
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온실가스 배출 감량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삭감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그림 5-9 참
고). 아울러 양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
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은 몽골 등 여타 국가들과도 JCM을 체결한 바 있
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들 중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체결국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9) JCM, “About The Mechanism,” https://www.jcm.go.jp/sa-jp/about(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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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공동크레딧제도(JCM)의 구조도

자료: JCM, “About The Mechanism,” https://www.jcm.go.jp/sa-jp/about(검색일: 2020. 1. 20).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JCM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한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JCM은 양국 정부 대표(일본인 6명, 사우디아라비아인 7명)
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에 의해 운영되는데, 출범 후 현재
까지 총 다섯 차례의 주요 회의를 개최하였고 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동 프로젝트는 일본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전해장치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염소알칼리공정(Chloar-Alkali Processing Plant)에 설치함으로써 염소와
수산화나트룸 생산에 필요한 전기 소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nstitute of Energy Economics)와 사
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는 저탄소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대
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는 도교대학교(University
of Tokoy)와 킹파하드 석유광물대학(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and Minerals) 간 신재생에너지 및 석유화학 관련 연구 교류에 대한 MoU가
체결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사우디 비전 2030’ 협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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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다.130)
본 파견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노하우
와 기술을 전수하는 동시에 동 부문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현지 사업 기회를
물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UAE의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과 진행하고 있는 석유 비축 사업도 최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 사업은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에 위치해 있는 원유 저장소를 아람코와
ADNOC에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
저장소를 다른 국가들로의 원유 수출을 위한 공급 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일
본은 저장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가로 비상시에 비축 원유에 대한 우선
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원유 저장소에
대한 대여 계약은 2010년부터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2019년 10월에, UAE와는 2020년 1월에 계약을 갱신하였다.
둘째,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있지
만, 아직까지도 전체 화석연료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중
동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는 단가가 저렴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
로 가까워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특히 유종
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일본 석유
화학 공정은 전통적으로 중동산 화석연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조처가 필수적이다.131) 이에 따라 일본
은 중동 지역 내 대규모 유전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사업이 만기 시점에 도
래했을 때 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
는 UAE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40%에 해당되는 사업이 2017년 1월 연
130) METI(2019), p. 9.
131) IHS Markit 석유화학산업 교육(2019. 10. 22~2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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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바 있다.132) 아울러 2018년 2월 일본 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INPEX: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는 로워 자쿰(Lower Zakum) 광구
의 10% 지분을 확보했으며, 기존 사타(Satah)와 움알 다크흐(Umm Al
Dalkh) 자원개발 사업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5-1. UAE 내 일본의 주요 자원개발 사업
(단위: %)

회사명

INPEX-JODCO

주요 파트너

광구

지분

ADNOC, TOTAL, BP

ADCO

5

ADNOC, ExxonMobil

Upper Zakum

12

ADNOC, CNPC, TOTAL

Lower Zakum

10

Satah

40

ADNOC

Cosmo Oil

JX

Umm Al Dalkh

12

Mubarraz

64

Neewat Al-Ghalan

64

Umm Al-Anbar

64

자료: Inpex, “Middle East & Africa,” https://www.inpex.co.jp/english/business/africa.html(검색일: 2020. 1.
29); The Oxford University of Energy Studies(2018), p. 33.

이와 같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장관과 정무장관
의 UAE 방문은 2015년부터 약 열일곱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방문에서 일본의 채굴권 연장에 관한 내용이 의제로 다루어졌다.133) 이는 같
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어느 중동 국가에서도 일본 경제산업성 장
관과 정무장관의 방문이 최대 세 차례를 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132) The Oxford University of Energy Studies(2018), p. 33.
133) METI, “United Arab Emirates,”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
my/regional_affairs/middle_east_africa/uae.html(검색일: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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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 에너지 수급 현황
중국의 경우 높은 인구 증가율, 급격한 산업화 등으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2001년 2억 3,000만 톤에
서 2018년 6억 4,000만 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CAGR)은
6.1%를 기록하였다(그림 5-10 참고). 반면 석유 생산량은 2015년 2억 1,000
만 톤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석유의 수입의존도 또
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 천연가스 수요의 연
평균 성장률(CAGR)은 14.7%로 급증세를 보였다(그림 5-11 참고). 2006년
까지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수입 물량은 없었다. 하지만

그림 5-10. 중국의 석유 생산 및 소비 추이

그림 5-11.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추이

(단위: 백만 톤, %)

(단위: 백만 석유환산톤, %)

주: 수입의존도는 소비에서 생산을 제외한 부분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주: 수입의존도는 소비에서 생산을 제외한 부분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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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전
체 천연가스 소비의 42.9%가 수입을 통해 조달되었다. 그리고 당분간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전체 발전에서 생산 단가가 낮고 자국 내에서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
는 석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향후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
지를 통한 전력 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발전원 중 석탄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8년 기준 65.5%로 여전히 높
은 상황이다(그림 5-12 참고). 환경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비중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이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는 2,925기
이며,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석탄 발전소도 441기에 달한다.134) 중국에서 환
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2018년 기준 3.2%에 불과하
였다.135) BMI는 중국의 전체 발전량이 2018년 6,823.0TWh에서 2028년

그림 5-12.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석탄 비중 추이 및 전망(석탄 제외)

그림 5-13.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단위: TWh, %)

자료: BMI(2019b), p. 13.

(단위: TWh)

자료: BMI(2019b), p. 13.

134) Global Energy Monitor, “Global Coal Plant Tracker,” https://endcoal.org/tracker/(검색
일: 2020. 1. 13).
135) BMI(2019b),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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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1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13 참고). 이 중 석탄
발전량 자체는 증가할 것이나 전체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8년
46.8%(4,440.5TWh)까지 감소하는 반면 천연가스 비중은 9.2%(876.7TWh)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 수입 규모는 2001년 일일 178만 8,000배럴이었으나, 인구 증
가, 산업화, 자동차 수요 증대 등으로 2018년에는 1,103만 9,000배럴로, 연
평균 11.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그림 5-14 참고). 급증하는 원유 수
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은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전체 원유의 절반가량을 수
입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의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 규모는 4억 6,00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이다. 한편 2018년 기준 중국의 국가별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이며, 그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그림 5-15 참고). 2017년까지 사

그림 5-14. 중국의 석유 수입량 및
증가율 추이

그림 5-15. 중국의 주요 석유
수입처(2018년)

(단위: 일일 천 배럴, %)

(단위: %)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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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으나 중국 내 소규모 민간 정유
업체(teapot refineries)의 원유 수요 증가와 OPEC 회원국의 감산 정책에 따
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최대 수입처로 부
상하게 된 것이다.136)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LNG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입이 확대되었다.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규모는 2006년 1bcm에
서 2018년 121.4bcm으로 120배 이상 늘어났다(그림 5-16 참고). 천연가스
도입 초기에는 LNG를 통한 수입만 있었으나 2010년에 CIS 국가들과의 천연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서 PNG 비중이 50%까지 늘어났으며, 최근
에는 LNG 비중이 60%로 다시 증가하였다. 중국의 PNG 수입에서 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CIS 국가 비중은 94.0%로 절대적으로 높다(그림
5-17 참고). 중국의 LNG 수입에서 호주산이 32.1bcm(43.7%)으로 가장 많
았고, 카타르가 12.7bcm(17.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국은 이
들 국가로부터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
였다. 특히 2015년 이후 호주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주로부터의 LNG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페트로차이나(PetroChina)와 CNOOC는 카
타르 가스(Qatargas)와 연간 7bcm의 생산물인수계약(off-take contract)
을 체결하여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에 대한 인수 권리를 획득하였
다.137) 한편 미ㆍ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2018년 8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
입하는 300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산 LNG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높임에 따라 미국산 LNG 수입은
3.0bcm으로 급감하였다.138)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은 향후 양국간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카타르, UAE 등과
136) BMI(2019a), p. 40.
137) BMI(2019a), p. 46. 생산물인수계약은 생산시설로부터 인도할 생산량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수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138) BMI(2019a),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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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동 국가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139)

그림 5-16.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 및
증가율 추이

그림 5-17. 중국의 PNG 및 LNG
수입국(2018년)

(단위: bcm, %)

(단위: bcm)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자료: BP(2019. 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https://www.bp.com/content/dam/
bp/business-sites/en/global/corporate/xlsx/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bp-stat
s-review-2019-all-data.xlsx(검색일: 2020. 1. 20).

나. 대중동 에너지 정책 및 주요 협력 사례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정책은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필요성 증
대, 중동의 산업 다각화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대라는 양자의 이해관계 측면에
서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
지 소비는 급증하는 반면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수입 비중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중동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의 주요 산유
139) BMI(2019a),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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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 경험과 넓은 시장을 갖춰 비석유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및 장
기화로 이전의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 시대가 다시 올 수 없다는 인
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산유국은 장기적으로 석유 중심 경제구조
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비석유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GCC 산유국은 정부 재정이 아닌 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때 중국과 같은 협력국의 참여 및 투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140)

그림 5-18. 미국의 원유 수입량 및 중동 비중 추이
(단위: 일일 천 배럴, %)

자료: EIA, Data, “U.S. Imports by Country of Origin,” https://www.eia.gov/dnav/pet/xls/PET_MOVE_IMPCUS
_A2_NUS_EP00_IM0_MBBLPD_A.xls(검색일: 2020. 1. 15).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정책 변화는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 증가와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 및 북아프리카 비중은 2001년
26.1%를 기록한 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2012년 23.6%에서 2018년
140) Fulton(2019.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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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까지 줄어들었다(그림 5-18 참고).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생산
이 증가하면서 원유 수입 자체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
연스레 미국의 중동 내 개입 축소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은 안보 차
원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이 아
시아를 중심으로 신규 에너지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정책 과제
로 부상하였다.

표 5-2. 중국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간 경제협력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국가

회원

이란

○

일대일로

일대일로 관련

중국과의 협력 수준

교역 규모

○

포괄적 협력 동반자(2016)

33.8

정유소 및 철도 건설

○

○

포괄적 협력 동반자(2016)

51.6

에너지 투자, 무역 협력

이집트

○

○

포괄적 협력 동반자(2014)

12.8

UAE

○

○

전략적 동반자

48.5

금융 및 상업

이스라엘

○

카타르

○

사우디
아라비아

MOU 체결

바레인
쿠웨이트

○

요르단

○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지구

11.4

Red-Med 철도 프로젝트

전략적 동반자

6.8

금융 및 상업

—

1.1

무역 및 투자

○
전략적 동반자(2015)
안보 및 국방 전략적

지부티

프로젝트

동반자(2014)

11.2

실크 시티

3.7

중국-요르단 대학

1.9

자유무역지대

이라크

○

○

전략적 동반자(2015)

20.5

교역 및 인프라

오만

○

○

전략적 동반자

17.1

두쿰 산업단지

자료: Kamel(2018), pp. 76–95, p. 82.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과는 에너지원을 확
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상품 무역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 카타르 단교 사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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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반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중
동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주요 위험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141) 또한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 해협은 중국이 중동으로
부터 들여오는 원유 및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곳으로, 이에 대한 안보 불안은
중국의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142) 중국 정부가 자국
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건설비용의 80%를 지원
한 점도 이러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143)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2016년 발표한 아랍정
책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제6차 중국-아랍
국가협력포럼의 개회사에서 중동과 협력 가능한 주요 분야 및 협력 방향을 제
시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중동 국가와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144) 그리고 2016년 1월 중국 정부는 ‘1+2+3’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아랍정책문서(Arab Policy Paper)’를 발표하였다.145) 여기
서 1은 양자간 핵심 협력 부문인 에너지 자원으로 원유, 천연가스 탐사 및 개
발, 운송, 가공 부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담겨 있다.146) 2는 ‘인
프라 및 건설’과 ‘무역 편리’와 관련한 내용이다. 먼저 인프라 및 건설 분야는
중동 지역에 대한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전력, 통신, 위성 분야 프로젝트 참
여 및 금융 지원을 포함한 중국 기업 진출 플랫폼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
고 무역 편리는 중동에서 생산된 비석유 상품의 중국 진출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147) 3은 ‘신재생에너지’, ‘우주ㆍ항공’, ‘원자력’ 협력이라는 3개의 의제 및
협력 방향에 관한 것이며, 이 외에도 화학, 교육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포함되
141) Bahgat(2018. 4.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2).
142) Th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9), p. 11.
143) 박인휘 외(2014), p. 87.
144) 백승훈, 이창주(2019), p. 2.
145) Tiezzi(2016.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30).
146) 백승훈, 이창주(2019), p. 3.
147) 양평섭 외(2018),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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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148)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중국 및 주요 중동 산유국 정상은 상호 방문
및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산업 인
프라 관련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표 5-2 참고). 이를 반영하듯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석유 및 천
연가스 관련 프로젝트 규모는 753억 달러에 달하며, 전력, 공항, 철도 등에 대
한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그림 5-19 참고).

그림 5-19. 중국의 대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젝트 추진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lobalData(2019.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4).

2018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8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에
서는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 및 인프라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되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포럼을 통해 ‘산업단지-항만 간 상호 연
결: 2개의 바퀴와 2개의 날개 접근(industrial park-port interconnection,

148) Tiezzi(2016.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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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heel and two-wing approach)’을 통한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49) 중국은 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중국 산업단지
를 건설하고 이집트의 포트사이드(Port Said),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
항(Khalifa Port),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Jizan)항, 오만의 두쿰(Duqm)과
같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요 항과의 연결성과 걸프 지역 산유국과 북아프리
카 국가 간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역 연결성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자 하
였다.150)151) 그리고 2개의 바퀴와 2개의 날개 접근에서 두 바퀴는 화석 에너
지(석유 및 천연가스)와 저탄소 에너지(신재생에너지) 간 산업 사슬 연결에 관
한 것이며, 두 날개는 과학기술과 금융을 의미하는 것으로, AI(인공지능), 이
동통신, IoT(사물 인터넷), 우주항공, 인공위성 등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협
력하고 일대일로와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52) 그리고 해당 포
럼에서 <베이징선언>, <포럼 2018~2020년 행동집행계획>, <중국-아랍 협력
‘일대일로 공동건설’ 행동선언> 등이 채택되어 향후 양자간 협력이 더욱 포괄
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153)
중동 산유국은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중국의 하류 부문에 그리고 중
국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합작투자를 확
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람코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SSPC(Sinopec
149) “Wang Yi: China and Arab States Should Jointly Forge the Cooperation Layout Featuring
“Industrial Park-Port Interconnection, Two-Wheel and Two-Wing Approach””(2018.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2).
150) Fulton(2019.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2).
151) “Wang Yi: China and Arab States Should Jointly Forge the Cooperation Layout Featuring
“Industrial Park-Port Interconnection, Two-Wheel and Two-Wing Approach””(2018.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2).
152) “Oil is just the Start of China’s Belt & Road Interest in the Gulf”(2019. 6. 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 12).
153) ｢왕이 국무위원,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 제8차 장관급회의 성과 소개｣(2018. 7. 1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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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Petroleum Corporation), FREP(Fujian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등의 기업 지분을 인수하면서 중국과의 석유화학 부문
협력을 확대해 왔다.154) 2019년 2월에는 저우산시 종합정유화학단지(Zhoushan
Integrated Refinery and Petrochemical Complex) 프로젝트의 지분 9%
를 인수하고 저장 에너지(Zhejiang Energy)와는 하류 부문 및 정제유 소매
부문 투자에 대한 MOU도 체결하였다.155) 그리고 아람코는 2019년 2월 무
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중국 방문 시 중국 노린코(Norinco)
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 지분 35%를 획득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및 석유화학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156)
중국 정부는 국책 은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중동의 신재생에너
지 부문에 대한 자국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 부문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157) 중동 산유국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믹
스를 다변화하고 있어 중국과 중동의 상호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국책은행 등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중동
기업 인수 및 프로젝트 자금조달 등을 통해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일
대일로 관련 중국의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는 사우디아라비아
ACWA 파워(ACWA Power)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자회사인 ACWA Renewable

154) Ababtain(2013.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6).
155) “Saudi Aramco Signs Agreements to Acquire Stake in Zhejiang Integrated Refining &
Petrochemical Complex”(2019. 2.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6).
156) ｢[2019 글로벌 CEO]④ 나세르 아람코 CEO, 시총 2조불 ‘글로벌 넘버원’ 키워｣(2019. 12. 25),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1. 20); ｢[글로벌-Biz 24]사우디-중국, 11조 정유공장 등 31조 합작 투자 합
의｣(2019. 2.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0).
157) ｢중국, 이번엔 ‘재생에너지 굴기’…태양광, 10년새 700배 성장｣(2019.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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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Holding 지분의 49%를 인수하였다.158) 상하이 전력생산 그룹(Shanghai
Electric Generation Group)은 2019년 4월 UAE 두바이의 DEWA(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와 700MW 규모의 집광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CSP: Concentrated Solar Project)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
다.159) 이 과정에서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등이 총 투자금액(38억 7,000만 달러)의
80%에 달하는 금융을 제공하였다.160) 또한 UAE 아부다비의 대표적인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와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중국외환청(Chinese State Administration for Foreign Exchange) 등이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있었다.161)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중국과 중동의 양
자간 협력에서 CASCF(China Arab States Cooperation Forum)가 주요
협력 채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3. 인도
가. 에너지 수급 현황
인도는 경제개발 추진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2% 수준을 보
158) Elnaggar(2019. 9. 19), “China’s Growing “Green” Engagement in MENA,”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 20).
159) Ibid.
160) Ibid.
161) Murray(2019. 11. 21), “China Leads Investment for Middle East Oil and Gas Projects
Worth $75b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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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018년에는 7.9%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8년 인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809.2Mtoe(석유환산 백만 톤)로 전 세
계 에너지 소비의 5.8%를 차지하였다.162)
인도의 연료별 에너지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
지한다. 2018년 기준 석탄의 비중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 29.5%, 천
연가스 6.2%, 수력 3.9%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의
연료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석탄과 석유가 계속해서
주요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소비는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8년 5.4Mtoe에서 2018년에 27.5Mtoe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소비 대
비 비중은 3.4%에 그쳤다.163)

그림 5-20. 인도의 연료별 에너지
소비 추이(2008~18년)

표 5-3. 인도의 에너지 현황 및 경제 지표

(단위: Mtoe)

구분

2008 2017 2018

에너지 소비(Mtoe)

478

750

809

생
산

석유(Mb/d)

0.8

0.9

0.9

천연가스(Bcm)

29

28

27

석탄(Mtoe)

227

287

308

전력생산(TWh)

828 1,470 1,561

탄소배출(백만 톤)

1,467 2,317 2,479

GDP(십억 달러, PPP
기준, 2010)
인구(백만 명)

4,558 8,402 9,027
1,197 1,339 1,354

자료: BP, “Country insight – India,” https://www.bp.co
m/en/global/corporate/energy-economics/sta
tistical-review-of-world-energy/country-andregional-insights/india.html(검색일: 2020. 1. 14).

자료: BP(2019), p. 21, p. 35, p. 45, p. 48, p. 49, p.
51.

162) BP(2019), p. 8; BP, “Country insight – India,”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
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country-and-regional-insights
/india.html(검색일: 2020. 1. 14).
163) BP(2019), p. 21, p. 35, p. 45, p. 48, p. 4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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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인도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은 상당 부분 인도 내
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생산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생산량은 2011년의 250.8Mtoe
대비 308.0Mtoe로 증가하였다. 생산 증가와 함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였는
데, 2018년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25.4% 증가한 141.7Mtoe를 기록하였다.164)
인도는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크게 웃돌아 석유
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석유 생산 규모
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수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에 일일
522만 3,000배럴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대비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다.
천연가스도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0년 474억m3를 기록한 이후 2018
년에 275억m3로 감소하였다. 생산 감소와 반대로 천연가스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가스는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로 2003년에 수
입을 시작한 이후 LNG 터미널 용량이 확대되면서 수입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
그림 5-21. 인도의 주요 에너지 생산 및 수입 추이(2008~18년)
(단위: Mtoe, 천 배럴/일, 십억 m3)

<석탄>

<석유>

자료: BP(2019), p. 16, p. 28.

164) BP(2019), p. 44,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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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다. 2018년 인도의 천연가스 수입은 306억m3를 기록하며 수입량이 생산량을
넘어섰다.165)
인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대중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인도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중동ㆍ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서 수입한 비중은 약 66%였다. 인도의 최대 석유 수입국은 이라크로, 2018년
에 전체 수입량의 21%에 달하는 4,770만 톤의 원유를 이라크에서 수입하였
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3,930만 톤으로 17%를 차지하였다. 이라크는
20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인도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이
란도 인도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으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2020년 1월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166)
인도의 천연가스 수입은 대카타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의 대카타르 천연가스 수입 규모는 148억m3로 전체 수입의 48.2%
를 차지하였다. 인도는 천연가스 수입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림 5-22. 인도의 주요 석유 수입국 및
지역 비중(2018년)

그림 5-23. 인도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
및 지역 비중(2018년)

(단위: %)

자료: BP(2019), p. 28.

(단위: %)

자료: BP(2019), p. 40.

165) BP(2019), p. 16, p. 28, p. 32, p. 38; IEA(2020a), p. 273.
166) BP(2019), p. 28; IEA(2020b),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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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나이지리아, 앙골라, 호주, 적도기니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하였다. 다각화 추진에 따라 2014년 약 85%에 달했던 대카타르 수입 비중은
2016년에 60%로 축소된 이후 계속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
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67)

나. 대중동 에너지 정책 및 주요 협력 사례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는 세
계 제3위의 석유 소비국이자 정제생산능력(refining capacity) 및 정제투입
물량(refinery throughput) 부문 4위 국가로, 인도의 석유 소비 증가율은
2020년 중반에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168)
에너지 부문 발전 추진과 함께 정유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인도의 정
제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2007~17년 동안 인도의 정제유 수출은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제6위의 정제유 수출국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
지 정제능력을 77%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중동을 정유업 발전을 위한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다. UAE는 인도로부터 정제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
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인도의 주요 정제유 수출대상국이다.169)

인도는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 JV) 구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중동 국가가 인도
167) BP(2019), p. 40; IEA(2020a), p. 281.
168) BP(2019), p. 8, p. 26, p. 27.
169) Gupta(2019. 8. 8), “India: India’s Evolving Ties with the Middle East,” https://asiasociety.
org/asias-new-pivot/india(검색일: 2020. 1. 21); “After Saudi Aramco, ADNOC to Buy into
Ratnagiri Refinery”(2018. 5. 12), https://www.livemint.com/Industry/L7Ttrh4H1lnhYLG
0RKHEmO/After-Saudi-Aramco-ADNOC-to-buy-into-Ratnagiri-refinery.html(검색일: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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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모디 정부가 GCC 국가와의 협력을 활
발히 추진하면서 GCC의 대인도 에너지 부문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와 아부다비 국영석유기
업(ADNOC)은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라트나기리(Ratnagiri)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440억 달러 규
모로 연간 6,000만 톤의 정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우디아
라비아와 UAE는 정유공장에서 처리할 원유의 50%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GCC 국가의 투자를 활용
하고 GCC 산유국은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
다.170) 이 외에도 인도는 오만 석유회사(Oman Oil Company)와 합작회사
를 설립하고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에서 비나(Bina) 정유공
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정유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
는데, 2040년까지 예상 수요 증가에 맞춰 정제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국내 수요에 비해 석유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
어 석유 수입 의존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71)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석유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 수입원 다
각화, 국내 상류 부문 활동 확대, 중동 및 아프리카 유전 투자 증대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석유 수입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도석유공사(IOCL: Indian Oil
Corporation Limited)는 2019년 미국으로부터 3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공공 부문(public-sector undertaking)에서 체

170) Gupta(2019. 8. 8), “India: India’s Evolving Ties with the Middle East,” https://asiasociety.
org/asias-new-pivot/india(검색일: 2020. 1. 21); “After Saudi Aramco, ADNOC to Buy into
Ratnagiri Refinery”(2018. 5. 12), https://www.livemint.com/Industry/L7Ttrh4H1lnhYLG
0RKHEmO/After-Saudi-Aramco-ADNOC-to-buy-into-Ratnagiri-refinery.html(검색일:
2020. 1. 26).
171) IEA(2020a),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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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첫 번째 기간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하였다.172)
국내 상류 부문에서는 탐사 및 생산(E&P: Exploration and Production)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인도 정부는 2016년 새로운 석유개발 정책인
HELP(Hydrocarbon Exploration and Licensing Policy)를 승인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HELP는 상류 부문의 주요 개혁 정책 중 하나로
인도 E&P 부문이 규제에서 개방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173)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비축유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인도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프로그
램 1단계하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용량은 약 3,800만 톤(2억 8,100만 배
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약 9.2일간 인도 원유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규모이
다. 2018년 10월 인도 정부는 SPR 2단계를 승인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비축시설 건설 등을 통한 용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프로그램이 계
획대로 수행된다면 11.2일간 수입 규모만큼의 비축유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UAE와는 비축유 확대 관련 협력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카르나타
카(Karnataka)주의 망갈로르(Mangalore) 및 파두르(Padur), 안드라 프라
데시(Andhra Pradesh)주의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에 533만 톤 규
모의 지하 원유비축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2018년에 ADNOC은 인도와 150만
톤 규모의 망갈로르 시설 절반을 채우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250만 톤 용량의
파두르 시설에도 원유를 저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174)
이 외에 인도는 비축 전략, 긴급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
가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175)
172) IEA(2020a), p. 15, p. 255.
173) IEA(2020a), p. 259.
174) “Abu Dhabi Oil Company Hires India’s Strategic Oil Storage”(2018. 11. 12), https://econ
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abu-dhabi-oil-company-hires-in
dias-strategic-oil-storage/articleshow/66591096.cms(검색일: 2020. 1. 26).

162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표 5-4. 인도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및 주요 협력 사례
정책
석유 수입원
다각화
국내 업스트림
활동 확대

내용
ㆍ IOCL, 2019년 미국과 300만 톤 원유 수입 계약 체결
ㆍ E&P 부문 확대 추진
ㆍ 2016년 새로운 석유개발 정책인 HELP(Hydrocarbon Exploration and
Licensing Policy) 승인, 2017년 시행
ㆍ 2018년 10월 전략비축유(SPR) 프로그램 2단계 승인, 비축시설 건설 등을 통한
용량 확대 목표

비축유 확대

ㆍ ADNOC, 150만 톤 규모 망갈로르 원유비축 시설 50% 및 250만 톤 용량
파두르 시설 원유 저장 합의
ㆍ 비축 전략, 긴급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국제적 협력 확대
ㆍ ONGC, 러시아 제2의 유전인 반코르의 지분 15% 취득
ㆍ OVL(ONGC Videsh Limited), 나미비아의 유전 지분 15% 취득

해외 유전 투자 ㆍ ONGC 컨소시엄, UAE 아부다비의 로워 자쿰 유전에서 40년 사업 권리로 지분
10% 확보
ㆍ IOCL, 오만 무카이즈나 유전 지분 17% 취득
천연가스 비중 ㆍ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 비중 15%로 확대 목표
확대 및 PNG ㆍ 이란-파키스탄-인도로 이어지는 IPI 파이프라인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중단
파이프라인 건설 ㆍ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로 연결되는 TAPI 파이프라인
추진

프로젝트 추진, 2022년 상업적 운영 개시 목표

자료: IEA(2020a), p. 15, p. 25, p. 255, p. 260, p. 263, p. 264, p. 271, p. 282, p. 283; “Indian Oil Acquires
Shell’s 17pc Oman Oilfield”(2018. 4. 6), https:// www.iocl.com/aboutus/NewsDetail.aspx?NewsID=493
87&tID=7(검색일: 2020. 1. 28); “Abu Dhabi Oil Company Hires India’s Strategic Oil Storages”(2018.
11. 12),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abu-dhabi-oil-company-hires
-indias-strategic-oil-storage/articleshow/66591096.cms(검색일: 2020. 1. 26).

또한 인도 정부는 석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
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인도의 국영기업 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는 러시아 제2의 유전인 반코르(Vancor)의 지분 15%를 취득
하였으며, 2017년에는 ONGC의 자회사인 OVL(ONGC Videsh Limited)이
나미비아의 유전에서 지분 15%를 취득하였다. 2018년에는 중동지역에서의
지분 취득도 이루어졌는데 ONGC 컨소시엄이 UAE 아부다비의 로워 자쿰
(Lower Zakum) 유전에서 40년 사업 권리로 지분 10%를 확보하였다. 또
175) IEA(2020a), p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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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국영석유회사(IOCL: Indian Oil Corporation Limited)가 오만 무
카이즈나(Mukhaizna) 유전의 지분 17%를 취득하였다.176)
한편 인도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인도는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가스 안보 확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수입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은 카타르, 러시아, 호주, 미국 등
의 다양한 국가와 LNG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PNG 수입을 위한 파
이프라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로 이어지는 IPI
파이프라인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추진이 중단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로 연결되는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014년에 TAPI 파이프라인 회사(TAPI
Pipeline Company)가 설립되고 2015년에 기공식이 이루어졌다. 1,800km
길이의 TAPI 파이프라인은 2022년에 상업적 운영을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177)

4.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중국, 인도는 중동산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
수입국이지만,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에서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
인다. 우선, 각국의 에너지믹스를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에너
지 믹스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중국와 인도에서는 석탄의 비중이 높으나, 점
차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 측면
176) IEA(2020a), p. 260; “Indian Oil Acquires Shell’s 17pc Oman Oilfield”(2018. 4. 6), https://
www.iocl.com/aboutus/NewsDetail.aspx?NewsID=49387&tID=7(검색일: 2020. 1. 28).
177) IEA(2020a), p. 271, p. 282,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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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중동 석유 수입의존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
다 다소 낮고 인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구체적인 수입국을 살펴보
면 이라크 비중이 높은 인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서 집중적으
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과 석유 수입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스의 경
우에는 카타르, 오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수입 구조
가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수급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동 에너지 부문
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생
산 확대를 비롯한 상류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동 국가들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분야를 접목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
다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기술 및 자본의 우위를 가
지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중동지역
의 광구 공동 개발이나 비축시설 공동 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은 우리나
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해외 자원개발이 주춤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술
적 인지도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이 중동지역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
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중
국은 점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국가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자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
인 에너지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동의 주요 국영석유회
사로부터 자국 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합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지
역적 인접성을 활용하면서 정유산업이라는 자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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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자국의 대중동 투자와 중동 국가들의 대인도 투자를
합작 형태로 병행하며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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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의 구조
적 변화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와 에너지믹스의 다변화에 따라
OPEC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있
다.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유공급량이 오히
려 증가하면서 유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측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는 천연가스의 수요 확대,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원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중동지역 산유국은 이런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 에너지 산업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에 맞추어 천연가스 개
발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출에 집중되었던 에너지 산업의 상류(upstream) 및
하류(downstream)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방만한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 주요 대중동 에너지
수입국들은 대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국의
비교우위 분야와 중동 산유국의 수요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대중동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측면으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중동지
역의 석유 및 가스를 단순 수입하는 형태의 에너지 협력의 한계를 수입선 다변
화뿐만 아니라 대중동 에너지 부문 투자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부문을 우리나라의 대
중동 에너지 협력의 전략 분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대중동 에너
지 협력 분야인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자원개발 사업 촉진, 중류(midstream)
부문 개발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분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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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부문 협력은
기술 이전, 현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모
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문은 태양에
너지를 중심으로 중동의 시장 잠재력과 우리나라의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문별 유망 협력 분
야와 대중동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진출 방향, 단기 및 장기 정책 지원 방안
을 제시한다(표 6-1 참고).

표 6-1. 에너지 부문별 대중동 진출 방향과 단ㆍ장기 정책 지원 방안

부문

진출 방향

정책 지원 방안
단기

장기

ㆍ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및
ㆍ자원개발 사업
ㆍ파이프라인, 저장 터미널, 액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촉진
플랜트 등 신규 에너지 인프라 관계 강화 노력
석유 및 ㆍ중류 부문 개발
ㆍ수소 액화 시설 관련 협력 확대
프로젝트 참여 확대
가스
확대에 따라 국내
ㆍ자동화, 보안 솔루션 등 기술 ㆍ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 강화
기업의 대중동
연계 기업 동반 진출
및 기업 진출을 위한 ECA
진출 분야 다각화
중장기금융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화

ㆍ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 참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시장
정보 제공 기능 강화
ㆍ기술 이전, 현지
ㆍ조인트벤처 설립 및 현지 스마트
ㆍ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산업 육성에 대한
그리드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현지
지원을 통해 현지
지원 강화
정부 컨설팅, 실증 및 시범
수요에 부합하는
ㆍ에너지 효율화 관련 공동 표준
사업 참여
사업 모델 제시
및 인증
ㆍ에너지 효율화 관련 인증 또는
실험 기관 설립 지원 및 기술
수출

재생
에너지

ㆍ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동의
시장 잠재력과
우리나라의 기술
결합

ㆍ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공동
연구 및 구축

ㆍ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운영 안정성
증대 및 전력 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공동 개발
ㆍ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자료: 본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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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가. 상류 부문
최근 에너지 시장의 수급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
크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
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
시아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
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
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미 우리나라 주변국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성을 목
표로 중동 국가들과 자원개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촉진하
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INPEX: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등 핵심 민간기업 몇 개를 선정하여 세제 혜택 부
여, 대상 출자, 보조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원을 감행하였고,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78) 아울러 각 사업과 관련된 경영은 해당 기업이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폄으로써 석유
생산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은 자국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
178) 홍승혜, 정준환(2015), p. 21.

170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치하고 있는 UAE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도
최근 자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확대로 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79)
반면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
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
다.180) 석유 및 가스전 탐사에 실패할 경우 융자 상환 의무가 없어져 초기 사
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던 성공불융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지원이 중단되
었다. 이 지원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유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되기도 하였다.181) 2017년에는 이를 대체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패할 경우에도 30%의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
이 가중되었다. 아울러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
정이며,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축소된 세제 혜택도 2019년 12월을 기점으
로 모두 폐지되었다.182) 또한 일반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탐
사 후속단계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탐사 후속단계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183)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수익성을 우선
시하는 민간 기업에는 큰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원개발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
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개
179) ｢해외자원개발,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퇴보하나｣(2020. 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6).
180) 이태의, 최심권, 이진권(2017), p. 1.
181)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9. 8. 20, UAE 아부다비).
182) 이태의, 최심권, 이진권(2017), p. 1.
183)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9. 8. 20, UAE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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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는데, 현재 INPEX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2000년대 초중반
에 시작되었다는 점은 자원개발 사업 유지와 수익 창출을 위해 얼마나 오랜 기
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184)
아울러 중동지역 내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와 중동국가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이다. UAE 등 중동지역의 주요 원유 생산국은 왕정체제의 국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변화가 현지 사업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5) 대
중동 외교 정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가 꾸준히 유지
되면 자원개발 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영 활
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중류 부문
1) 수송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중동 내 중류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앞
서 언급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ㆍ가스의 운송, 저장,
액화 등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동산 석유ㆍ가스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새로운 수송로를 확
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186)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184) 홍승혜, 정준환(2015), p. 54.
185) UAE 진출 한국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2019. 8. 20, UAE 아부다비).
186) 2018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동량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의 1/3 이상을 차지하
였으며, LNG 교역의 1/4 이상을 차지하였다. EIA(2019b), “The Strait of Hormuz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point,” https://clipperdata.com/press/the-strait-o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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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주요 수송로이다.
EIA에 따르면 2018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및 콘덴세이트의 76%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는 제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고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EastWest Pipeline)으로 불리는 페트로라인(Petroline)과 아브카이크-얀부 NGL
파이프라인(Abqaiq-Yanbu NGL Pipeline)을 갖추고 있으며, UAE는 아부
다비 원유 파이프라인(Abu Dhabi Crude Oil Pipeline)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페트로라인과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각각 일일
500만 배럴, 150만 배럴 수준이며, 처리량은 각각 210만 배럴, 60만 배럴을
기록하였다.187)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표 6-2.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의 용량 및
처리량(2018년)

그림 6-1.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 위치

(단위: 백만 배럴/일)

파이프라인
페트로라인
(동-서 파이프라인)
아브카이크-얀부
NGL 파이프라인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
자료: EIA(2019b), “The Strait of Hormuz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poi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5).

용량

처리량

5.0

2.1

0.3

0.3

1.5

0.6

자료: EIA(2019b), “The Strait of Hormuz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poi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5).

ormuz-is-the-worlds-most-important-oil-transit-chokepoint/(검색일: 2020. 2. 5).
187) EIA(2019b), “The Strait of Hormuz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Transit Chokepoint,” https:
//clipperdata.com/press/the-strait-of-hormuz-is-the-worlds-most-important-oil-tra
nsit-chokepoint/(검색일: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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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 원유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약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서 이루어졌으며, UAE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다.188)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산유국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
송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및 오만만 인근에서 유조선 나
포, 공격 등으로 정세 불안이 고조되던 2019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
라인 용량을 2년 안에 40% 이상 증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재 일일 500만 배럴 규모의 용량을 70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다. 페르시아
만(Persian Gulf) 이외에 해안이 없는 이라크는 터키 세이한(Ceyhan)항으로
의 수출을 확대하고 시리아 내 항구와 연결되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는 계획이다.189) 또한 요르단으로의 파이프라인 건설도 추진 중인데, 2019년
7월 이라크 내각은 바스라(Basra) 지역에 위치한 루마일라(Rumaila) 유전으로
부터 요르단 아카바(Aqaba)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승인하였다.190)
한편 UAE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세계적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류 부문 개발이 더욱 탄력을 얻게 되었다. 2019년 2월 아부다비 국영석유기
업 ADNOC은 블랙록(BlackRock), KKR과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규 합작회사인 ADNOC 석유 파이프라인
(ADNOC Oil Pipelines)이 설립되며, ADNOC이 지분 60%를, 블랙록과
KKR이 나머지 지분 40%를 보유한다. ADNOC 석유 파이프라인은 23년간
18개 파이프라인을 리스하고 파이프라인 이용 수수료를 받게 되며, ADNOC
은 최소 운송량을 보장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외 자산운용사가 ADNOC 인
188) IEA(2020b), p. 17.
189) “Saudi Arabia Aims to Expand Pipeline to Reduce Oil Exports via Gulf”(2019. 7. 25),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2. 5).
190) “Iraq Cabinet Approves Plans to Build Jordan Pipeline and Island Port”(2019. 7. 11),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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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에 투자한 첫 번째 사례로 중류 부문 인프라 개발에서의 중요한 협력 사례
로 평가되며, ADNOC이 추진하는 수입원(revenue sources) 다각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191)
이와 같이 향후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플랜트 건설
을 비롯해 에너지강관 공급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 기
술력이 수반된 고강도, 내식성 강관 등 진출 국가 환경에 적합한 강관 개발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유관 보안 솔루션과 같은
연계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영상 보
안 전문기업인 아이디스(IDIS)는 중동의 석유 산업 현장에 매설된 송유관의
보안을 위한 무인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선보이기도 하였다.192)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12월 UAE ADNOC과 3년간
30억 달러의 중장기금융 한도를 제공하는 내용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이 중동 내 다른 국가 및 에너지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93)

2) 저장
전 세계의 석유ㆍ가스 저장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내 저장시설도 확장되는 추세이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세계 석유 저장 시

191) “BlackRock and KKR Clinch $4 Bill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Deal with ADNOC in
Regional First”(2019. 2.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6).
192) 「아이디스, ‘인터섹 2019’ 서 중동 맞춤형 보안 솔루션 공개」(2019. 1.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6).
193) 「무역보험공사,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에 30억달러 지원」(2019. 12.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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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주요 지역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선도국으로 꼽힌다.
관련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17년 미국 CB&I와 이탈리아 사이펨
(Saipem) 컨소시엄은 오만에서 DRPIC(Duqm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가 발주한 두쿰(Duqm) 정유공장 프로젝트 패키지 3
을 수주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두쿰항 제품 수출 터미널, 라스 마르카즈
(Ras Markaz) 원유 저장 탱크, 80km 길이의 원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EPC
프로젝트이다. CB&I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타누라(Ras Tanura) 클린
퓨얼 프로젝트의 제품 저장 탱크 계약을 수주하였다. 이 외에도 2018년 1월
호주 인프라 투자 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Prostar Capital)은 UAE 푸자이
라 저장 터미널(SOCAR AURORA Fujairah Terminal)을 매입하였다. 이 터
미널은 14개 저장 탱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용량은 35만 2,000㎥이다.194)
한국 기업의 진출도 이어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20년 1월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
스 저장 프로젝트(Hawiyah Unayzah Gas Reservoir Storage Project) 계
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 위치한 하위야 가스
전 지대에서 하루 15억ft3 규모의 가스주입시설과 20억ft3 규모의 가스재생산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195) 또한 SK건설은 2019년 1월 UAE 지하 원
유비축기지 공사 계약을 공식 발표하였다. 푸자이라(Fujairah) 지역에 위치하
는 원유비축기지는 총 4,200만 배럴 규모로 지하 암반에 건설되며 공사 금액은
12억 달러(약 1조 3,435억 원)에 달한다. SK건설은 지하 원유 저장시설 3개소
와 원유의 입ㆍ출하를 관리하는 상부 플랜트 시설 등을 일괄 시공하고 시운전
을 시행하게 된다.196)
194) “Special Report: Boost in the Middle East Midstream Operations”(2018. 4. 18),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0. 2. 5).
195) 「사우디 가스저장 공사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2조원규모」(2020.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6).
196)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대 원유비축기지 UAE에 들어선다」(2019. 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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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는 가운데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
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장
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
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어 원유 수급 안정화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비축유 확보를 위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UAE와 아부다비 원유 600만 배럴
을 국내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
으며, 2013년에 처음으로 공동비축 원유 200만 배럴이 국내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6년에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원유 공동 비축 사
업은 중단되었다.197) 공동 비축 사업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
산유국이 지역 내 공급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UAE의 ADNOC과 석유 비축 사
업을 연장하였으며, 인도는 2017년 UAE와 전략 비축유 공급 협정을 체결하
였다. 한국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 등에 대한 협력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
서 전략 비축유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도입 및 운
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액화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 프로젝트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내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는 2019년 기준 7,700만 톤 수준인 연간 생산량을

2020. 2. 6).
197) 청와대 온라인 보도자료(2011. 3. 14), ｢한국, 10억 배럴 UAE 유전 확보…‘사상 최대’｣(검색일:
2020. 2. 8); 「원유 600만 배럴 다 빼간 UAE…일본은 계약 연장」(2018. 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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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64% 증가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타르 내 LNG 시설 확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198)
또한 천연가스액화(GTL: Gas to Liquid)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TL은 천연가스로부터 합성원유를 만드는 기술
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히 가솔린, 디젤, 나프타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한다.
컴팩트 GTL 기술은 대기 중에서 연소 처리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
기 때문에 수반가스 처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유전의 조기 개발 및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연소 처리 시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
다.199) 한국 기업 중에서는 2011년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GTL 설비를 완
공한 바 있다. 일본 치요다(Chiyoda)와 공동으로 수주한 해당 프로젝트는 천
연가스를 원료로 일일 14만 배럴 규모의 초저유황 경유와 나프타, LPG, 콘덴
세이트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공사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였다.200)
이와 같은 LNG, GTL 등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LNG, GTL 플랜트 진출 사례는 많지
않으나 관련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플랜트 계약을 원청 수주하면 중소기업의 기자재 수출을 통한
동반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LNG 및 GTLㆍ플랜트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GTL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향후 중소 규모 가스전에 적용 가능한 효율
적 액화 플랜트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에서 LNG를 생산ㆍ저장
198) “UPDATE 2-Qatar Plans to Boost LNG Production to 126 Mln T by 2027”(2019. 1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199) 한국가스공사, ｢신에너지기술｣, http://www.kogas.or.kr/portal/contents.do?key=1980(검색
일: 2020. 2. 8).
200) 현대중공업 온라인 보도자료(2011. 11. 23), ｢카타르 펄 GTL 설비 완공｣(검색일: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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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역할 수 있는 액화 플랜트(FLNG: Floating LNG)는 육상 플랜트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LNG선을 개조한 FLNG가 모리타니와 세네갈이 추진하는 프
로젝트에 도입되는 등 비용 절감의 이점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활용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201) 한국은 LNG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고 액화 플랜트
기술도 갖추고 있어 FLNG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
사 페트로나스(Petronas)로부터 수주한 FLNG를 세계 최초로 건조하였으며,
2017년에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테크닙(Technip)과 컨소시엄으로 로열더치
셸(Royal Dutch Shell)이 발주한 세계 최대 FLNG를 수주해 완공하였다.202)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창원에 수소액화 실증 플
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중공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일일 5톤 규모의 수소액화 플
랜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930억 원이 투입된다.203) 수소기
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이 높은 분야로, 2019년 6월 사우디아라비
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에 수소 생산ㆍ저장ㆍ운
송 기술협력,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경제 협력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
다.204)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사
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와의 협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01) 「서아프리카 국가들 개조형 FLNG 도입」(2019. 2.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202) 「대우조선 ‘바다의 LNG 공장’ 세계 최초 건조」(2016. 3.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삼성
중공업, ‘세계 최대’ 해양플랜트 완성…축구장 4개 크기」(2017.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203)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ㆍ공급체계’ 창원에 구축한다」(2019. 10.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8).
204)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26),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제조․에너지 신산업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검색일: 202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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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과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전력망을 지능화 및 고도
화하여 전력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205) 그리고 이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정보통신 통합, 계측, 전력망 고도화 등의 기
술력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요구된다(표 6-3 참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분야 중에
서도 AMI(스마트 미터, 가정용 디스플레이, 서버, 계전기), 신재생에너지, 에
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였다.206) 특히 AMI와 관련해서는 북미 스마트 미터 구축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파수 조정용 ESS(FR-ESS),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기술력과 실적을 쌓아 가고 있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207) 한편 배전관
리시스템(DM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과 건물, 공장,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은 기술 추격 분야라고 할 수 있다.2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여 AMI를 구축하는 데 중
점을 둔 정책 및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UAE도 스마트 미터 설치와 함께 신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증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
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대중동 진출 유망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에 인지도를 높이
205) 한국전력공사, 지식센터, 전기자료, 스마트그리드 정보, 스마트그리드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9).
206) KOTRA(2019), p. 9.
207) 위의 자료, p. 9.
208) 위의 자료,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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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시회 참가, 앞선 기술력을 구축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등의 기술 협
력, 실증 및 시범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
으로는 중동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정부 조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력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해 코트라 및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동 국가별 사업환경에

표 6-3. 스마트 그리드의 영역별 주요 기술
기술영역

하드웨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광역 모니터링

위상 측정기(PMU),

및 제어

기타 센서 장비

집중원격감시 제어시스템(SCADA),
광역 모니터링 시스템(WAMS),
광역 감시제어 시스템(WASA)

통신 장비(전력선통신,
정보통신기술 통합

이동통신 등),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게이트웨이,

고객정보시스템(CIS)

컴퓨터(서버) 등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산 발전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어장치, 저장장치

분산발전 통합

시스템(DERMS), 감시제어 및 데이터
수집(SCADA), 지리정보시스템(GIS)

초전도체,
송전망 고도화

유연송전시스템(FACTS),

네트워크 안정성 분석, 자동복구시스템

고압직류송전시스템(HVDC) 등
자동 리클로저(re-closers), 원격
배전망 관리

제어 분산발전 및 저장, 변압기
센서, 케이블 센서

AMI
(지능형 검침

스마트미터, 가정용 디스플레이,

계량데이터관리시스템

서버, 계전기

(MDMS)

인프라)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 배터리, 인버터
스마트 가전, 라우터, 가정용

고객 측 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배전관리시스템(DMS),
정전관리시스템(OMS), 인력관리시스템(WMS)

디스플레이, 빌딩자동화 시스템,
축열기, 스마트 항온기

에너지 비용청구, 스마트 G2V 충전 및 V2G
방전 기술
에너지 대시보드,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에너지 관리 앱

자료: KOTRA(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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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 센터
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의 다양한 경영상 애로 사항 중 우
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미비에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
이 35%로 가장 높았다.209)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정보 부족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10) 특히 중동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정부 조달 형
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제
약이 따르며, 우리 기업이 해당 발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다.211)
그러한 점에서 현지 사정에 밝은 유망 기업 및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진출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물 및 공장 등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이 민간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찰 정보, 신뢰
할 만한 에이전트 및 현지 제도와 규정 등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잘
이루어진 코트라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산업 관련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정보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현지 홍보의 필요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중동 현지의 스마트 그리드 정부 관계자, 에이전트 및 구매자
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의 현
지 홍보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각종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전시회 및 기업 박람회,
상담회에 대한 정보 및 참가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212) 우리 정부는 코
트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을 통해 전시회 장소 임차료, 운송료 및 통역
등에 대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당 받을 수
209)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 DB(검색일: 2020. 2. 9).
210) 위의 자료.
211)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국제 입찰을 제외한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의 단독 참여를 제도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 공고가 아랍어로만 나오거나 입찰 공고 후 마감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다.
212) 중동지역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에너지 신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미래신재생에
너지 전시회(WFES: World Future Energy Summit), 중동 태양에너지 전시회(Middle East Sola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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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의 자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213) 그러므
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신성장 동력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부담을 낮
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상 회담, 고위급 회담 시에 양국 기업 중심의 상담회
및 전시회 등의 행사 기회를 늘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실증 및 시범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이
때 우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때 핵심 기관으로 한국
전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214) 해외 진출
기업은 잠재적 경쟁 관계여서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고, 스마트 그리드는 전
력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ICT,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관련 제도 및 지원 기관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산
업에 한국전력공사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
리고 한국전력공사를 주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
트 그리드 실증 및 시범 사업 참여 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다. UAE의 두바이 정부는 이미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스
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을 건설한 바 있다.215) 향후에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범 및 실증 사업 기회도 늘
어날 것이다. 즉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증 및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면 우리 기업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기업과의 접촉 기회도
213) 중동 진출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2019. 11. 7, 서울).
214) 이권형 외(2017), p. 136.
215)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2019. 1. 20), “HH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 Inaugurates DEWA’s Smart Grid Station in Al Ruwayyah,”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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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합작투자 및 현지 프로젝트 수
주 시 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한 수출, 실증 및 시범 사업
등에서 중동지역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한편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중
소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지만 자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원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수주 시 외국 기
업의 단독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의 형태로 참여
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양국간에 기조성 협력 펀드를 활용하거나 현지 국부펀
드 및 정부 기금과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현지와 공동 인증 및 제도 수출 등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
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체 표준 및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에서 일종의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 및 비용 증가는 현지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월 건
조기,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물 성능 요구 사항 및 라벨링 조건, 2018년 3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표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을 강화하고 있다.216) 우리 정부
216)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TBT 정보, TBT 통보문 검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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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 관련 기술규제를 해
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
략) 간소화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217) 앞으로도 중동지역에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제도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스마
트 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 및 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장벽을 해
결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표준 마련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과 중동 정부와 스마트 그리드 공동 표준을 도입한다면 우리 기
업이 진출할 때 각종 기술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동 표준 마련은
기업 및 기관의 공동 R&D 협력 기회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산
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
지 효율 실험소 설립과 관련 기술 이전,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컨설팅
계약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과 체결하였다.218) SASO는 ‘에너지 효율 분야 시험인증 국가표준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도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자체 인증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219) 향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SASO와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 비용을 축소 및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
우디아라비아를 참고로 하여 자체 표준이나 인증 관련 실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보도자료(2017. 11. 14),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검색일: 2020. 2. 9).
218) KTL, ｢한국형 시험인증센터, 연이은 중동 진출 쾌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2).
21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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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중동은 풍부한 태양에너지 잠재량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
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
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
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단기ㆍ중기ㆍ장기적 관점에
서 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표 6-4 참고).

표 6-4. 한국과 중동 간 재생에너지 협력 전략
구분

한국

중동(5개국)

ㆍ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발전량 비중 20% 달성1)

ㆍ태양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ㆍ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보급

확대2)
ㆍ태양광 제품 제조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능력
장점

우수
ㆍ전력계통 운영능력 우수

ㆍ태양에너지 시장 잠재량 풍부
ㆍ대규모 투자 여력

ㆍ배터리 제조능력 우수
ㆍ단기: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
추진전략

ㆍ중기: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안정적 통합 및 운영 협력
ㆍ장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주: 1) 재생에너지 2030 계획.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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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적 협력 전략: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력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역시 세계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
다. 본고에서 살펴본 중동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
르)은 태양광을 비롯한 태양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동은 높은 태양에너지 잠재량과 대규모 투자계획은 있지만 관련 인프라
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태
양광 제품 제조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동의 시
장 잠재력과 우리나라의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중동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경매제도
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5개국은 경매를 통해
유틸리티급의 대규모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많
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 비용 효율적 수단으로 경매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REPDO(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가 사카카지역에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
트에 대한 경매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한화큐셀이 First
Solar International Middle East FZ-LLC와 함께 해당 경매에 참가하였
다.220) 사카카 프로젝트 경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회사 ACWA는 최저
입찰가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낙찰자로 선정되었다.221) 사우디아라비아의 경

220) “Saudi Arabia Announces Qualified Companies for Round 1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2017. 4.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7).
221) “ACWA Wins Saudi Arabia’s 300MW Solar Tender”(2018. 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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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제도에서는 입찰가와 RFQ(Request for Qualification)의 요구 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특이한 사항은 사우디아라비아는 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요구한다는 것이다.222) 그러므로 국내 기
업들이 중동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력회사
와의 협력과 RFQ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LCR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행동도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중동 국가들의 전력 소비를 보면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오만은 가정용 지붕형 태양광
에 Fi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에 적
합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 및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협력 방안이다.

나. 중기적 협력 전략: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의
안정적 통합 및 운영 협력
태양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는 다른 공급 패턴을 갖는다. 태양에너지는 공
급 변동성이 큰 에너지이다. 비록 중동의 전력시스템이 가스 화력 중심이라고
해도, 중동의 태양에너지 보급 증가 정책은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
이다. 그러므로 중동 국가와의 태양에너지 부문 협력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협
력에 그치지 않고 전력계통 운영 안정성 증대와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협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은 높은 태양에너지 잠재
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력계통 운영능력과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22) Anatolitis(2018),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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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보급된 국가들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
적 전력계통 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동은 아직 재생에
너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
와 중동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슷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
적 통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중동은 풍부한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스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변동성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스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이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보다 적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
우에는 대응할 수 없는 자원이다. 재생에너지가 남을 경우 배터리 저장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라 전력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배터리 저장장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배터리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실
증사업을 통해 전력계통에 ES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 운영, ESS 활용 등은 우리나라와 중동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장기적 협력 전략: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태양광의 보급 확대는 태양광 발전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보
급이 증가할수록 전력계통 운영자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성되는 잉여전력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전력계통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보다 많을 경우 생기는 잉여전력을 전체 전력수요가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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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전량보다 많은 시간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잉여전력이 소규모일 때는
ESS로 충분하지만, 대규모일 때는 ESS가 비경제적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
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대규모 전력저장장치 도
입이 요구된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에서 고려하는 대규모
전력 저장 방안은 수소 활용이다. 수소 활용은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
여 수소를 만들고(수전해),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수소를 다시 산소와 결합시
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연료전지).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은 시험 및 실증 단계로, 아직까지 수익성 있는 사업 모
델은 없는 상태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실증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전해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안정적 통합에 가장 중요
한 기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활
용해 수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
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
을 구축하는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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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Diversification Policy in Korea’s Energy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Jae Wook Jung, Sung Hyun Son, Yunhee Jang, Kwang Ho Ryou,
Junhwan Jung, Soyoung Lee, and Seung Moon Lee

This study proposes a diversification policy for Korea’s energy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based on the energy policy
changes of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Korea’s
largest source of energy imports, in the midst of the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Since the dramatic drop in
global oil prices in 2014, the global energy market has undergone
structural changes. On the supply side, the market pow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led by
Saudi Arabia has sharply weakened. In 2018, the U.S. emerged as
the world's largest crude oil producer, overtaking Russia and Saudi
Arabia. In addition to the U.S. and Russia, non-OPEC countries such
as Brazil, Norway and Guyana have recently increased their oil
production significantly. In contrast, oil prices remain at around $50
－60 per parrel even with 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OPEC
members Venezuela and Iran, which have blocked crude oil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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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se countries, as well as OPEC’s production cuts from 2016.
Major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 also responding
to the supply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by expanding
natural gas production and strengthening investment in the
downstream of the oil sector. In terms of demand in the global
energy market, structural changes have continued, including
changes in energy demand in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and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China, the largest importer of oil from the Middle Eas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global oil demand. The energy-mix
transition of many countries from fossil energy to solar, wind,
nuclear, and hydrogen energy will also decrease the demand for oil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demand for cleaner energy sources
is increasing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IMO 2020)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re tightening and air pollution
issues caused by fine dust particles, etc. continue to grow. In
addition, recent geopolitical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affect the
global energy market significantly.
These changes are important for Korea, which imports more than
70% of its oil from the Middle East. This study analyzes the energy
policy changes of major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hich are most directly affected by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suggests diversification of Korea’s energy
cooperation policy with the Middle East, focused on the oil and gas
sector.
Chapter 2 surveys changes in the supply side of the glob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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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ior to the 2000s, energy companies had focused on
developing conventional oil and gas, but interest in developing
unconventional oil and gas has increased since mid-2000 as the
price of hydrocarbon resources has rise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horizontal drilling and hydraulic fracturing,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unconventional energy production.
Production from main unconventional oil sources (tight crude oil,
oil sands and deepwater oil) has continued to expand around the
U.S., Canada and Brazil. Unconventional gas production increased
4.3 times during the 2000－2017 period, and the proportion of
unconventional gas production in global natural gas production also
expanded from 8% to 23%. The increase in global unconventional
gas production was largely attributed to expanded the production
of U.S. shale gas, with unconventional gas production in China,
Australia and Argentina showing an increase as well. We can expect
to see further changes in the energy mix in the future. The share
of oil demand is forecast to fall to 28 percent in 2040, compared
with 32 percent in 2017, while gas will increase from 22 percent
to 25 percent, according to the IEA's forecast for demand by energy
source.
Chapter 3 surveys changes in the demand side of the global energy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oil demand due to low
oil prices, increased demand for alternative energy, and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which have seen rapid increases in oil
consumption,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increasing oil
consumption. Meanwhile, demand for natural gas and L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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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o increase due to rising demand for eco-friendly fuel, and
the continued improvement in the competitiveness of renewable
energy pric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olar and wind power,
will boost demand for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eco-friendly
car policies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likely to prompt a drop in oil demand, but demand
for petrochemical products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as the
global economy develop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tightened regulations on the sulfur content of ship fuel oil are
expected to cause changes in demand among petroleum products
and a shift to non-oil ship fuel such as LNG.
Chapter 4 examines the background of changes in energy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se changes are
being implemented. The volume of oil supplied by non-OPEC
oil-producing countries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2024, driven
by the rise in U.S. oil production and exports, etc., and leading to
a drop in OPEC's share of the world's oil supply. The continued
low oil price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ies of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ith governments taking
steps to reduce various subsidies, restructure and privatize state-run
companies and introduce taxes. This situation is affecting the energy
sector of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leading to
changes in related policies.
Middle East oil producers are making policy efforts to diversify
their energy sources by proceeding with large-scale investments in
alternative energy. Renewable energy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and interest in nuclear energ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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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emerging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AE. Middle East
countr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ir targets for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 sources within their energy portfolios. The target
ratio of renewable energy to total power generation varies from 10%
to more than 50%, with Morocco leading the group at 52%. GCC
member countries are also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scheduled to primarily focus on solar energy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 also stepping up
energy policies to reform government spending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trying to
alleviate their financial burden and energy consumption by reducing
energy subsidies, which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GDP. Saudi Arabia and the UAE have established
a body in charge of energy efficiency and are also starting to
introduce efficiency progra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management, the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on projects to foster
smart grid industries, such as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nd
energy management system projects.
Chapter 5 compares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cooperation in
Japan, China and India, economies heavi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from the Middle East, and explores major cooperation cases.
Japan has been trying to reduce its energy dependence on the Middle
East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recent expansion of geopolitical
instability in the region. Japan has continued to promote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in the energy sectors by diversifying areas of
cooperation beyond the import of fossil energy commodities.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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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energy cooperation projects are mainly designed to utilize
Japan's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the rich resources of the
Middle East countries at the same time. A joint feasibility study on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using IoT technologies, and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to utilize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uld be prime examples of this cooperation.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maintai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Middle East region. Japan has
been especially active in maintain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AE, where 40% of Japan’s overseas oil concessions are located.
China is strengthening its energy cooperation with oil-rich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n order to secure a stable energy supply
network link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long with its
high economic growth rate, China’s oil and natural gas consumption
is soaring. On the other hand, China’s domestic production is
limited and this is causing a rapid rise in energy imports. As energy
supply has emerged as a major security issue,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cooperate with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Meanwhile,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 seeking stable export destinations
for their energy exports, and to introduce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ir economies and diversify non-oil industries.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link the BRI with the
logistics hub strategy of Middle Eastern countries to secure stable
energy distribution channels. Based o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its companies, China has recently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hich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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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ng a strong will to develop. Cooperation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Middle East oil-producing countries expand
their presence in stable crude exports and energy markets by
participating in Chinese oil and petrochemical projects and acquiring
stakes in related companies.
India produces oil and natural gas, but its consumption exceeds
production and a large portion of its imports depend on the Middle
East. As India's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the
Indian government is push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 cooperation
and joint ventures with Middle East countries, with a focus on
enhancing energy security. It also encourages the acquisition of
assets in the Middle East and other upstream sectors to reduce
dependence on oil imports, and focuses on diversifying its sources
of imports and expanding stockpiles of oil.
Chapter 6 explores the direction of Korea’s energy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based on an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response measures taken by
oil-produci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First, Korea can explore
ways to cooperate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in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By expanding cooperation in resource
development, Korea will be able to stabilize its domestic supply and
demand of oil and natural gas, while also diversifying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beyond energy imports. Middle East countries
are currentl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shortages due to low oil
prices, and are trying to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in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to secure investment funds and stable
sources of income. While neighbouring countries of Korea,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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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ve already been actively supporting their ow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for some time now,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is relatively limited in its scope and even those support
projects in operation have been partly reduced and abolished
recently.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are risky and require large
capital investments, meaning they must be backed up with longterm and consistent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there will also
be a need for government efforts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countries.
The expansion of pipeline projects and other form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will broaden the opportunity for
cooperation in related areas. In the financial sector, invest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promising energy infrastructure projects
could be considered, and continued support from export credit
agencies (ECA) will be necessary. Moreover, as oil and gas storage
facilities and terminals are expected to expand, Korean companies
should be able to advance into the area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ir construction.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areas of smart platforms for storage
facilities and terminals, logistics management and operational
software will be needed as well. Meanwhile, rising demand for LNG
and GTLs will lead to more opportunities for companies,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the
capabilities of key technologies for LNG and GTL plants. In addition,
cooperation in new energy sectors such as hydrogen liquefaction
facilities will be possible, and related cooperation will expand
hand-in-hand with future technological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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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various smart grid-related sectors,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and energy storage systems (ESS) are promising
areas in which Korean companies are equipped with a high level
of technology and demand in Middle East countries is increasing.
To expand the presence of Korean companies in these areas, in the
short term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participating in
energy efficiency projects, and establish better support measure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iddle East market.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cooperation models
to meet the demand for more diverse industries in the region by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or participating in pilot projects, etc.,
through consortiums formed around KEPCO and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long run, the Korean
government could also consider establishing a joint investment fund
or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smart
grid projects in the region to foster the industry. In the energy
efficiency sector, Korean public agencies can first consider providing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or exporting technology to Middle East
countries wishing to operate test center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participating in joint
projects to develop certification programs and standards for energy
efficiency will help Korean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Middle
East region.
When considering future forecasts for the global supply and
investment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nd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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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both sides in renewable energy should center on solar
energy. In the short term, cooperation in building solar energy
infrastructure for power generation and households can be promoted
and expande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can
enhance the operational stability of power systems and increase
their flexibility in the medium term. On a long-term basis, we could
consider cooperation projects to develop hydrogen-related technologies
using renewable energy and build a business model in this area.

Executive Summary • 217

정재욱(鄭栽旭)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및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장
(現, E-mail: jwj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공저, 2018)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공저, 2019) 외

손성현(孫聖鉉)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hson@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공저, 2018)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공저, 2019) 외

장윤희(張允嬉)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hj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공저, 2018)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공저, 2019) 외

유광호(柳光鎬)
워릭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khryou@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공저, 2018)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공저, 2019) 외

정준환(鄭俊桓)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jhjung@keei.re.kr)

저서 및 논문
국내 수송용 연료 수요의 가격 및 교차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공저, 2017)
국제 석유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석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3/3)(공저, 2018) 외

이소영(李昭榮)
서강대학교 영미문화, 경영학 학사
University of Virginia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soyounglee@keei.re.kr)

저서 및 논문
시장 자유화 정책에 따른 일본 가스시장 변화 연구(201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가스공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2018) 외

이승문(李昇汶)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paragon@keei.re.kr)

저서 및 논문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공저, 2018)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ㆍ전력ㆍ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연구(신재생)
(1/4)(공저, 2019) 외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19년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ㆍ윤지현ㆍ송영철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ㆍ유광호ㆍ김상훈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ㆍ이재호ㆍ김도연ㆍ신민이ㆍ김제국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ㆍ하상섭ㆍ장수환ㆍ장유운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윤ㆍ안동환ㆍ지성태ㆍ윤태연ㆍPhumsith Mahasuweerachaiㆍ
이용은ㆍ김범석ㆍ김나리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ㆍ정민지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ㆍ김은경ㆍ윤지소ㆍ김정수ㆍ박윤정ㆍ장영은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ㆍ권기수ㆍ강정원ㆍ김유경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ㆍ한형민ㆍ류한별ㆍ박나연ㆍ윤지현ㆍ김미림ㆍ오윤아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 장ㆍ전형진ㆍ김상현ㆍ이효정ㆍ이병훈ㆍ이대섭ㆍ이수환ㆍ최정만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ㆍ김경하ㆍ김은경ㆍ서상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ㆍ구자연ㆍ김혜진ㆍNguyen Thi My Trinhㆍ
Nguyen Thi Lan Phuong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ㆍ박정웅ㆍ유나래ㆍ권혁민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정준환ㆍ이소영ㆍ이승문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ㆍ정민지ㆍ문수현ㆍ김예진ㆍ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ㆍ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ㆍ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ㆍ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ㆍ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세계지역전략연구 19-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은

Studies in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19-14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Diversification Policy in Korea’s Energy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Jae Wook Jung, Sung Hyun Son, Yunhee Jang, Kwang Ho Ryou,
Junhwan Jung, Soyoung Lee, and Seung Moon Lee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ISBN 978-89-322-9014-0
978-89-322-9000-3 (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0,000원

정재욱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정준환ㆍ이소영ㆍ이승문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국제적인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시작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부문에 걸친 우리 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단기 및 장기적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지원 의제를 발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2019 세계지역전략연구 시리즈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

세계지역
전략연구
19-14

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
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
였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 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
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정재욱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정준환ㆍ이소영ㆍ이승문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
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