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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과일본, 우리나라의정권교체가이루어진상황에서에너지다소비국인 3개국모두에게

안정적에너지공급은매우중요한정책적과제라할수있다. 지속적국민경제발전의필수요소인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서는국내외환경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너지안보문제가다시부각되고있는상황에서자원민족주의가다시

고개를들고있다. 세계각국은중장기에너지전략을새롭게수립하고있다. 집권2기에들어간미국

오바마정부와중국시진핑정부, 일본의아베정부모두자국의에너지자립도제고에에너지정책의

최우선순위를두고있다.

셰일가스생산에힘입은미국은 2020년부터천연가스순수출국이될전망이다. 셰일가스는물론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를통해일자리창출과에너지공급안정화에역점을둘것으로보인다. 중국

시진핑정부는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중국내에너지수요급증과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에너지안보와에너지절약에치중할것이예상되는가운데최근국가에너지소비총량규제안을국무

원회의에 올렸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이용가능한 기술의

안전성을고려해가면서최적전원믹스를만들겠다는공약을발표한바있다. 원전운 을위한사전

포석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

우리나라역시전력수급안정화는시급한과제다. 단기비상대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면서도중장

기적인해결방안을동시에마련해야한다. 최근12년간전력수요의GDP탄성치는1.4를기록하고있다.

경제성장률의1.4배속도로전력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에너지정책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에너지원별정책간의균형, 그리고기후변화협약대응

과의조화가필요하다. 우리가국제사회에약속한2020년까지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은

물론, 2020년이후의새로운기후변화체제에도미리대비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공급 등

에너지안보확보, 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통한화석연료의존도감소, 에너지의탄소집약도감축,

실질적에너지절약등이되어야할것이다. 에너지이슈는긴급한대응을요하는시급성이있으면서

동시에긴안목의방향과전략을필요로한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또정책간풍선효과가있어

여러대안의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으면안되는특징도갖고있다. 이와같은정책의이행과

정에서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다각적인대책도수립되어야할것이다.

안정적에너지공급이중요한
정책과제

권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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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에 들어 강하게 상승하던 자원가격은 세

계경제의 저성장 위기가 확산되며 최근 하락세로 반

전되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확대

되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

면서 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움직이는 자원시장도 부정

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가격

의 장기 상승국면이 곧 종료되고 하락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

은오지않을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도만만치않다. 

이렇게 자원시장에대해상반되는 전망들이나오면

서 자원가격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슈퍼사이클이란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으로 통상 20년 이상의

상승과 하락 주기를 의미한다. 자원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그동안 신흥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기술혁신 등으로 자원가격의

상승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건스탠리 신

흥시장부문 대표인 루치르 샤르마는“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원자재가격이 앞으로 20년간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도

시화, 선진국의사회인프라재구축, 전 세계적인저금

리 추세 및 과잉 유동성 등으로 자원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로저홀딩스

의 짐 로저스 회장은“달러, 주식, 채권보다 농산물,

원자재가 유망한 투자대상이며 셰일가스 붐은 조만간

끝날것이다”라고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시장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

쟁이왜중요한것인가? 현대의 로벌경제는자원의

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자원시장의 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자원생산과 수출에 의존하

는국가는자원가격의장기추세가정부정책에지대한

4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슈진단 자원가격의 장기 하락국면 점검과 대응방향

자원가격의장기하락국면점검과
대응방향1)

박 환 일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hipark@seri.org)

1) 본고는박환일외, “자원시장하락추세로전환되었나? - 자원슈퍼사이클과이슈점검,”「CEO Information」, 871호, 삼성경제연구소(2012)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
정·보완한것임.



향을미치므로이에대한연구가중요하다. 또한자

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도 자원가격의 수준과 미래

가격전망에대한분석은의미있는작업이다. 자원기

업 또는 자원부국은 자원개발과 생산에 대한 투자의

사 결정과 자본분배를 하기위해 자원가격에 대한 면

한 전망이 필요하며,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생산 의

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원 자산에 대

한 투자결정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원가격 전망이다.

예를 들어 광산의 경우 자본투자부터 생산까지 최대

20년이 소요된다. 즉 광산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자원가격의 장기추세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의미를지니는것이다. 

또한 금융자산포트폴리오 측면에서자원시장은 잠

재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새로운 자원가격인덱스는 투자대상이기도 하며 리스

크헤지 목적으로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물

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금융자산으로서 자원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시에가격전망이중요한역할을한다. 

이렇게산업과경제및금융에대한자원가격의 향

이증대되므로현재자원시장의상황을점검하고향후

전망을 통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원

시장에서진행되는변화를감지할필요가있다. 자원가

격의단기간변동을이해하는것도중요하지만장기간

의추세를파악하고대응전략을수립하는것도큰의미

를 지닌다. 특히 자원가격의 변화는 국가경제의 성장

률, 무역수지, 물가등경제지표에미치는 향이크고

기업의수익에도 접하게 향을미치기때문이다.

자원시장의경제에대한중요도가매우높음에도불

구하고 자원가격의 장기추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발표된 Ertern &

Ocampo(2012)는 비석유류, 금속, 농산물, 열대농산

물, 비열대농산물, 석유 등 총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86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 실질가격으로 슈퍼사

이클을 분석하 다. 하지만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2011년이후의최근자료는제외되어하락추세로의전

환이 반 되지 못한 제한이 존재한다. 이외 소수의 논

문들이자원가격의슈퍼사이클을분석하 는데대부분

의논문들은2010년이전의가격자료를사용하 다.  

본고에서는 최근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자원

품목별 장기추세는 물론 전체적인 자원시장의 추세를

판별하고자 한다. 또한 연간가격이 아닌 월간가격을

사용하여 자원시장에 가해지는 다양한 충격이 시장에

어떻게 반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간가격은 시

장충격을 평균화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스무딩

(smoothing)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3차 슈퍼사이클의 향후 움직임을 전망하기

위해 자원시장에 향을 미칠 5대 이슈를 선정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슈퍼사이클의 미래에 대

해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한다.

2. 자원가격의 장기 추세 분석

가. 자원가격의하락추세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 주요 자원가격은 2010년

이후 단기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락률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10%대 중반에서 40%대까지 광범위

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곡물을 제외한

에너지, 원자재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고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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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하락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곡물은

시기적으로 다른 자원에 비해 차이가 있지만 2012년

하반기를정점으로하락하고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3년 이내의 최고점으로부

터 WTI 원유가격은 19.4%, 천연가스는 44.3%, 석탄

은 31.6% 하락하여 에너지부문의 하락폭이 큰 편이

다. WTI 원유는 2011년 4월, 천연가스는 2010년 1

월, 석탄은 2010년 12월에 고점을 기록했다. 에너지

는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문제로 인해 2011년

상반기부터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에서 셰일가

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의 하락

이 큰 편이다. 석탄은 천연가스와 함께 발전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셰일가스 공급과 석탄 최대 소비국

인 중국에서 발전 및 철강용 수요가 감소되면서 다른

에너지자원에비해하락폭이크다. WTI 원유는가격

하락폭이 작지만 가격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2011년 12월 미국과 EU가 이란의 핵 프로

그램제재차원에서이란의자금줄인원유및가스수

출을 금지하면서, 2012년 3월까지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2분기 이후 유로존 위기가 확산

되면서수요는둔화되고안정화되고있다. 

전기동,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각각 21.9%,

20.4%, 26.4% 하락했으며, 대부분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사이에 고점을 형성했다. 비철금속은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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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자원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와 함께 세계 경제성장에 크게 향을 받는 품목인

데, 특히 원자재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반

면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은 각각 16.7%, 20.2%,

17.5% 수준의 하락으로 다른 자원에 비해 하락폭이

작으며 고점은 2012년 하반기에 달성했다. 특히 대

두와 은 최근의 단기고점 가격이 역사적 고점이기

도하다. 

곡물의 하락폭이 다른 자원에 비해 작은 이유는

2012년 여름 미국 중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곡물생

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콘벨트에서 재배되

는 옥수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2012년 7

월부터 가격상승이 시작된 이후 대두, 등 다른 곡

물시장도 강세를 나타냈다. 옥수수는 2012년 8월 사상

최고치인 부셸당 8.4달러로 급등 한 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 고, 대두 가격도 2012년 9월 사상 최고치인

부셸당 17.3달러를 달성한 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1부셀(bushel)은 미국 기준 27.216kg,

국기준 28.123kg 등의무게단위를가리킨다.

이렇게 자원가격의전반적인 하락세는세계경제상

황과 관련이 높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자원에 대

한 수요는 경제상황과 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세

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유럽은 경기수축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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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자원의 가격하락 현황

구 분
WTI

(달러/배럴)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석탄

(달러/톤)
옥수수

(센트/부셸)
전기동
(달러/톤)

고점
113.9 6.01 131.5 838.8 10,148

(2011. 4) (2010. 1) (2010. 12) (2012. 8) (2011. 2)

2012년 종가 91.8 3.35 90.0 698.3 7,930

하락률(%) 19.4 44.3 31.6 16.7 21.9

주: 1) 고점은최근3년간최고가격을달성한연도와월
2) WTI, 천연가스, 옥수수: CME 근원물선물가격; 석탄: ICE 가격(전력용연료탄, 로테르담API 2); 전기동: LME 현물가격

자료: KoreaPDS

자료: KoreaPDS

<표 2> 주요 경제권 전분기대비 GDP성장률

구 분 2011/Q2 2011/Q3 2011/Q4 2012/Q1 2012/Q2 2012/Q3

미국 0.61 0.32 1.01 0.49 0.31 0.77

중국 11.92 6.23 30.23 -28.17 10.29 6.11

유로존 0.22 0.09 -0.34 -0.03 -0.17 -0.07

(단위: %)



별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견고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지만과거에비해서는속

도가느려진상황이다. 반면유로존은 2011년 4/4분기

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쉽게해소되지못하는상황에서경제성장도멈

추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

운데자원시장의추세에대해관심이고조되고있다.

나. 자원가격의슈퍼사이클분석

슈퍼사이클은 단기가격변동 현상과는 확연하게 구

분을 할 수 있다. 슈퍼사이클은 20년 이상 상승과 하

락이 지속되어 완성되는데, 10년 이상의 상승국면을

표출하고 이어서 하락국면이 출현하여 하나의 슈퍼사

이클이 완성된다. 또한 특정 품목만의 가격상승보다

는 자원시장의 전반적인 동반상승이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수요증가로 견인되는 자원가격 상승현상은 대

부분의 자원시장으로 파급되어 동반상승을 초래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원가격 간 높은 상관계수를 지니

게된다.2) 반면단기가격변동현상은가격의지속적인

상승, 또는하락중에발생을하며상승과하락국면이

교대로나타나지는않는특성이있다.

자원시장의 슈퍼사이클은 상승국면과 하락국면으

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러한 장기적 상승과 하락은 크

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첫째 수급의 불균

형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현상으로 인

한펀더멘탈측면, 둘째금리나환율등금융요인들의

자원시장에 대한 향력이 증대하여 발생하는 금융측

면, 셋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 또는 불안감이 자원시장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쏠림을초래한다. 

1900년대 이후 총 세 차례의 자원가격 슈퍼사이클

이 진행되었다.3)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초래

된 금속광물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

으로 발생한 1차 슈퍼사이클과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2차슈퍼사이클등 20세기들어서 2차례의슈

퍼사이클이완성되었다. Erten & Ocampo(2012)는자

원 종류에 따라 슈퍼사이클을 분석하 다. 원유는

1947~1973년 동안 1차 슈퍼사이클, 1973~1998년

까지 2차 슈퍼사이클, 현재는 3차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것으로분석되었다. 금속류는 1921~1945년동안

1차슈퍼사이클, 1945~1999년 동안 2차슈퍼사이클,

현재는 3차 슈퍼사이클 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왔다.

농산물의 경우, 1932~1971년이 1차 슈퍼사이클,

1971~1999년이 2차 슈퍼사이클, 현재는 3차 슈퍼사

이클이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슈퍼사이클은 중국 등 신

흥국 경제성장으로 인해 촉발됐는데, 기상이변, 바이

오연료 생산, 투기성 자본의 유입 등 공급 및 금융요

인도 가세하고 있다. 3차 슈퍼사이클은 크기와 범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 발생했던 두 차례의 슈퍼

사이클과는차별되는특성이있다. 에너지, 곡물,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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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lge Erten & Antonio Ocampo(Feb. 2012), “Super-cycles of commodity prices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DESA Working paper, No. 110,
United Nation.

3) 주요연구논문은슈퍼사이클의시기를약간씩다르게분석하 음. 사용한자료, 품목, 방법론에따라차이가발생하지만공통적으로총세차례의슈퍼사이클이발
생한것은동일하며각각의슈퍼사이클기간도유사한특성을보이고있음.



재 등 모든 종류의 자원가격이 상승했으며 상승 과정

중에가격변동성이크게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자원시장의 장기상승 또는 하락추세를

의미하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쟁은 가열되고 있으나

계량학적인 방법으로 정 하게 이루어진 분석이 미흡

한 상황이다. 더구나 선진국과 신흥국 정부와 주요기

업들 모두 자원가격 변동에 주목할 만큼 자원시장의

가치가 부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원가격의 슈퍼사

이클을 분석하 는데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자한다.

1) 사용 자료 및 분석방법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세계은행상품지수(World

Bank Commodity Index) 가운데 에너지, 비에너지

지수의 평균치를 사용했다. 에너지부문은 석탄

(4.7%), 원유(84.6%), 천연가스(10.8%)의 비율로 포

함되어 있다. 비에너지는 금속류(31.6%), 농산물

(64.9%), 비료(3.6%)로가중평균되어있다.

사용된자료의기간은 1960년 1월부터 2012년 8월

까지이며 월간지수를 사용하여 총 632개의 관측치를

포함한다. 월간지수를 사용하면 연간지수보다 매월

자원시장에 발생하는 충격과 그로 인한 변동을 그대

로 반 하기 때문에 자원시장의 움직임을 왜곡 없이

측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분석을 위해서 월간지수를 실질가치로 환산하 다.

명목가치는 물가상승분을 반 하기 때문에 자원가격

의 실제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향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 단위가치 지수(MUV4))를 사용하여 실

질가치로변환하 다.   

기존의 자원가격 장기추세를 분석했던 문헌들에서

는 슈퍼사이클보다는 특정한 시기의 자원가격 상승

(boom)과 하락(bust)을 분석하는것에집중했다.5) 즉

자원가격의 장기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보다는 상승

과하락으로시기별구분을한후에각시기별특성과

발생배경등을거시적관점에서분석했다. 이러한연

구는 2000년대 후반 자원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

한이후본격적으로발표되기시작했다.

2012년 들어서 자원가격의 슈퍼사이클 연구결과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었다.6) 특히 밴드패스 필터링

(Bandpass Filtering)을 활용해서 가격의 장기 시계

열을 분해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밴드패스 필터링

을 통한 시계열 분해기법(decomposition)은 슈퍼

사이클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이는 밴드패스 필터

링이 연구자의 관심 대상 주기(cycles)의 상한 기간

과 하한 기간을 설정함을 통해 단기순환주기

(Business cycle), 중기순환주기(Intermediate

cycle), 장기순환주기(Super cycle) 등의 변동요인을

각각추출할수있게하기때문이다. 즉, 경제 시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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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nufactures Unit Value Index. MUV는 15개선진국및신흥국의제조업물가를미국달러로환산한수치로서매월발표되며세계경제전망이나자원가격예측
시에활용됨.

5) 대표적인논문으로Carter, Rausser, Smith(2011), “Commodity Booms and Bust,”Annual Review of Resource Economics(3), Baffes & Haniotis(2010),
“Placing the 2006/08 Commodity Price Boom into Perspective,”The World Bank 등이있음.

6) 대표적으로 Erten & Ocampo(2012), “Supercycles of commodity prices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UN DESA, Zellou & Cuddington(2012),
“Trends and Super Cycles in Crude oil and Coal prices,”Colorado School of Mines, working paper 등이있음.



움직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순환 성분 중에서 연구자

가 설정한 일정한 범위(band)에 속하는 성분들을 허

용(pass)하고, 그 외의 범위에 속하는 성분들을 제거

(filtering out)함으로써 연구자가 식별하고자 하는

순환성분만을추출하게하는방법이다. 

특히, 밴드패스 필터의 한 방법인 Christiano와

Fitzerald(2003)가 제시한 비대칭 필터(full sample

asymmetric filter)의 경우샘플시작과끝점의관측

치에 대한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는 슈퍼

사이클의 상승기 정점이 분석 자료 마지막 관측치일

수도있는상황에서매우큰장점이된다. 

본고는 Zellou & Cuddington(2012)이 도입한 실

증 방법론을 따라 슈퍼사이클을 식별하 다. 이 방법

은 실질 상품가격지수의 자연 로그값(LP)을 주기 구

분을 통해 4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했다: ① 장기 추세

(T), ② 슈퍼사이클(SC), ③ 중기 순환(IC), 그리고 ④

경기순환(BC).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주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 다. 주기가 2∼8년인 비즈니스사이클, 8∼20년

인 중기사이클, 20∼70년인 슈퍼사이클, 그리고 70

년 이상인 장기트렌트로 구분이 된다. 결국 자원가격

시계열은 비즈니스사이클(BC), 중기사이클(IC), 슈퍼

사이클(SC) 등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이클

의합으로나타낼수있다.

가격 = BC + IC + SC

2) 분석결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로 이루어진 자원지수의 실질

가치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시작된 3차 슈퍼사

이클은 지난 15년간의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어가며

정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차 슈퍼사이

클은 1, 2차와 달리 대부분 자원가격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슈퍼사이클은 시기에 따라 하락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는 회복기, 상승 에너지가 강화

되는 상승기,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락국면으로

진입하는 후퇴기, 하락추세가 완성되는 불황기로 구

분할 수 있다. 현 시점은 3차 슈퍼사이클의 상승기가

종료되고후퇴기로진입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

품목별분석결과에 따르면에너지 및원자재가격은

이미 하락국면에 진입했으며, 곡물가격은 아직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석유는 2012년 정점에 이르 으며, 천연가스는 이미

2006년부터 하락국면에 진입했다. 구리는 최근 정점

을 형성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과 아연은 이미 하락국

면에 진입했다. 반면 곡물가격은 최근 2∼3년간 발생

한 기상악화로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옥수수와

대두에비해 은가격상승률이둔화된모습이다.

자원가격 하락세는 로벌경기악화로 인한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선진국 재

정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신흥국 경제도 수출부진과

내수활력 둔화로 성장이 느려져 세계경제 회복이 부

10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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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밴드패스 필터링에 의한 가격사이클 분석

사이클 비즈니스(BC) 중기(IC) 슈퍼(SC) 장기트렌드(T)

주기 2~8년 8~20년 20~70년 7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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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y축은자원가격과장기가격추세간의이격도를의미. 즉 0.1은장기추세로부터10% 상승, -0.1은 10% 하락을의미.

[그림 2] 실질자원가격의 슈퍼사이클

[그림 3] 주요 품목별 슈퍼사이클



진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세계경제성장의장기사

이클은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진입했

는데, 대표적인 산업재인 석유와 구리의 가격이 세계

경제성장에 2∼3년 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

가격은 중단기적 이슈에 의해 정점을 연장할 순 있지

만장기적으로하락국면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

3. 자원시장 하락국면의 주요 이슈

자원시장이장기적으로하락국면에진입한것에대한

의미를경기와자원시장이슈라는2가지측면에서살펴

볼필요가있다. 자원시장의큰흐름은세계경기침체라

는 거시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하락국면의 속도와 기울

기는 자원시장에 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들로 판단

해야 한다. 이 미시적 요인은 셰일가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중국자원수요, 기상이변등자원시장의 5

대 이슈인데, 자원가격 하락국면에서 세계 자원시장을

교란시킬것이다. 이를진단하면<표4>와같다.

12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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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경제성장률과 석유 및 구리가격과의 장기관계

주: 1) 실질GDP는G20 국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제외) 기준.
2) 각축은장기추세와의이격도를의미.

자료: World Bank 

<표 4> 5대 이슈의 쟁점과 향

이 슈 중장기 향쟁점

셰일가스 환경오염 및 낮은 가격 유지 여부
가스 및 석탄 하락, 

석유 제한적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달성 및 화석연료 대체가능성 석탄 및 가스 제한적

바이오연료 곡물가격 상승 및 대체원료 개발 대두 상승,  옥수수 제한적

중국 자원수요 확대 vs. 축소
곡물 및 에너지 상승, 

원자재 제한적

기상이변 추세적 증가 및 극복가능 여부 곡물 및 에너지 상승



가. 셰일가스는에너지시장의구제주인가?

미국을중심으로셰일가스개발붐이일어나면서향후

에너지시장에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전 세계가 60여년간

사용가능한 양이 매장되어 있으며, 잠재매장량 기준으

로는약200년간사용할수있는양이매장되어있는것

으로알려져있다. 현재 32개국확인매장량을보면, 셰

일가스는 1,730억톤으로 원유 2,060억톤에 근접한 수

준이며 천연가스 매장량 1,710억톤보다는 많은 수준이

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중 셰일가스 비중은 2008년

8.9%이었으나2010년에는약23%로크게증가했다.7)

하지만 과도한 물 사용,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측면의 비시장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압파쇄에 사

용되는 화학물질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다량의 용

수사용으로인한수자원고갈위험이존재한다. 또한

메탄가스 방출로 인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등 환경

측면에서다양한문제를유발할소지가크다. 이에따

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셰일가스 개발이 저조한 편이며, 미국도 2012년 5월

친환경적인비전통가스개발원칙을발표한바있다.

향후이러한환경요인이가격에반 된다면현재의낮

은가격이지속될지불투명할것으로우려된다. 미국오바

마대통령은 2012년연두교서에서셰일가스의안전한개

발을위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지만미

국, 국, 프랑스등국가의환경단체들은수압파쇄공법을

중지하도록계속요청및시위를하고있는상황이다.

셰일가스 생산으로미국내발전부문에서 사용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지만 석유시

장에는 셰일가스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은 투자비가 낮고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가스복합 발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를 가

스로 대체하는 것은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어

려움이큰상황이다.

셰일가스의 에너지시장에 대한 향은 세계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중국의 셰일가스 생산여부에 달려

있다고볼수있다. 중국에는전세계셰일가스의약19%

가 매장되어 있으며 아프리카(18%), 미국(13%)이 뒤

를 잇고 있다. 중국의 매장량은 뛰어나지만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은 내륙 천

연가스인프라가미흡하고매장깊이가미국(2~4km)

보다 훨씬 깊은 6km 이상으로 새로운 시추기술과 대

규모 용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2015년까지 셰

일가스 탐사와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에게 셰일

가스 생산은 에너지위기를 타개할 매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셰일가스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생산을 개시

한다면에너지시장에강한파급력을초래할것이다. 

나. 신재생에너지는유망한대체에너지인가?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로벌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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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IA(2012), Annual Energy Outlook 2012.



를 겪으면서 시장이 위축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

너지로 부상하며 세계적으로 투자가 급증했다. 전 세

계 투자 규모는 2004년 330억 달러에서 2011년

2,570억달러로연평균 34.1% 증가했다. 

급성장하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 보조금 축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2011

년 이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

고 있다. 2004년 0.5유로/kWh의 높은 보조금을 지

불했던 독일은 2006년부터 매년 최대 6.5%, 2008년

부터는 매년 최대 11%씩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태

양광 공급과잉률 역시 2010년 1.6배에서 2011년 1.8

배로 증가했다.8) 공급과잉률은 생산능력을 생산량으

로 나눈 수치로 숫자가 커질수록 과잉공급이 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전 세계 36개 태양광기

업이 4.5GW의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한편, 대표적인

기업인솔린드라, 에버그린솔라, 큐셀등이파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25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서 화력발전의 성

장률 1.8%를 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9)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

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전망이

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2010년 1,950

억 달러에서 2030년 4,600억 달러로연평균 4.4%씩

늘어날전망이다.

이렇게신재생에너지 산업은화력발전과 함께성장

하겠지만, 주력발전원으로서석탄, 석유를대체할가

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막태양전지, 해상풍

력등차세대신재생에너지는현재효율및비용등에

서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기술혁신을 기대하기가 곤

란한 상황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

되더라도 일사량, 풍량 등의 자연조건과 부지 제약으

로대규모건설이어려운단점이있다. 

결과적으로신재생에너지는기술혁신의어려움과환

경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

기는힘들것으로평가된다. 향후온실가스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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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N21(각연도), Global Renewable Status Report, 각호

<표 5>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2004∼2011년)

구 분 수력 풍력 태양광 기타 합계

2004년 781 48 4 49 882

2011년 970 238 70 82 1,360

연평균 성장률 3.1% 25.7% 50.5% 7.8% 6.4%

(단위: GW)

8) 강정화(2012.4), “태양광기업들의기회와위험요인,”한국수출입은행.
9) 신재생발전량(TWh): 3.7(2008년) → 7.0(2025년),  화력발전: 12.9(2008년) → 17.6(2025년).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2011.



유럽경제위기 해소, 탄소시장 회복여부, 셰일가스 생

산확대 등 변수들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 ‘식량vs 에너지’갈등은지속될것인가?

옥수수를비롯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옥수수 기

반 에탄올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에탄올

생산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기업은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2년 7월부터 연속손실을 기록 중이며, 일부 기업

은 생산량 감축 및 폐업에 돌입했다. 미국의 1일 에탄

올 생산량은 2012년 1월 3,900만 갤런에서 9월에는

3,300만 갤런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유엔은 2012년

8월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미국정부에에탄올생산중단을요구하기도했다.

이러한위기가지속되면서 미국정부의재생연료 의

무혼합제도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2022년까지 옥수수 기반 에탄올 150억

갤런, 옥수수 이외의 원료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에탄

올과 바이오디젤 210억 갤런 등 총 360억 갤런의 바

이오연료생산을목표로하고있다. 옥수수이외의원

료로 스위치그래스, 폐식물, 대두유, 바이오매스, 조

류(Algae) 등 원료를 사용하여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차세대 바이오연료 원료

로각광을받고있는조류로부터바이오연료를생산하

는기술을개발중이지만아직상업화단계에이르지는

못했다. 한편에서는 2013년 의무혼합량 목표를 한시

적으로유예하자는논의가진행중이며차세대바이오

연료의원료별생산계획도아직불명확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높은옥수수가격과미국가

솔린소비량감소전망에따라옥수수기반에탄올산업

은 정체되어 옥수수가격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

로보인다. 2011년 에탄올생산량은 139억갤런이며미

국내생산가능량은149억갤런에이른다. 이는2022년

까지설정한생산목표치150억갤런에근접한수준이다. 

2011/2012 곡물연도에는 옥수수 생산량 124억 부

셸의 40.3%인 50억 부셸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했으

며 2012/2013 곡물연도 기간에는 옥수수 생산량의

42.1%를 사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사용량은 45억 부셸로 오히려 줄

어들것으로보인다. 에탄올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

해서는약 54억부셸의옥수수가필요하며이는 2011

년에사용된옥수수보다약 8% 증가한규모이다.

또한 미국 가솔린 소비량 감소전망에 따라 가솔린

과혼합하여사용하는에탄올사용량도감소될가능성

이 있다. 미국의 연간 가솔린 소비량은 2011년 1,338

억갤런으로 2010년에비해 2.7% 감소했는데향후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가솔린과 에탄올의 최

소의무혼합비율은 10%이며 자동차 엔진에 따라 85%

까지 혼합이 가능하다. 즉 가솔린 소비량이 감소하면

에탄올소비량도감소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현재의 차세대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셀룰로오스와 조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

과 바이오디젤 분야의 기술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상

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셀룰로오스 기반 에탄올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는 생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

책으로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확대할 가

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는 옥수수보다는 대두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식량과 에너지간

의갈등은지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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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자원시장의 블랙홀이
될것인가?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 에너지, 원자재, 곡물

소비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중국의 산업

화 및 도시화로 자원소비가 급증했는데, 2011년 세계

석탄소비의 약 49%, 구리의 약 40%, 대두의 약 26%

를 중국이 소비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중국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45.2%로서 선진국의

18.4%보다두배이상높았다.

하지만 향후 중국의 세계 원자재 수요에 대한 견인

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이 성장

전략을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중

국의원자재소비증가속도는둔화될가능성이크다.

중국의 제조업 규모는 2005년부터 5년만에 2배로 성

장했지만, 2011년부터는 2배 성장하는데 10년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율 상향계

획이원자재수요의버팀목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011년 중국의도시화율은약 51%로한국의약 90%,

미국 약 81%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중국정부

는이를 2020년까지약 55%로높일계획이다. 

또한 소득 증가로 중산층이 확대되어 에너지와 곡

물소비는 지속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1.9톤에서 2020년 2.7톤으

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 증가 속도는 감소할 전망이

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자원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원자

재소비량감소는제한적일것이다. 중국은인구규모

가크고소득수준이낮기때문에에너지및원자재이

용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

로 쉽지가 않다.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공업 부가가

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약 21%, 교통부문 에너지

소모량을 6.2% 이상감축할계획이다.

중산층 확대와 식생활 변화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

고 기업형 축산이 증가해 곡물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전망된다. 2010년 기준중산층은전체인구의

약 23%인 약 3억명 수준인데 2020년에는 약 48%인

7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형 축산의 증가추세로

2020년까지 옥수수 수입은 2011년보다 4배, 대두는

1.5배수준으로확대될전망이다.10) 중국인 1인당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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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중(좌) 중국 자원소비의 세계 비중(우)

자료: 1) BP, Statistics 2012, 2) Morgan Stanley Global Metals playbook,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란과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1980년 각각 7.4그

램, 33.4그램이었지만 2007년에는 각각 47.7그램과

90.2그램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식품소비량은 향

후에도지속증가하지만증가속도는둔화될것이다.

마. 기상이변은극복할수없는걸림돌인가?

세계적으로가뭄, 홍수, 폭염등기상이변발생빈도

가 증가하고 주기는 짧아지는 등 기상이변 위험이 확

대되고있다. 이에대한배경으로인간이배출하는온

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배

적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체)는 20

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폭염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추세는 21세기에본격적으로진행속도가빨라질것이

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 등 대기

해양의 순환활동 또는 태양의 흑점활동11)으로 발생하

는 자연적인 현상이 기상이변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8년, 2010년, 2012년 등 약

2년주기로엘니뇨로인한기상이변이발생했고 2011

년 미국, 멕시코, 아프리카 등의 가뭄은 라니냐가 원

인이라고밝혀졌다. 

주요 학자들도 기상이변 발생원인과 추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

소의 폴 듀락은 지구온난화로 1950~2000년 사이 해

수 증발과 강우로 이어지는 물 순환이 약 4% 빨라졌

으며, 금세기 말까지는 약 20% 가속될 수 있다고 주

장하여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반면 미국 컬

럼비아대학의 래이 피즈만은 네이처에 기고한 에서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4분의 1은

엘니뇨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발생논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미국 버클리대학의 뮐러 교수는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수정하고 지구온

난화를인정하는입장으로선회했다.

식량생산과 에너지소비가 기상상황변화에가장 민

감하게 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곡물 및 에너지가격

이상승하고그변동성도지속확대될전망이다. 기상

이변이발생하면 과옥수수생산은기상이변이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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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A

<표 6> 전 세계 및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율(연평균) 전망

구 분 2000∼2007년 2013∼2020년 2021∼2030년

세계 1.6 1.1 1.0

중국 6.7 3.5 1.3

(단위: %)

10) Grain(2012), "Who will feed China: Agribusiness or its own farmers?: Decisions in Beijing echo around. <http://www.grain.org>.
11) 태양표면의흑점이11년주기로증감을반복하는과정중에태양으로부터방출되는자기장과방사선도함께변동하여태양흑점이가장적을때는가장많을때보다

태양의광도가0.1% 높게나타남. 태양활동이가장약할때미국과남유럽에서는평년보다추운겨울이, 캐나다와북유럽에서는따뜻한겨울이나타나는것으로알
려져있음.



때보다 각각 5.5%, 3.8% 감소하고 가격은 평균 20%

상승한다고분석되었다.12) 그리고폭염또는이상저온

현상과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에너지수요

도증가하고있다.

또한 인류를 위협하는 물 부족 문제도 대두되고 있

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농업과 자원개발 분야의 비용 상

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쌀과 옥수수 1톤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각각 1,600톤과 1,022톤의 물이 필요

하다.13) 물 부족으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전망에도 대

비를해야한다.

4. 자원가격 장기 하락국면의 대응방향

3차 슈퍼사이클의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어 장기 하

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5대 이슈가 자원

시장 교란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전망이다. 자원수급

을 결정짓는 세계 경기변동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

서 자원시장을 구성하는 미시적인 요인들을 면 히

주시해야 한다. 향후 자원가격의 장기 하락국면에서

는 거시경기와 5대 이슈가 순항 또는 길항 작용을 하

며하락국면을형성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기업은 자원가격의단기변동뿐만 아니라장기

적인 주기현상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야 한다. 단기적인 시세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

리기술이 필요하지만 장기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 한 전략 설계가 중요하다. 미국의 석유기업인 쉘

은 유가 장기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경 을 구사하여,

자원가격의 장기추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위험관

리체계를 마련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했는데 이와

같은사례가주는시사점을참고해야한다.

가. 장기추세를 고려한 해외자원 확보의 적정
시점과전략수립

자원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확인한 후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가격 상승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의 자

원확보 투자는 고비용 저수익 사업이며, 정점을 지난

후퇴기와 불황기가 투자적기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자원가격 하락기에는 자원생산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단기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되지만,

장기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지므로 역발상의 투자

가 필요하다. 1980~1990년대 2차 슈퍼사이클의 하

락기간에 자원개발 투자가 부진했던 결과, 2000년대

자원공급이 수요에 미달하여 가격급등을 초래한 경험

이있다.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자원시장 후퇴기에 시행

한 투자의 결실은 다음 차례의 상승국면에서 발생하

므로 장기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석유트

레이더로 시작한 렌코어는 1990년대 자원시장 약

세 상황에서 저개발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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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obell, Schlenker & Costa-Roberts(2011.7) “Climate trends and global crop production since 1980,”Vol. 333, No. 6042, Science.
13) Hoekstra & Chapagain(2006), “Water footprints of nations,”Water Resource Manage.



2000년대 이후 세계 최대의 원자재기업으로 성장했

는데이를참고할필요가있다. 

나. 자원가격의하락국면을새로운기회로활용

자원가격하락은자원수입이 많은한국과선진경제

권에는 제조비용 감소, 물가안정, 무역수지 개선 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자원가격 하

락으로 절감된 자본은 다른 대체자원 개발과 관련 산

업투자등에활용이가능하다. 선진국은이미셰일가

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하고있다. 

하지만 자원부국에게는 국가경제위축과 재정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원생산국의 경제는

자원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조로 한국의 수출량도 동

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수출가운데 자원비중

은 69.5%이며 브라질은 65.1%에 달한다. 한국의 대

자원수출국 수출비중도 2002년 10.0%에서 2011년

15.4%로 증가했다. 즉 자원부국 경제위축에 대비한

전략이필요하다. 

반면 자원부국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이들 국가

의 자원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신흥국 중 자원수출 비중이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중간재 및 소비시장

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터키, 인도, 이집트,

폴란드 등의 국가가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장기적인 자원가격 하락시대를 대비해서 한국

기업과정부는새로운기회로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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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기구이다. 1973년 1

차 석유위기 이후 OECD 회원국들의 석유위기 대응

을위해설립된 IEA는‘세계에너지안보’라는사명을

위해활발히활동하고있다. 신뢰성있는자료를바탕

으로 명성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발간되는‘World

Energy Outlook’은 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

들사이에서가장중요한자료로활용되고있다. 석유

공급의 이상이 발생하여 유가가 급등하는 등 비상상

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를 방

출하여 석유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각종 에너지 기술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IEA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기구로서그위상을공고히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계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도 IEA가 몇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회원국 확대의 한계이

다. IEA는 OECD 산하 기구로서 OECD 회원국이어

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OECD국들이 세계

경제 및 에너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

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들

의 성장으로 인해 비회원국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IEA의 회원국들만으로

전 세계에 대응하기에는 IEA가 너무 작아진 것이다.

세계에너지안보를위해서는회원국의확대, 즉 전세

계를포괄할수있는외연의확대가매우중요한문제

로부각되고있다. 

두 번째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이다. IEA가 에너지안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

장강력한수단은비축유의방출이며, 이를위해회원

국들은 90일 이상의 석유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에너지안보는 석유 하

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에서 활용하

는 에너지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석유의 비중이 점

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석

유를제외한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등의에너지

원의비중은점차커지고있다. 게다가기후변화문제

가 점점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석유는 CO2를 배출한

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IEA 역시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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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자 석유 이외에도 가스, 신재생 등의 에너지

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에너지위기에 대한 실질적은 대응책은 석유자원에 한

정되어있다. 

세 번째는 다른 국제기구의 부상이다. 최근 독일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주도로 IRENA(국제신재생에너

지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IEA 회원

국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에너지기구를 설립하 다.

또한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라는 국제

에너지포럼이 부상하고 있다. 이 포럼은 에너지 소비

국과 생산국 간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IEA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포럼

가입국가들의석유, 가스공급및수요량은전세계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등장은

IEA의 위상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아직

IRENA와 IEF는 IEA에 비해 국제적 위상과 실질적

인 활동이 미미하지만, IEA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등

장에 이들과 차별화되는 국제적 위상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본고에서는 IEA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신흥국으로의회원국확대문제, 석유중심위기대응

의 한계,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의 증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IEA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한다.

2. IEA의 개요 및 주요 활동내용

가. 설립배경및회원국가입현황

IEA는 1973년에 일어난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

소비국들이 석유위기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된 단체이다.

석유공급국들(OPEC)의 단합으로 인한 석유공급의

위기가 발생하자 석유소비국들이 단합하고 공동 대응

하여석유안보를도모하기위해설립된것이다.

IEA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

이 필요하다. OECD국가로서 석유 순수입국이어야 하

며전년도 1일평균순수입량기준90일분이상으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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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EA회원국 가입현황

구 분 가입국가

창립회원국(1974)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터키, 캐나다

1970년대 가입국 노르웨이(1975), 뉴질랜드(1976), 그리스(1977), 호주(1979)

1980년대 가입국 포르투칼(1981)

1990년대 가입국 프랑스(1992), 핀란드(1992), 헝가리(1997)

2000년대 가입국 체코(2001), 한국(2002), 슬로바키아(2007), 폴란드(2008)



유를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석유소비를

10% 까지줄일수있는수요제한프로그램이있어야하

고, 비상 시 협동 대응조치(Coordinated Emergency

Response Measures, CERM)를 실행할 법률과 규제

가있어야하며, 석유회사들이필요한때에정보를보고

하게하는법률과조치가있어야한다. 이러한가입기준

에따라현재28개국가가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다. 

나. 주요조직현황1)

IEA는 이사회와 5개의 상설그룹, 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60명의 전문인력

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예산규모(2012년기준)는약 2천 6백만유로이다.

1) 이사회(Governing Board)

각 회원국의 에너지 고위관리로 구성된 주요 의결

기관으로, 국가에너지정책 및 세계에너지현황 검토,

에너지수급전망 평가 및 회원국에 정책 권고를 수행

하며 연 3, 4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료급 회의는 2

년에 1회개최한다.

2) 상설그룹(Standing Groups) 및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가) 장기협력상설그룹(SLT, Stand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on) : 회원국의에너지안보

및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 분석과 에너지부문 발

전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IEA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국가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권고와 에너지

절약·효율·신재생에너지이용등에관한분석및권

고, 그리고 사무국의 업무 및 정책분석 방향을 지도하

23

2013 봄호ENERGY FOCUS

[그림 1] IE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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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A의조직현황에대한설명은도현재·박희현(2002)의 IEA 에너지국제협력활성화방안연구의내용을일부참고하 음.

이사회(Governing Board)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11.6.23



며연간 4~6회회의를개최한다. 

나) 석유시장상설그룹(SOM, Standing Group on

the Oil Market) : 석유시장상황에대한회원국의신

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제석유시장의 중·단

기적발전상황을검토하고, 석유시장정보의수집·분

석 및 월간 석유시장보고서(Monthly Oil Market

Report)를발간하며연간 2회의회의를개최한다.

다) 비상문제상설그룹(SEQ, Standing Group on

Emergency Questions) : IEA의 석유위기 대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담당한다. 석유비축의무를 포함한

IEA 회원국의 위기 대응구조의 주기적 점검 및 조언,

세계 수급 및 설비전망 등 석유안보이슈를 검토하며,

연간 2~3회의회의를개최한다.

라)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 에너지기술

관련 정책분석 및 자문, 보급전망 및 권고, 에너지기

술 연구·개발·시범·보급의 국제협력 촉진 등의 업

무를수행하며연간 3회의회의를개최한다.

마) 로벌 에너지 포럼(SGD, Standing Group

on Global Energy Dialogue) :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비회원국들과의 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많은 프로

젝트들이 IEA 내의다른부서와합동으로진행된다. 

바) 석탄산업자문위원회(CIAB, Coal Industry

Advisory Board) :석탄관련기업의고위경 자들로구

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석탄의 신

속공급및거래준비상태확보를위한조치(Principle

for IEA Action on Coal)의 시행을지원하고산업계

시각에서 IEA에조언하는역할을수행한다.

사) (석유)산업자문위원회(IAB, Industry

Advisory Board) : IEA 회원국 내 석유기업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산업에 대한 조언을 담

당한다. 비상 시 또는 대응태세의 점검 시 사무국 및

석유업계와합동으로비상운 팀에참여한다.

3) 사무국(The Secretariat) 

회원국의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되며 IEA의 상설그

룹과 산하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집행·관리하며 이들

이위임한사항을수행한다. 또한회원국정부및자문

그룹간의협의·연락·중재및조정업무를수행한다.

다. 주요활동내용2) 

1)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에너지프로그램(IEP)에 따른 기능의 수행으로

석유비축, 석유융통, 수요억제, 석유시장정보체계유

지등석유공급위기에대한대응체계유지및개선활

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상문제상설그룹

(SEQ)와석유시장상설그룹(SOM)이담당하고있다.

2) 세계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포럼

각회원국의에너지정책체계에대한 IEA 사무국과

다른 회원국에 의한 검토와 정책 권고, 그리고 세계

에너지시장전망및에너지원별시장분석등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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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위기

하고 있다. 이와같은 활동은 장기협력상설그룹(SLT)

과 로벌에너지포럼(SGD)이담당하고있다. 

3)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회원국의 에너지안보와 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의

공동목표를 위하여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활동을 통해 에너지기술 관련 연구·개발·시범·보

급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CERT에

서는 에너지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산하에 화석연료분야, 신재

생에너지분야, 최종에너지 이용분야, 핵연료분야의

기술 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4개의 실무그룹을 운

하고 있다. 또한 CERT는 회원국의 에너지기술 및 에

너지효율에 관한 정책분석 및 신기술의 전망과 보급

전략등의정책자문역할도수행하고있다.

라. IEA에대한SWOT 분석

Van de Graaf(2012)는 SWOT 분석을 통해 IEA

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에 대해 분석하 다. 이

에 따르면, IEA는 석유위기에 대비한 석유 비축과 대

응방안이 잘 준비되어 있고 명성있는 전문가들과 신

뢰성 있는 방대한 자료, 이를 바탕으로 한 World

Energy Outlook 같은 권위 있고 명성 있는 발간물

이 강점이다. 또한 G8/G20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으

로 위상이 강화되고 신흥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으로

OECD 밖으로 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 기술발달과

후쿠시마사고같은전지구적인사고의증가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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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an de Graaf, T.(2012) “Obsolete or resurgent?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n a changing global landscape,”Energy
Policy 48

<표 2> IEA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90일분이상의석유비축의무와과거의성공적인활용경험
신뢰성 있는 자료 및 권위있는 분석이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있음
명성있는전문가집단이수준높은인력을유인
모든 형태의 에너지원에 대해 넓고 다양한 관점(시장, 기술,
정책)에서다룸
미디어노출증가

공식적인 비상시 석유대응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
(obsolete). CERM 절차는 IEA의권위의약화를드러냄.
예산제약
OECD와의 제도적 연결이 IEA의 예산과 독립성, 이미지에
부정적인 향을끼침
현재회원국들은제도적변화에대한인센티브가없음

G8/G20 및기타국제기구와의작업수행
신흥국가로의외연확대
기술의 발달과 지정학적인 사건들의 증가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필요

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의증가로업무중복및 역다툼우려
IEA의제한된가입조건은시대에뒤떨어져있다는인식
IEA가 오일피크를 부정하며 화석연료산업계의 향을 받는
다는비판
IEA 회원확대시회원국간동질감약화



정책제안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점이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약점으로는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가스, 신재

생등)의 부상으로석유중심의위기대응체계가시대

에뒤떨어지고있는점, 비축유방출에의한석유위기

대응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IEA의

권위가 실추되는 점, 부족한 예산 등이 있다. 위기요

인으로는 다른 국제 에너지기구들이 설립됨으로써 경

쟁이 심화되는 점,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이 회원

국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 화석연료의 사용을 옹호하

고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축소평가한다고 비난받

는점등이있다(<표 2> 참조).

3. IEA의 당면과제

IEA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에너지기구로

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3) 사

이에서, 그리고 내부적4)으로도 IEA가 직면한 문제들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EA가 당면하

고있는문제들을신흥국으로의회원국확대문제, 석

유중심의위기대응체계문제, 비슷한국제기구의부

상에 따른 위상 정립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신흥국으로의회원국확대문제

1974년 IEA가 설립될 당시 OECD 국가들은 전 세

계 석유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전 세계 석유시장

에 상당한 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 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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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n de Graaf(2012), Colgan(2009).
4)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Strategy Paper: IEA Mission, Global Positioning and Priorities,”2012.2.
5) 본고에서는 World Energy Outlook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2에서신정책(New Policies) 시나리오전망을참고하 음.

[그림 2] 지역별 석유 수요 현황 및 전망(mb/d)5)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2 



까지만 해도 비OECD국이 세계 석유수요에서 차지하

는비중은 37% 정도에불과하 다. 그러나이후중국

과 인도를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1

년에는 비OECD국의 석유수요 비중이 약 48%에 달

하 고 2015년 이후에는 비OECD국의 석유수요가

OECD국을앞지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IEA에는 OECD국이어야만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비OECD국의 석유수요 비중의 증가는 석유

위기에 대한 IEA의 대응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을 의미한다. OECD국으로만 이루어진 IEA는 전 세

계를대표할수없으며오히려시간이지날수록그대

표성은 감소되어 간다. IEA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

제적인 기구로서 존재하려면 비OECD국으로의 외연

확대(Outreach)가 필요하다. IEA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비축유 방출의 효과를 높이고 기후변화 관련 대

응의 효과를 높이며 비회원국들의 양질의 자료를 수

집할수있게된다(Van de Graaf, 2012). 

그러나 외연 확대의 과정에는 몇 가지 난제들이 존

재한다. IEA가 비OECD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IEA 설립의근간이되는 IEP(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을 수정해야만 한다. IEP에 IEA

회원국의 자격은 OECD국에 한해 주어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IEA 내부의 일부 회원국들은 비

OECD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임에 따른 IEA 내 동질

성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IEA는 주로 에너

지 소비국들의 모임으로서 석유 생산국 모임인

OPEC에 대항하여 에너지 소비국들의 입장을 대변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연 확대의 주요 대상국 중

에 하나인 러시아는 대표적인 석유 및 가스 수출국으

로서 러시아가 IEA의 회원으로 편입될 경우, IEA가

에너지 소비국들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수도있다고우려하는것이다. 

한편 비회원국들의 입장에서도 IEA의 회원국이 되

려는유인이적다. IEA에가입하면 IEA에서제공하는

고급정보에 접근이 더 쉬워지고 IEA를 통한 향력

행사에 자국의 의견을 반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그러나 가입에 따른 분담금을 내야하고 회원국으

로서 석유 비축이나 정보제공 등 여러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반면 IEA에가입하지않더라도 IEA의

활동에 따른 이점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무임승차

(Free ride) 효과도존재한다(Colgan, 2009). 석유가

격이 올라가 IEA가 비축유를 방출하여석유가격을 안

정시켰을 때, 그 효과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이나 똑

같이누릴수있는것이다. 

또한 IEA의 현재 투표 시스템(voting system)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비회원국이 가입을 꺼리게 만드

는요인중에하나이다. 현재투표권은기본투표권과

석유소비비중 투표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회원국은

3개의 투표권을 기본적으로 갖고, 1973년 석유 수입

량에 따라 추가적인 투표권을 갖게 된다. 1973년 이

후로 각국의 석유 수입량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투표시스템은 변하지 않았고, 현재 각국

의 석유 수입량과 투표권 수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

한다. 현재의 투표 시스템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는 석유 소비량에 비해 적은 수의 투표권을 갖게

되고 IEA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력도 그만큼 작

아지게되어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IEA 회원국으로서의 각종 의무사

항이 주권을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회원 가입에 더욱

부정적이다. 회원국들은 IEA에 자국의 중요한 데이

터와 석유시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

무가 있으며 석유비축현황이 모니터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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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EA 투표권 현황

구 분 기본 투표권 석유소비비중 투표권 투표권 총계

Australia 3 1 4

Austria 3 1 4

Belgium 3 1 4

Canada 3 4 7

Czech Republic 3 1 4

Denmark 3 1 4

Finland 3 1 4

France 3 6 9

Germany 3 8 11

Greece 3 0 3

Hungary 3 0 3

Ireland 3 0 3

Italy 3 5 8

Japan 3 14 17

South Korea 3 1 4

Luxembourg 3 0 3

Netherlands 3 1 4

New Zealand 3 0 3

Poland 3 1 4

Portugal 3 0 3

Slovak Republic 3 0 3

Spain 3 2 5

Sweden 3 2 5

Switzerland 3 1 4

Turkey 3 1 4

United Kingdom 3 5 8

United States 3 43 46

Totals 81 100 181

자료: IEA,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2008.9



IEA는 회원국들의 석유 비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IEA의

권한들이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있다(Colgan, 2009).

나. 석유중심위기대응의한계

1974년 IEA가설립되면서내세운기치는석유위기

대응이었다. 당시에는 석유가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석유위기 대응은 곧 에너

지안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석유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

다. 아직도석유는에너지원중에서는가장높은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송부문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향후에도 석유는 중요한 에너

지원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러 요인

들에의해석유의에너지원내위치와비중은점점작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CO2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가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은

기술개발과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그 비중이 점차 확

대되고 있다. 가스의 경우,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가스가격이 하락하고 가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어

가스의 비중이 2035년경에는 석유의 비중에 근접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비중

의 증가만큼 석유의 비중이 감소하여 1980년에

42.9%에 달하 던 비중이 2035년에는 27.1%로 줄

어들것으로예상된다. 

석유가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IEA도 마치 냉전 후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본래의 존재의미를 잃고 수명보다 오래된(outlived)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Van de Graaf, 2012).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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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너지원별 수요비중 전망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World Energy Outlook 2012



위기 대응은 IEA 설립의 근간이었고 이를 통해 세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자 하 다. 전략 비축유를 확

보하고 석유공급 위기 시에 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석유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위기 대응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

식이시대에뒤떨어지게된것이다.

다. 에너지관련국제기구의증가

IEA는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중가장 권위있고

향력있는단체이다. 그러나최근에너지관련국제기

구들이증가하고있다. 그중 IRENA와 IEF는 IEA와

업무 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단체로서 최근

그 향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IRA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전 세계에 촉진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독일과 덴마크, 스페

인등이설립에주도적인역할을하 다. 이들국가는

모두 IEA의회원국들로 IEA 내 신재생에너지에대한

입장과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

다. IRENA 설립의 주요 인물인 Hermann Scheer

는 IEA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따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하여,

“IEA는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장기적인 필요성을 강

조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언급하

다(Scheer, 2007). IRENA의 설립에 대해 IEA의

이사회와 여러 회원국, 특히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

(Van de Graaf, 2012).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IEA의 회원국들의 주도로 새로운 에너지기구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IEA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되었음

을 의미한다. IEA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신뢰를 주지

못하고있는것에대한반증이기때문이다.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는 에너지 생

산국과 소비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

어진 기구로서 IEA와 OPEC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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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제에너지기구 비교(2012)

구 분 IEA IRENA IEF

설립연도 1974년 2009년 1991년

회원국 28개국
101개국

89개국(58개국 가입 신청 중)

설립목적 세계 석유 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대화의 장 마련

예산 26백만 유로 28백만 달러 -

·세계 석유위기 대응

주요 업무
·국가별 에너지 정책제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국제에너지포럼 개최
·WEO 등 각종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JODI 작성 및 운
보고서 작성

자료: IEA, IRENA, IEF 홈페이지



양 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가입되어 있어 총 89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

어 있다. IEF 회원국들의 석유 및 가스의 공급량과

수요량은전세계의약 90%를차지하기때문에전세

계를 아우르는 에너지기구라고 볼 수 있다. IEF의 주

요 목적과 활동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들 간의 대

화를 통해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세계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년

에 한 번씩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를 주관

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각료회

의가 되었다. 또한 JODI(Joint Organization Data

Initiatives)를 운 함으로써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

제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시장 투

명화에 기여하고 있다. IEF는 1991년 첫 회담 이래

활동이 미미한 편이었으나 2002년 9월 상설 사무국

이 설립되었고 2011년 2월 IEF 헌장이 채택되면서

그 목표와 활동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IEF는 그 활동

의 목적이 IEA와 상당히 유사하고 회원국의 범위는

전 세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IEA의 위상

에 도전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

로예상된다.

4. IEA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향

가. 비OECD국가로의외연확대활동

IEA의 회원국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2007년 IEA의 사무총장이 된 노부아

다나카(Nobuo Tanaka)는 중국과 인도를 IEA의 협

력체 안에 끌어들이는 것의 필요성을 여러 연설에서

강조하 다.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2009

년 1월 상원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IEA가 중국

과 인도를 회원국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미 국무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

힌바있다(Florini & Sovacool, 2009). IEA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역시 IEA 창립 35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

국과 인도 같은 신흥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강조

하 다. 2012년에 발행된 IEA 자체 전략보고서에서

도비회원국과의협력을강화할것을언급하고있다.

IEA에서는 이미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은 로

벌에너지포럼(Standing Group on Global Energy

Dialogue, SGD)이라는 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부서는 비회원국들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부문의

주요 발전사항, 에너지공급 안보에 미치는 향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비회원국 및 타 국제기관과의 협력

업무를수행한다. 

IEA의 회원국 확대 노력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이다. IEA는 이 세 나라와 1990

년대 후반 상호협정을 맺고 파트너국의 자격을 부여

하여 2년 주기로 열리는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에 수차례 참석하기도 하 다. 2009년 각

료 이사회에서 IEA는 이 세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더

욱 심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공동성명서를발표하 다.  

2012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외연확대 활동이 이루

어졌는데, 바로 파트너국 협회(Partner countries

association) 제도의 추진이다. 2012년 6월부터 11

월까지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

아, 남아공 등 7개의 파트너국과 IEA 사무국 간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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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참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6

개국은 협회 설립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

도를가지고있고, 중국은아직미온적인반응을보이

고있다. 

동 협회는 법적 구속이 아닌 정치적 협약과 사무국

과 각 파트너국 간의 쌍무적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될

것으로예정되고있다. 협회설립시파트너국들은에

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에너지안보 관련 활

동에 협조하며 각종 에너지 기술개발 활동에 협력하

게될것이다. 그러나기존회원국들에비해참여정도

는 더 작을 것이고 기부금 역시 내기는 하지만 기존

회원국이 반을 부담하며 석유비축일 기준은 60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 협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 중이며 2013년 중 이사회에

서협회설립에대한초안과각국에대한협의내용이

논의될것으로예정되어있다.

나. 다양한에너지원으로의활동범위확대

IEA가 석유위기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세계 에너지안보’이다. 그러나 오늘날 석

유위기 대응만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시대

에뒤떨어진방식이되었다. 이와관련하여오늘날새

로운 에너지안보의 개념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개념

을 넘어서 석유·전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의 생산

과 해상 및 육상 수송, 유통 인프라에 대한 보호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있다(Yergin, 2006). 

IEA의 실질적인 에너지위기 대응수단은 전략비축

유의 방출이지만, IEA의 활동은 석유를 넘어서 다양

한 에너지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IEA에서 수집

하는 통계자료는 석유 자료뿐만 아니라 석탄, 가스,

전력, 신재생 등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각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발간되고

있는데,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 가스의 개발 관련

보고서인‘가스 황금시대의 황금률(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2012)’은 이의대표적인

예라고할수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활동은 IEA 내의

CE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ERT 내에는 화석연

료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최종에너지 이용분야, 핵

연료분야 등 4개의 실무그룹이 존재하여 각 에너지원

에 해당되는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특히CERT에서발

간하는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는 에

너지안보와 기후변화, 에너지수요의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

고있다.

다. 국제무대에서의위상강화활동

G8 및 G20과의 협력 활동은 IEA의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IEA는 자료 제

공및분석, 제안에있어서절대적인역할을담당하

다. G8과의 협력은 G20으로도 확대되었고 이들과의

접한 활동은 IEA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

다. 또한 IEA는 다른 주요 국제기구들과도 건설적인

관계를맺어나가고있다. IEF가 주관하는 JODI 작업

에 IEA는 자료 수집 및 제공에 긴 한 도움을 주고

있다. IRENA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IRENA의 설립

에 IEA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서로의 업무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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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2012년 1월 양 기관은 서로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구체적

인 내용은 공동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데이

터베이스를개발하는것등이다. 

IEA의 자체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향후

G20과 청정에너지 각료회의(CEM)에 대한 참여,

OECD 및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에 IEA 전문가들의

참여, IEF와의 외교적 노력의 경주, 에너지기업협의

회(Energy Business Council)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산업계와의관계강화, 다른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목표를 세우고 IEA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5. 결론

IEA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기구이지만, 현재

비회원국으로의외연확대문제, 석유중심위기대응의

문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의 증가 등 문제들에 직면

해 있다. 이에 대해 IEA는 준회원국 제도를 통해 비

OECD국가들을테두리안으로끌어들이려하고있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에 대한 자료수집과 기술개발을

통해다양한에너지원의활용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

있으며 G8 및 G20와 같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강화하고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들에 당면하고 있는 IEA의 상

황에서 현재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활동들은 새로

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노력들

이‘세계 에너지안보’라는 IEA의 존재의미와 사명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IEA는 국제 에너지 사회에서 그

위상과 향력을더욱높이고확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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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해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와 경기부진, 이에 따

른 세계경제 성장세 위축 및 중국·인도 등의 성장세

둔화로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약화되고 있

는 가운데,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2.8%, 2분기에 2.3%, 3분기에 1.5%, 4분기에 1.5%

를 보이며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에는상반기의따뜻한날씨, 4분기의추운날씨, 여

름철의 무더운 날씨 등으로 기상요인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향도상당히컸다. 이에따라생산의투입요

소이자 소비재인 에너지도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

되는 가운데 계절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는 2012년 에너지소비 동향을 살펴본 후, 2013년 에

너지수요 전망을 제시한다. 아울러 에너지수요 전망

의특징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2. 2012년 에너지소비 동향

2012년에는세계및국내경제의성장세둔화와높

은 국제유가 수준이 반 되어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동

일 열량 환산기준, 2.7% 증가). 한편, 우리나라 총에

너지 소비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아닌 원료

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한다. 석유화학산

업과 철강산업에서 주로 원료로 사용되는 비에너지유

및 원료탄을 제외할 경우, 총에너지소비는 2012년에

1.1%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따라기온의 에

너지소비에 대한 향력이 증가하 다. 상반기에는

날씨가 따뜻해 난방수요가 감소하 으나 4분기에는

추운 날씨로 난방수요가 증가하여 계절별로 편차가

컸다. 또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냉방수요가

급증하 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탄소비는 철강 및 건설

경기 둔화로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고 발전용 석탄 설

비의증설도없어 2011년보다 1.6% 감소한것으로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김 태 헌
(thkim@keei.re.kr) 

1) 본고는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2012.12)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보완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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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유연탄은 발전용 수요의 경우 보합세를 보

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제철용(-0.9%)과 시멘트 제조

용(-2.1%) 수요감소로전년보다 1.1% 감소하 다. 무

연탄은 가정·상업부문(-7.8%) 및 발전용(-5.0%) 수

요의감소세가지속되고, 증가세를이어오던산업용도

감소(-7.1%)로전환되어전년보다7.1% 감소하 다.

석유소비는 원료용 수요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수요의

약 46%를 점유하는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가 타석유

제품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증가율(8.4%)을 기록하

여 석유수요 증가를 견인하 기 때문이다. 고유가 지

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 및 국제

항공수송 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송용 석유수요도 전

년보다 2.3% 증가하 다. 산업부문은납사등원료유

소비가설비증설과 수출호조로 급등(7.3%)하여 4.5%

증가하 다. 

천연가스는 발전용과산업용의 높은소비증가로전

년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용은

2012년에 신규 원전(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가

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고리 1호기, 광 5,

6호기 등)의 가동 정지와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

년대비 8.5%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도시가스는가

정·상업용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수요증가세지속으로 6.9% 증가한것으로추

정된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석유에서 도시가

스로의 연료대체로 산업용 도시가스는 12.4% 증가하

으며, 가정·상업·공공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4

분기의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수요 급증으로 3.1% 증

가하 다.

전력소비는 경기둔화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요금 수준, 전기사용 기자재

보급확대등수요증가요인이산재되어있으나, 산업

생산 활동 둔화 및 정부의 강력한 전력수요관리정책

등의 향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최근 경제 및 총에너지소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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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해온 산업용 수요

는 산업생산 활동 둔화로 2.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체 전력수요 증가율 안정화에 기여하 다. 가정용

수요는 2012년에 여름철 무더위와 4분기 추운 날씨

의 향으로 전년보다 증가율(3.5%)이 다소 상승하

으나, 상업용은정부의전력수요관리정책등의 향으

로증가세(1.2%)가전년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신규 원자력설비는 2012년 7월에 신고리 2호기(100

만kW)와 8월에신월성 1호기(100만kW)가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연말기준으로전년에비해 10.7%의 설비

용량이증설되었다. 신규원전의가동에도불구하고고

리 1호기(59만kW)와 광 5, 6호기의가동정지, 월성

1호기(68만 kW)의 설계수명 종료(11월) 등으로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1.8%)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된다. 

2012년 총에너지수요 증가분에 대한 최종에너지원

별 기여도는 석유 41.7%(납사 51.6%), 전력 30.6%,

석탄 -10.4%(제철용 유연탄 -2.6%), 도시가스

21.2%로 납사와 전력이 에너지소비를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나타났다.

최종에너지 수요는 경기둔화의 향으로 2012년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열량 환산

기준을적용할경우, 최종에너지증가율은 2.7%로나

타났다. 최종에너지수요 부문별 기여도는 산업부문이

42.5%, 수송부문이 25.4%, 가정·상업·공공부문이

26.6%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 기여도가 2012년 에

너지소비비중 61.5%보다낮았다.

산업부문은 도시가스와 원료용 납사가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하여 연료유 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 다(동일 열량 환산기준,

3.0% 증가). 수송부문은고유가상황임에도불구하고

승용차량의 대형화,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 등으로 휘

발유 및 항공유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전년대비 1.5%

증가하 다(동일 열량 환산기준, 2.8% 증가). 가정·

상업·공공부문은 2012년 3분기의 더운 날씨와 4분

기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등

으로 인해 전년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동일 열

량환산기준, 1.5% 증가).

[그림 2] 2012년 총에너지수요 증가의 최종에너지원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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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2.5 1.0 5.5 12.2 18.3 22.6 24.6 25.9 21.5 15.3 8.0 -0.5

냉방도일
0 0 0 3 39 138 206 246 111 10 0 0

(CDD)

난방도일
634 482 389 177 29 1 0 0 6 92 302 571

(HDD)

3. 2013년 에너지수요 전망

가. 전망전제

2012년에는 유로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세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경제성장률 전제는

한국은행 경제전망(2013.1)의 전망치를 이용하 으

며, 경제성장률을 2013년에 2.8%로설정하 다. 

본고에서는 날씨에의한에너지수요 변동을반 하

기 위해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s, CDD), 난

방도일(Heating Degree Days, HDD) 등을 이용한

다. 전망에활용된기온변수는지난 10년간의평균기

온정보를 이용하 으며, 전망 기간 중에는 평년 기온

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 다.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수요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을 전망의 전

제로 사용한다. 2013년 국제유가 전망을 위해 에너지

경제연구원(2012.11)에서 전망한 기준유가를 이용하

으며, 기준유가는 2013년에 105.27 $/배럴로 2012

년국제유가 108.74 $/배럴보다 3% 정도하락할전망

이다. 전망된 국제유가는 국내 석유제품 및 도시가스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위해

<표 1> 경제성장률 전제

2011p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p 4/4e 연간e 연간e

(단위: %)

4.2 3.5 3.6 3.3 3.6 2.8 2.3 1.5 1.6 2.0 2.8

주: p는잠정치, e는전망치.
자료: 1)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전망, 2013.1

2)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2.12

<표 2> 기온변수 전제

201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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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냉방(난방)도일은일평균기온이기준치(18℃) 보다높을(낮을) 경우, 일평균기온과기준치와의차이를의미함. 월별냉·난방도일은해당
월의일별도일을합한것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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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의에너지가격모형이이용된다.

나. 에너지원별수요

2013년 총에너지수요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6% 증가한

286.4백만 TOE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원전(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가동으로 원자력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세가

크게둔화될전망이다.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1년 0.255에서

2012년 0.253, 2013년 0.253으로 2012년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열량 환산기준 개정에 따라 원단위

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데, 개정 전 열량기준을 적

용할 경우, 2012년과 2013년 에너지원단위는 각각

0.257과 0.256으로 2011년에비해원단위가악화되는

것으로나타났다. 2009~2011년기간중에너지원단위

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수요 증가와 철강산업의 제철

설비증설로악화되었다. 2012년에도원료용납사수요

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선 추세로 돌아서지 못했으며,

2013년에도이러한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2011년 5.45 TOE에서 2012

기준유가 108.74 104.34 105.27 105.08 106.37 105.27

고유가 109.78 116.27 117.80 118.50 121.06 118.41

저유가 107.64 93.02 93.62 92.86 92.20 92.93  

<표 3> 국제원유가 전망

2013
시나리오

2012년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단위: $/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동향과전망, 2012.11

주: 1) (     )안은개정전열량환산기준이적용된수치. p는잠정치, e는전망치. 
2) 추계인구자료(통계청KOSIS) 개정으로, 2006년이후의 1인당소비실적이변동됨.

<표 4> 에너지 소비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2013e

경제성장률(%) 4.0 5.2 5.1 2.3 0.3 6.3 3.6 2.0 2.8

1차에너지소비
3.8 2.1 1.3 1.8 1.1 7.9 3.4

1.3
2.6

증가율(%) (2.7)

에너지원단위
0.264 0.256 0.247 0.246 0.248 0.253 0.255

0.253 0.253
(TOE/백만원) (0.257) (0.256)

1인당 소비(TOE) 4.77 4.82 4.87 4.92 4.95 5.31 5.45 5.47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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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5.47 TOE, 2013년에는 5.58 TOE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 증가로 인해 각종 전기 및 전자기기,

냉방, 난방, 자동차 수요 등 소비를 위한 에너지수요

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투

입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

가해왔으며 2013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

지다소비산업 위주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원단위를 악

화시키는 것은 물론 1인당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중요한요소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탄수요는 2013년에 소폭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용은 경기호전

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발전용 수요

는설비증설이이루어지지않아수요가정체될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유연탄은 2013년에는경기가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0.7% 증가할 전망이며, 무연

탄도소비비중이높은산업용이반등할것으로예상되

어2012년수준보다다소(0.9%) 증가할전망이다.

석유수요는 2013년에도 수송용 및 원료용 수요의

비교적 빠른 증가세로 인해 전년에 비해 2.5% 증가

할 전망이다.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

매의 꾸준한 증가 및 국제 항공수송 수요의 증가 등

으로 수송용 석유수요는 2013년에 2.8%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은 2013년에도 지난해의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로 인한 납사수요 증가세

(4.8%)가 지속되어 전년에 비해 3.5% 증가할 전망

이다. 납사수요는 금년에도 석유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올해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신규 원전(신월성 2호기 100만kW,

신고리 3호기 140만kW)의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전년 수준에 머물고, 도시가스용 수요도 증가세가 둔

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수

요는올해증가세가다소완화된 7.8% 증가율을시현

하고, 가정·상업·공공부문 수요는 전년의 추운날씨

[그림 3] 에너지원단위 및 1인당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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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에는 소폭(1.1%) 증

가할전망이다.

전력수요는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3년에는

3.0% 증가할전망이다. 산업생산활동이증가함에따

라산업용수요는지난해의증가율(2.8%)보다는높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전력 수요는

지난해와 같은 증가세(3.5%)를 유지하고, 상업용은

경기호전으로 증가세(1.9%)가 전년(1.2%)보다 소폭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설비인 신월성 2호기(100만kW)와 신

고리 3호기(140만kW)가 올해 상업운전에 들어가 연

말기준으로금년대비 10.1%의설비용량이증설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보다 10.2%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다. 부문별에너지수요

2013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

로 2.9% 증가할전망이다. 산업부문은도시가스와원

료용납사(4.5%)가 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할것으로

예상되며, 전년에 감소하 던 제철용 원료탄 수요도

회복세(4.1%)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

업부문수요는전년대비 3.8% 증가할전망이다. 

수송부문은고유가상황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승용

석탄 130.9 32.6 29.3 32.5 34.3 128.8 62.5 67.2 129.7
(백만톤) (8.1) (3.1) (-2.5) (-5.3) (-1.5) (-1.6) (0.9) (0.6) (0.8)

석유 801.6 209.1 201.1 204.2 221.8 836.2 417.9 439.4 857.3
(백만bbl) (0.9) (1.1) (9.8) (1.5) (5.4) (4.3) (0.9) (0.5) (2.5)

LNG 35.6 12.7 7.9 6.7 10.9 38.3 21.0 17.8 38.7
(백만톤) (7.6) (2.8) (6.5) (7.9) (14.2) (7.5) (1.9) (3.2) (1.2)

수력 8.0 1.7 1.8 1.8 1.2 6.4 3.0 3.0 6.1
(TWh) (23.3) (9.6) (-6.9) (-47.7) (1.3) (-19.7) (-12.6) (3.6) (-5.2)

원자력 150.2 37.7 36.4 40.3 38.6 152.9 80.6 88.0 168.6
(TWh) (1.1) (0.6) (-5.6) (5.4) (7.4) (1.8) (8.7) (11.7) (10.2)

기타 6.6 1.8 1.8 1.8 1.9 7.3 3.9 4.1 8.0
(백만TOE) (9.1) (10.6) (11.1) (10.2) (11.2) (10.8) (8.1) (9.7) (8.9)

1차에너지 275.7 74.1 64.6 66.1 74.3 279.2 141.8 144.6 286.4
(백만TOE) (4.5) (0.7) (2.1) (-1.3) (3.4) (1.3) (2.2) (3.0) (2.6)

<표 5> 1차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2012 2013e
구 분 2011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주: 1) 2012년 1차에너지증가율은구열량환산기준이적용된2011년자료대비임. 2011년에신열량환산기준을적용할경우, 2012년 1차에너지
수요증가율은전년대비2.7% 증가.

2)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p는잠정치, e는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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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대형화,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 등으로 휘발유

및 항공유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할 전망이

다.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는 과거와 같이 도시가

스가석유제품, 무연탄을대체해갈것으로예상되며,

전력수요는 2.4%의완만한증가를보일전망이다. 경

기부진으로 상업부문 에너지수요가 정체되어 있어 가

정·상업·공공부문 전체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0.8% 증가할전망이다.

4. 2013년 에너지수요 전망의 특징

가.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의 80%가 산업부문에
기인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2010년 10.2%, 2011년

8.5% 증가하여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해왔으나,

2012년에는 경기둔화의 향으로 0.8% 증가하는데

산업 126.9 31.6 31.3 31.7 33.3 127.9 65.2 67.6 132.8
(백만TOE) (8.5) (1.1) (2.7) (-1.5) (1.0) (0.8) (3.6) (4.0) (3.8)

수송 36.9 8.9 9.3 9.6 9.7 37.4 18.4 19.8 38.3
(백만TOE) (-0.2) (1.1) (5.9) (-1.7) (1.0) (1.5) (2.5) (3.5) (2.3)

가·상·공 42.2 15.2 8.3 7.5 11.7 42.7 23.9 19.1 43.0
(백만TOE) (0.8) (-1.7) (-0.3) (0.9) (7.3) (1.4) (1.6) (-0.1) (0.8)

합계 205.9 55.7 48.8 48.8 54.7 208.0 107.5 106.6 214.0
(백만TOE) (5.3) (0.3) (2.8) (-1.2) (2.3) (1.0) (2.8) (3.0) (2.9)

도시가스 21.7 8.7 4.5 3.6 6.3 23.2 13.9 10.2 24.1
(십억m3) (8.5) (2.7) (3.0) (12.3) (13.2) (6.9) (5.1) (2.4) (4.0)

석유 778.9 199.1 192.9 198.2 214.0 804.1 400.6 426.1 826.7
(백만bbl) (1.5) 1.4) (7.3) (0.4) (4.2) (3.2) (2.2) (3.4) (2.8)

전력 455.1 124.7 111.5 115.9 113.7 465.9 241.1 239.0 480.1
(TWh) (4.8) (2.7) (2.3) (3.0) (1.4) (2.4) (2.1) (4.0) (3.0)

석탄 49.9 12.0 11.7 12.0 13.0 48.7 24.8 25.5 50.2
(백만톤) (14.7) (0.8) (-1.9) (-7.0) (-1.4) (-2.4) (4.4) (1.8) (3.1)

열·기타 7,535 2,412 1,787 1,686 2,444 8,330 4,408 4,110 8,518
(천TOE) (6.7) (6.5) (7.7) (8.8) (18.6) (10.5) (5.0) (2.3) (2.3)

<표6>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2012 2013e
구 분 2011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주 : 1) 2012년최종에너지증가율은구열량환산기준이적용된 2011년자료대비임. 2011년에동일열량환산기준을적용할경우, 2012년최종
에너지수요증가율은전년대비2.7% 증가

2) p는잠정치,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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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 것으로 추정된다(동일 열량 환산기준 적용 시,

3.0% 증가). 납사와 도시가스의 소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지만 연료용 석유제품과 석탄 등의 소비가 감

소한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과거 강세를 보여 온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2013

년에도 2012년에이어증가세가 둔화될것이나여전

히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년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부

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3.8%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

도하던 도시가스와 비에너지유(납사 등)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산업용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

으로예상된다.

총에너지수요 증가분에 대한 최종에너지원별 기

여도는 석유 38.0%(납사 31.1%), 전력 37.6%, 석탄

14.2%(제철용 유연탄 12.1%), 도시가스 11.6%로 전

력과 석유가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총에너지수요 증가의 산업부문 에너지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용 납사와 제철용 유

연탄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견인하며, 전력수요도 증

가분의 64%가 산업부문에 의한 것이다.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수요 증가 기여도는 산업부문이 80.5%,

수송부분 14.0%, 가정·상업·공공부문이 5.5%로,

산업부문이 2013년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

로예상된다.

나. 전력수요증가율(3.0%)은 여전히경제성장률
(2.8%)을상회할전망

전력은 낮은 요금 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

조 지속, 전기 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등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전력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어 2000년대에도 주요 최

종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연평균 6.1%의 증가세를 보

다. 2010년에 10.1%, 2011년에 4.8% 증가하 으

나, 2012년에는 경기둔화로 2.4% 증가에 그친 것으

로추정된다. 

2013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따라산업생산활동이증가함에따라산

업용 전력수요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

[그림 4] 2013년 총에너지수요 증가의 최종에너지원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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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에따라전력수요는경제성장률 2.8%를상회

하는 3.0% 증가할전망이다.

전력소비의 증가는 에너지전환 손실을 확대시켜 1

차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 전력수요의 강세는

전력 다소비산업의 견실한 성장세,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양식변화등으로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다. 총에너지중석유비중은38.2%로하락할전망

석유의 1차에너지 비중은 2010년에 40% 미만으

로 하락하 으며, 2012년에는 38.6%, 2013년에

38.4%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용 원료로 사

용되는 비에너지유(납사, 아스팔트 등)를 제외할 경

[그림 5] 2013년 최종에너지수요 증가의 부문별 원별 기여도

[그림 6] 석유 의존도 추이 및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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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의 1차에너지 비중

은 2011년 19.9%에서 2012년에는 19.9%, 2013년

19.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에너지유

의 1차에너지 점유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에 18.7%, 2013년에는 19.1%로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하락은 고유가 상황 지속

에따른에너지원간상대가격구조변화에기인한다.

유가 상승으로 수송용 연료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발전용 석유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에

서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는 지속

적으로하락할전망이다.

라.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12년 수준
(0.253)에서정체

국가전체적인에너지효율을나타내는지표인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는 2009년∼2011년 기간 중 3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0.253 수준

에서정체될전망이다. 그러나개정전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원단위는 2012년 0.257, 2013년

0.256으로2011년보다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2009~2011년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중·장기적

인 에너지효율 개선 추세 속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활동 및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원단위 악화는 신규 철

강설비가동, 전력소비의빠른증가로인한에너지전

환손실량 확대 등으로 1차에너지 소비 증가율(1.1%)

이 경제성장률(0.3%)을 추월한데 따른 결과이다.

2010년에는 현대제철이 연산 4백만 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가진 제1고로를 1월에, 제2고로를 11월말에

가동함으로써 선철 생산용 유연탄 소비가 급증하고,

이상 기후에 의한 냉·난방용 에너지소비가 급증하

다. 2011년에는 현대제철 제2고로 가동의 향과 석

유화학산업의원료용소비급증에기인한다.

마. 이상기후 발생 시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0.4%p 증가할전망

여름철 및 겨울철 이상기후 발생을 가정할 경우,

2013년 1차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285.7백만 TOE에 달할 전망이다. 이상 기후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3분기에 1℃ 상승, 4분기에는

1℃ 하락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2005년과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2.12 

<표 7> 2013년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구 분 기준안(A) 기온시나리오(B) 차이(B-A) 증가율(B/A, %)

1차에너지 286.4 287.5 1.1 0.4
- 석유(백만배럴) 857.3 859.6 2.3 0.3 
- LNG(백만톤) 38.7 39.4 0.6 1.7 

최종에너지 212.2 213.0 0.8 0.4 
- 가·상·공 43.0 43.7 0.7 1.7 

(단위: 백만TOE)



2010년에 여름철 및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뚜

렷이높고, 낮았던이상기후발생사례가있다.

기온 시나리오 전망에 의하면, 1차에너지 수요가

기준안 전망(286.4백만 TOE)에 비해 약 1.1백만

TOE(0.4%) 증가한다. 최종에너지는 0.8백만 TOE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문별로는 냉·난방용

에너지수요 비중이 높은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수요증가가크게발생한다. 에너지원별로는전력, 도

시가스, 석유, 열에너지수요가이상기후의 향으로

증가한다. 최종에너지수요증가분은 LNG와석유수

요 증가를 유발하며 도시가스 제조 및 첨두부하 발전

에 사용되는 LNG 수요가 기준안에 비해 1.7% 증가

하고석유는 0.3% 증가할전망이다.

바. 급증해온산업용도시가스수요증가세둔화

산업용 도시가스는 1990~2000년 사이 연평균

30.3%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매우 빠르

게보급되었으나, 2000년이후증가세가크게둔화되

었다. 2006년까지는 5% 내외의 증가세가 유지되었

으나, 2008년 이후(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제

외) 다시두자릿수증가세를보여왔다. 그러나 2012

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2년에 전년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3년에는 7.3% 증

가하여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다.

2008년 이후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빠른 증가

는 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가 주 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국제유가가 $100/bbl 이상 지속되고 산업체의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석유 등으

로부터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석유정제·화학산업의 원료

용소비가급증하고있는것도한원인으로나타났다.

2008년 이후 고유가로 인해 크래킹(cracking) 공정

의 수소 제조를 위한 원료인 납사가격이 급등함에 따

라 주요 정유회사들은 납사를 도시가스로 대체하

다.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 중 석유정제 및 화학산업

의 도시가스 소비 비중은 2006년에 8.3%에서 2008

년 19.5%, 2011년에는 26.3%까지급상승하 다.

2013년에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

로예상되나경제의여건이좋지않은상황에있어산

업생산 활동으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제한적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제 원유가격이 $100/bbl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에 따라 고유가의 향으로 인

한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의 속도도 다소

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5.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용에너지수요증가의유발요인에대한지속
적관리필요

납사수요증가는석유화학제품수출수요(중국등)

에 의해 유발되고, 원료탄 수요는 제철산업 설비증설

(현대제철)에 따른 결과로 이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

조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다소

비 산업구조 심화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

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에향후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관리가필요하다.

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보와 전력
수요증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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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를

반 하여 저가격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요금정책

의 방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방법 및 에너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 확산 및 홍보를

강화하여낭비되는에너지를최소화해야한다.

다. 동·하계전력수급안정대책지속추진필요

2013년에는 신월성 2호기(100만kW)와 신고리 3호

기(140만kW)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발전설비 증설(2013년 연말기준: 5.7% 증가)에도 불

구하고 2013년에도전력수요증가(3.0%)로여전히전

력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2012년 하계 첨두

부하 기준(8/6) 공급예비율은 3.8%(예비전력: 279만

kW)로 매우 낮았다. 2013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전

력수급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원

전의 가동지연, 이상기후 발생,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

이발생할경우전력공급비상상황이초래될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전력수급안정을위해전력수요관리

정책(피크전력 감축, 난방온도 제한조치 등)은 상시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수급에 여유가 없는 올

해에는 민간용 비상발전기 활용 등 전력공급 능력을

최대한확보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라. LNG 수급상황점검필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용 LNG는 2012년에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로수요가급증하 다. 이상기후발생, 신규원전

의 가동 지연, 기존 기저발전설비 가동 차질 등이 발

생할 경우 2013년에도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특히, 동계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게 되므로 동

계 LNG 수급안정이매우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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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석유·가스수급동향과
한국의대응방안1)

1. 서론

2012년 11월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2)」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

국이 주요 산유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

한 에너지의존도를 낮출 경우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2) IEA의 전망대로 미국의

석유수입 감소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요로 대체되

는 등 향후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민감한이슈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등 비전통

(unconventional) 에너지생산이 늘어나고 중동지역

의지정학적위험이지속됨에따라, 한국의주요에너

지 수입자원인 석유와 가스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

다. 비전통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

로 부상하면서 향후 로벌 에너지믹스(energy

mix) 차원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며,3) 유럽에서는 미국의 저렴한 천연가스 가격에

따른 미국기업들의 에너지비용 우위와 유럽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

정이다.4)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에

너지시장 동향 파악과 장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해지

고 있다. 2012년 12월 관세청의‘2012년 에너지수

입 동향(1∼11월 누계기준)’에 따르면 2012년 에너지

수입액은 1,442억 달러로전체수입의 30.3%를 차지

하 는데, 이는 관세청이 품목별 수입액 비중 통계를

집계한 1995년 이후최고치이며,5) 우리나라의에너지

수입액 중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

년 기준으로 70.4%에 달하고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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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문 진
(jymoon@kiep.go.kr) 

1) 본고는문진 ·김윤옥·백석훈, “최근국제석유및가스수급동향과시사점: 주요생산, 소비국을중심으로,”「오늘의세계경제」, vol. 13, no. 1, 대외경제정책연
구원(2013)의내용을부분적으로수정·보완한것임.

2) 이지평(2012), “셰일가스가일으킬 로벌에너지산업지형변화,”「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3)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2012), “주요국의셰일가스개발동향과시사점,”「KIEP 오늘의세계경제」, 제12-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Gerrit Wiesmann(2012), “Europe's fears over US energy gap,”Financial Times(November 9).
5) 임원기(2012), “에너지수입액비중첫30% 넘어,”「한국경제」(12월27일).



세계 석유와 가스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IEA의「세계

에너지 전망」보고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

는바를제시하고자한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

가. 주요생산국및소비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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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최근 10년간 석유 생산량 [그림 2] 국가별 최근 10년간 석유 소비량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www.bp.com/statisticalreview)

미국 - 8.2 27.1 41.1 23.7 3.4 0.5 4.1 0.7 4 6.8 0.5

캐나다 133.8 - 0.1 0.3 2.4 - † 1.2 - 0.6 † 0.2

멕시코 59.8 1.5 - 1.3 7.2 † - 1.7 1.8 - 0.2 †

중남미 111.2 1.2 0.8 - 17.4 0.1 † 27.1 15.7 0.7 10.3 0.9

유럽 29.5 8.6 2.9 3.6 - 28.4 0.3 0.7 0.5 0.6 11.1 2.2

구소련연방 35.5 1.2 0.2 1.3 298.2 0.4 1.3 48.6 1 8.8 6.3 15.6

중동 95.5 5.3 0.8 6 126 26 8.4 137.8 110.7 175.1 61.1 226.6

북아프리카 18.4 6.4 0.4 4.3 49.5 † 0.6 6 6.5 0.5 † 1.7

서아프리카 68.3 6.2 0.1 11.1 57.6 † 3.4 42.2 29.5 1.2 0.1 11.8

주
요
수
출
국

<표 1> 지역간 석유교역량(2011년 기준)

주요수입국
구 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유럽
아프
리카

호주,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싱가
포르

기타아시
아태평양

(단위: 백만톤)

주: †는0.05 이하.
자료: BP(2012. 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ww.bp.com/statisticalreview)



최근 10년간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는세계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4을 생산해

왔으며, 제3위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약 15% 증가하 다([그림 1] 참조). 세

계 최대 석유 소비지인 미국과 유럽의 소비량은 줄어

드는 반면 중국과 인도의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미국과 유럽은중동에서의석유수입 비중이상대적

으로낮은반면, 아시아국가들은중동에서의수입의

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미국은 캐나

다, 중남미,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석유수입에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약 17%에

불과하고, 유럽 역시 중동 지역의 석유의존도는 약

21%에머물고있다. 

반면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석

유 수입 중 중동에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2%, 62%, 79%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석유

수입국 중 상위 6개국이 중동 국가이며(<표 2> 참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전체의

84.4%를차지하고있다(2011년기준). 

나. IEA의석유수급전망

IEA의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6)에 따르면 2011년

87.4mb/d(million barrels per day) 던 일별 수요

량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오는 2035년경

99.7mb/d에 이를때까지완만히증가할것으로전망

되고 있다. 석유사용의 증가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수송수단의 연료사용 증가에서 기인하며, 높은 연료

가격, 각국정부의석유사용에대한과세등으로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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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SITC Rev. 3, Commodity code 333(Petroleum oils, crude)

<표 2> 한국의 석유수입 상위 10개국 수입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 21,368 19,200 23,082 29,917 42,606 55,865 60,324 85,855 50,757 68,662 100,806

사우디아라비아 6,690 6,260 7,413 9,358 13,226 17,488 18,318 28,647 16,766 22,869 32,995

쿠웨이트 1,514 1,515 2,201 2,668 4,527 6,473 6,779 10,125 6,256 8,483 13,812

카타르 1,074 872 1,397 1,681 2,765 3,169 3,345 6,214 3,029 4,940 10,013

UAE 3,389 2,875 4,189 5,455 7,805 10,496 10,238 16,548 7,284 8,779 9,805

이란 1,985 1,204 1,715 2,157 3,280 4,509 5,601 6,895 4,862 5,583 9,358

이라크 28 39 57 406 675 905 3,079 4,225 3,812 4,406 9,138

러시아 460 479 298 292 424 850 2,705 2,290 1,766 3,974 3 ,662

인도네시아 1,099 1,022 1,028 1,457 1,954 1,448 1,023 1,555 1,182 2,385 2,317

호주 857 892 762 1,194 1,715 2,184 2,853 3,117 1,885 2,453 2,317

오만 1,312 998 1,087 1,163 1,961 2,207 972 1,582 1,046 842 1,517

(단위: 천톤)



한석유증가가지속될것으로평가하고있다.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는새로운정책시나리오

기준으로 2011년 42.1mb/d에서 2035년 33.3mb/d

로 감소하는 반면, 비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는

2011년 38.4mb/d에서 2035년 57.1mb/d로 급증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중국과인도의석유증가

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 증가가 전세계 석유

수요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IEA의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석유

생산은 2011년 84.5mb/d에서 2035년 96.8mb/d까

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전통적 석유7) 개발이

늘어날것으로기대되고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전

통적인 석유자원의 공급은 2035년에 이르기까지 연

평균 0.5%씩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비전통적석유

자원공급은 5.0%씩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

문이다. 

OPEC 국가들의 석유공급량은 2011년 35.7mb/d

에서 2035년 46.5mb/d로 증가하고, 비OPEC 국가

들은 비전통적인 부문의 생산이 늘어 동 기간내 생산

량이 48.8mb/d에서 50.4mb/d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그림 5] 참조). 미국은 light tight oil를 비롯

한 비전통 석유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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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EA에서는가스수급동향에관해다음의세가지시나리오를세우고있음. 첫째, 새로운정책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는 IEA의에너지관련핵심시나리
오로서현존하는정책적약속과최근의에너지관련선언이이행될것이라는가정에기반한시나리오임(본고에서언급하는전망은이시나리오에기초). 둘째, 기존
정책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는 2012년중반까지정해진정책에서변화가없을것으로가정함. 셋째, 450 시나리오(450 Scenario)는지구의온도를
산업화이전의평균기온기준으로섭씨2도이내의상승폭으로유지하기위한급진적인정책을시행하는것에기초함.

7) 비전통적석유는Light-tight oil, Extra-heavy oil and bitumen, Gas to liquids, Coal to liquids, Kerogen oil, Additives 등으로분류되며, 매장량은2011년
말기준으로3조2,000억배럴로추산되고있음.

[그림 3] 주요 국가의 일일 석유수요 변동 전망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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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문별 석유공급 시나리오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그림 5] 지역별·국가별 석유생산 전망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져있으며, 채굴기술도갖추고있어 2020년석유생산

이 약 11.1mb/d까지 증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10.6mb/d를 상회하며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이 될 것

으로예상되고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석유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량은 줄어드는 대신,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늘어

나면서 지역간 석유무역은 2035년에 들어 2011년 대

비 약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IEA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석유수입 감소는 중국과 인도의 수입

증가로 상쇄되고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는 현재

약 54%에서 2035년에는약 82%까지이를것으로전

망되는것도눈여겨볼사안이다.

3. 세계 가스수급 동향

가. 주요생산국및소비국동향

러시아와 미국의 가스생산이 전 세계 생산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2011년 기준), 2008년 이후미

국이세계최대가스생산국으로부상하고있다([그림

6] 참조). EU와 캐나다에서는 가스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중동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

생산은증가하고있다.  가스소비는최근재정위기의

여파로 EU의 소비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주요 소

비국에서의수요는증가하고있다([그림 7] 참조). 

유럽과 미국의 경우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를수입하고있으나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주로액

화천연가스(LN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수출국으로 주

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로 수출

하고 있고, 미국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캐나다에서 수

입하고 있다. 중국 역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르크메

니스탄에서 수입하는 한편, 호주,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소비량을 충당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러시아에서액화천연가스를수입하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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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별 최근 10년간 가스생산량 [그림 7] 국가별 최근 10년간 가스소비량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www.bp.com/statisticalreview)



나. IEA의가스수급전망

IEA 전망에 따르면 충분한 가스공급과 경쟁력 있

는 가격으로 가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EA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가스수요는연평균 1.6%씩증가하여 2011년 3.4tcm

(trillion cubic meters)에서 2035년에는 5tcm에이

르게될것으로예상된다([그림 8] 참조).

2010년에서 2035년사이세계모든지역에서가스

소비가 증가하겠지만, 특히 비OECD 국가의 소비 증

가율이 연평균 2.3%를 기록하여 OECD 국가의 증가

율인 0.8%보다세배가량높을것으로전망되고특히

중국의 가스 수요가 2011년 130bcm에서 2020년

300bcm에 달하고 2035년에는 545bcm까지 대폭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제 가스생산은 2010년 3.3tcm에서 2035년 4.0

∼5.3tcm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비OECD 국

가는 2010년의 약 65%에서 2035년에는 69∼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국의 가스생산을

보면([그림 9] 참조) 미국과 러시아의 2강 구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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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88 - - - - - - - -

캐나다 26.6 - - - - - - - - -

북미 40.7 88 - - - - - - - -

프랑스 - - 7.9 14.7 0.2 8.6 - - - -

독일 - - 23.7 28.4 1.2 30.8 - - - -

이탈리아 - - 7.7 5.9 5.2 15.4 - - - 21.3

터키 - - - - - 23.5 - 3.8 - -

국 - - 6.4 21.7 - - - - - -

유럽 전체 - - 50.4 92.8 21.4 140.6 - 3.8 - 32.8

러시아 - - - - - - 10.1 8.5 - -

우크라이나 - - - - - 40.5 - - - -

구소련국 - - - - - 66.4 10.1 12.2 - -

중동 - - - - - - 10.2 0.4 19.2 -

중국 - - - - - - 14.3 - - -

주
요
수
입
국

<표 3> 지역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교역량(2011년 기준)

주요 수출국
구 분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기타유럽 러시아 투르크
메니스탄

기타구
소련국가 카타르 알제리

(단위: bcm)

자료: BP(2012.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ww.bp.com/statisticalreview)



지될 것이다. 미국의 가스생산은 2011년 650bcm에

서 2035년 800bcm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러시

아의 생산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가스

생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셰일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가스생산은 2011년 677bcm에서

2035년 850bcm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서부 시베리

아에서 점차 북극해와 동부 시베리아로 가스 산지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산도 2011년

195bcm에서 2035년 430bcm으로증가할 것으로전

망돼 향후 가스생산 증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1년 12bcm에 불과했던 중국의

비전통 가스생산은 셰일가스 증산으로 연평균 5% 성

장으로 가스 생산이 2035년 320bcm으로 두드러지

게증가될전망이다. 

비전통가스는 2011~35년 세계 가스생산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전체 가스생산의 약 26%를 담당

하고, 셰일가스와 coalbed methane이 비전통가스

생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그림 10] 참

조). 비전통가스 증가는 중국(30%), 미국(20%), 호주

(12%)가 주도하며,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미국의 기

술과 경험은 다른 국가에도 파급되어 에너지 다원화

와안정적인공급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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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3.8 - 2.6 - 0.1 - - -

북미 - 4.9 - 6.5 - 1.2 - 0.3 -

중남미 0.4 6.1 - 1.7 - 0.5 - 0.1 -

프랑스 - 0.4 - 3.2 5.7 3.6 - - -

스페인 0.2 2.5 - 4.8 4 6.6 - - -

국 0.1 0.6 - 21.9 0.2 1.3 - - -

유럽 전체 0.3 3.9 - 43.4 16.8 15.7 - - -

중국 0.2 0.5 0.3 3.2 - 1 5 2.7 2.1

인도 0.4 0.6 - 13 0.2 1.4 0.2 - 0.2

일본 0.5 0.4 9.8 15.8 0.1 2.7 19 12.6 20.3

한국 0.2 2.2 3.9 11.1 - 1.5 1.1 10.8 5.6

타이완 - 0.1 0.3 5.3 - 0.9 0.4 2.6 4.5

아태지역 1.3 3.7 14.4 48.6 0.3 7.6 25.6 28.8 32.8

주
요
수
입
국

<표 4> 지역 간 액화천연가스 교역량(2011년 기준)

주요 수출국
구 분

미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러시아 카타르 알제리 나이지리아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단위: bcm)

자료: BP(2012.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www.bp.com/statisticalreview)



지역간 가스무역은 2010년 675bcm에서 2035년

1,200bcm으로 8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가스수입은 2011년 302bcm에서 2035년

525bcm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스소비에서 수입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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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국가의 가스수요 전망

주: 차트내수치는연평균증가율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그림 9] 주요 국가의 가스생산 전망(bcm, 연평균증가율) [그림 10] 2035년 주요국의 비전통 가스생산 전망

주: 그래프내수치는연평균증가율.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지하는 비중이 약 63%에서 약 8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가스수입이 2010년

15bcm에서 2035년 225bcm에달하게되며, 인도역

시 동기간 동안 12bcm에서 81bcm으로 늘어나 아시

아 가스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로채워지게될것이다.

4. 한국의 대응방안

가. 다양한경로를통한안정적인에너지확보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을 통한 에너지 도입의 지정

학적 위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림 11] 참조), 중동 지역에서의 석유수입 비중도

80%를상회하므로 ([그림 12] 참조), 에너지수입과정

에서 여러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이란등산유국이 집한중동지역의지정학

적 위험,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수송의 길목인 남중국

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유권 다툼 등 우리나라

가 제어하기 어려운 위험요인 등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 내 비전통적인 석유와 가스생산 증가

로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출 경우

중동지역 내의 이해관계에 상대적으로 덜 개입할 가

능성이 높아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 대신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

들이미국의중동지역석유수요를대체할경우, 우리

나라의에너지수송경로에대한안전성(security) 확

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게될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장의 역학관계 변화를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

다. 셰일가스 같은 비전통 에너지생산 증대로 입지가

약해질 수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국과의

협력관계모색을고려할수있다. 천연가스매장량기

준으로세계 1위인러시아는유럽지역의수출에치중

해 왔으나,8) 셰일가스의 생산 증가에 대비해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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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총 에너지 사용 중 수입 비중 추이 [그림 12] 한국의 지역별 원유 도입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자료: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로의 에너지수출 다원화 시도가

예상되는 등 향후 에너지시장 역학관계 변화를 활용

할수있는대비가필요하다.

나. 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시행과기술
개발지원강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을향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취약한 대외 의존적 에너지 도입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보다 적은 에너지

를 소비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절실한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발표한국가별에너지효율성

지수(EAPI: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순위에 따르면9) 우리나라는 38위에 그쳐 주

요 선진국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정도가 낮은 것

으로나타났다.10) 

따라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2012년9월유럽의회는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개정하고 2020년까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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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러시아는파이프라인을통해전체수출물량의약93%를유럽과CIS 지역으로수출함(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9) World Economic Forum(2012), The Global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Report 2013.  
10) EAPI는각국의에너지시스템이경제성장, 친환경적인지속성, 안정적에너지수급을유지할수있는지를평가하 는데, 주요유럽국가들이상대적으로높은순위

를차지하 다(노르웨이1위, 프랑스3위, 국 10위, 독일 14위, 일본25위).
11) 에너지경제연구원(2011), 에너지통계연보, 부록참고자료, 제30권.

[그림 13] GDP 대비 1차에너지 소비 [그림 14] OECD 회원국의 산업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주: 2005년 미국 달러화(시장환율 기준) 기준으로 GDP 1달러 생산
에필요한일차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이
며, Btu는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British thermal unit).

자료: US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http://
www.eia.gov/countries)

주: 최종에너지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는 1차 에너지
(Primary Energy)에서 전환되어 최종에너지 소비자에게 공급
된에너지를지칭함.11)

자료: OECD/IEA(2012),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 20% 감축

을승인하여 11월 14일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12) 이는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 효

율성에서 앞선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감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더

군다나 우리나라는 GDP 생산구조에서 에너지소비가

높고([그림 13] 참조),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비

중이 높아([그림 14] 참조)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에너

지절감기술개발지원을유도할필요가있는것이다. 

다. 일관된에너지정책의유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로촉발된일본의급격한탈(脫)원전시도가일본경제

에 유발한 경제 파급효과는 우리도 타산지석(他山之

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화

력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석유수입을 급격히 늘렸는

데([그림 15] 참조), 이는 일본의 무역수지와 엔화 가

치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12년 10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상반기 무역수

지는 3조 2,190억 엔의 적자로 반기 기준 1979년 이

후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 으며, 중국과의 센카

쿠 열도 분쟁으로 인한 대(對)중국 수출급감과 세계

경제침체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에너지수입 증가도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 다.13) 2011년 중반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엔

화강세도제한되었다([그림 16] 참조). 최근들어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적인 엔화가치 약세

유도에도불구하고 2013년 1월무역수지는엔저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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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JOHtml.do?uri=OJ:L:2012: 315:SOM:EN:HTML(Accessed Dec. 20, 2012). 
13) 연합뉴스(2012), 日상반기무역적자역대최대(10월22일).

[그림 15]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추이 [그림 16] 일본의 무역수지와 달러/엔 추이

주: 2013년 1월까지포함됨
자료: CEIC

주: 2013년 1월까지포함됨
자료: CEIC



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나 수출 증가(6.4%)보다 수입 증가

(7.3%)폭이 더 커지며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도 시사

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14)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일관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의 자민당은 모든 원전을 2030년대에 폐

쇄하겠다는 민주당의 원전정책과 달리 3년 안에 재가

동 여부를 결정하고, 원전철폐는 향후 10년간 검토하

겠다는15) 신중한입장으로선회한것도급진적인에너

지정책변화가초래한경제부담을무시할수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을 시행할 필

요가있다.

라. 가스사용비중을높여온실가스감축에활용

셰일가스 사용으로에너지비용 절감과온실가스문

제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셰일가스생산이후미국내천연가스가격하락으

로([그림 17] 참조) 석유와 석탄소비가 줄어들고 가스

소비증가가두드러지고있으며([그림 18] 참조),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부문의 수요 증가보다 발전부문

의천연가스사용이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천연가스에서 정제된 에탄(Ethane)을 석유화학업

체의 원료(feedstock)로 사용하는 것이 원유에서 추

출한 납사(naphtha)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

고있고, 석유화학시설에신규로투자하려는미국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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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합뉴스(2013), 일본 1월무역적자18조7천억원, 역대최대(2월20일).
15) Reynolds, I. and Hirokawa, T(2012), “Japan Opposition's Hosoda Calls for Restarting Nuclear Reactors,”Bloomberg(November 26).

[그림 17]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그림 18] 미국의 에너지소비 추이

자료: BP(2012. 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A(2012), Annual Energy Review 2011



유럽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16) 미국의 전

력비용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이르

면서 석탄 대신 가스로 대체함에 따라 전력요금 인하

여력이 발생하고,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소비 감소

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면서 2007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9% 감소하는([그림 19] 참조)

등 셰일가스 생산의 파급력이 미국 전반에서 나타나

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기후변화 문제인 이

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2010년 기준 16.4%)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전력부문에서도 석탄소비가 다른 선진 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그림 20] 참조) 향후 셰일가스

생산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스 생산국과 협력을

증진하고 천연가스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

처할수있는정책적인고려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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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 2012년부터온실

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시행하고있으며, 2012년

11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서 2015년부터는배출권거래제로전환할예정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사업체를 지정하여 설정한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직접규제방식의 제

도이다. 반면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는 정부가 배출총량을 정하여 할당하고, 의

무대상자는할당된수준보다많이(적게) 배출하는경우

배출권을구매(판매)하여의무를달성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EERS)의도입을고려하고있다. EERS

는 최종소비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에너지공급자를 의무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정책과 에너지 소비주체인 기업

을대상으로하는목표관리제와성격을달리한다.

EERS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효율향상 설

비투자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에

너지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

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

문에, 정부의지원또는강제적인규제가없는경우에

이러한 투자를 할 유인이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에

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의 촉진은 정부차원에서 의무

적인 제도나 지원제도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

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ETS와 더불어 EERS가 도

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양 제도가 각각의 정책 목표

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연계상의 주요 쟁점

과이의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국내 및 해외 주요국 ETS 및 EERS 도입
현황

배출권거래제(ETS)와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연계상의주요쟁점및해결방안1) 

정 경 화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jeongkyo@keei.re.kr)

1) 본고는정경화(2012),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와온실가스감축수단들간의정책믹스연구”의일부내용을발췌하여정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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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배출권거래제(ETS)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연계상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가. 국내배출권거래제

2012년 11월 13일국무회의를통과한국내배출권거

래제법시행령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지정되었고, 계

획기간은 5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나 2020년까지 1차

및 2차계획기간은 3년을단위로한다. 

할당대상업체는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관리업체중

연간 12만 5천 tCO2 이상배출하는업체또는연간2만

5천 tCO2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업체가포함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녹색성

장기본법상목표관리제를적용하지않도록하 다.

배출권거래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할당

비율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로 설정하 으나,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는 10% 이하로 무

상할당비율을낮추었다. 

또한 국내 산업의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탄소누출

민감업종2)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하는 유상할당

예외조항을마련하 다. 조기감축실적은 1차계획기간

전체배출권의 3% 이하의범위에서인정하고, 상쇄는

해당 업체의 총 배출권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해외 상쇄는 2차 계획기간까지는 불인정하나 3

차 계획기간(2021년~)부터는 전체 상쇄허용량의

50% 이내에서인정하도록하 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필요시3) 할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 할당, 최

고·최저가격설정등시장안정화조치를취할수있

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온실가스감축관련기

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수있도록제정하고있다. 

나. 해외주요국배출권거래제

현재국가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있는

국가는 EU,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주 단위 또는 시

단위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는국가로는미국4),

캐나다, 일본5) 등이 있으며, 중국은 2013년부터 5개

시 및 2개성(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충칭, 광동

성, 후베이성)에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

로시행할예정이다. 

EU, 호주,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의 주요요소별

도입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감축목표

EU-ETS는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

2) ①생산비용발생도가5% 이상이고무역집약도가10% 이상인업종, ②생산비용발생도가30% 이상인업종, ③무역집약도가30% 이상인업종등.
3) ①가격상승(평균가격의3배이상증가), ②수요급증(1개월간거래량이평균보다2배이상증가하여평균가격이2배이상증가), ③가격폭락(1개월간가격이평균
보다60% 이상하락) 등.

4) 미국은연방차원이아니라주단위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다. 기후변화행동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WCI)은 2013년부터캘리포니아와캐나다
서부 지역을 따라 동부지역으로 위치한 주와 지방이 중심이 되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임. 지역온실가스협약(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은 2008년부터코네티컷, 델러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저지등미국내 10개주에서배출권거래제를시
행하고있음.

5) 일본의동경도는2010년지방자치제로서세계최초로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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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고있다. 총량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2008~2012년

동안의 배출수준을 토대로 매년 1.74%씩 감축하여

2020년에 2005년 대비 2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호주는 2012년 7월 1일부터 1단위 배출권에 대해

AU $23/tCO2(매년 2.5%씩 인상)의 고정가격제를 시

행하고 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유동가격제(총량

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2000년 대

비 5~25% 감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ETS를통하여

2050년까지 1990년대비50% 감축을계획하고있다.

뉴질랜드는 EU-ETS의 전형적인 총량거래제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정부에 1단위 배출권

당 고정가격(NZ $25/tCO2)을 지불하여 의무를 달성

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

다. 뉴질랜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2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2) 적용 부문 및 대상 온실가스

EU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직접배출원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단

계에는 발전, 철강, 정유, 화학, 시멘트, 제지 등 에너

지 생산 및 다소비 업종(약 25ktCO2 이상, 약

12,000개)의 고정연소와 공정배출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화학, 알루

미늄, 소규모 열병합발전, 대규모 식품업종이 포함되

고, 3단계에서는 항공부문이 포함된다. 대상 온실가

스도 단계별로 확대되는데, 1기에는 CO2, 2기에는

N2O와 PFCs가 추가되고, 3기에는 CH4, SF6, HFCs

등이추가된다.

EU-ETS 참여대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

한사항은 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등 5

개국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배출

기업 및 병원시설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출권거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옵

트-아웃(Opt-Out)제도를 도입하 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은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수준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

려지고있다. 

호주는 상류부문 및 하류부문을 모두 포함한 혼합

형으로, 연간 25천tCO2eq 이상 배출하는 대규모 사

업장 및 화석연료 수입업자, 제조 및 공급업자에게도

이행의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배출원에는 고정배

출, 수송, 탈루배출, 산업공정, 폐기물및임업부문등

을 포함한다. 간접배출은 포함하지 않으며, 임업부문

은 산정에 포함되는 활동에만 국한하고 벌목을 제외

하고 있다. 농업무문은 산정 및 모니터링의 어려움으

로 초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2015년부터 참여하

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호주는 1,000여개 대형 배

출업체의 배출량 중 약 75%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

고 있다. 고정가격제의 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PFCs이며, HFCs 및 SF6 등은‘오존층 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에 의거 매년 제조 및 수입

과징금조정을통해규제하고있다.

뉴질랜드는 2008년 ETS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산림부문에만 적용하 고, 2010년에는 에너지, 수

송, 산업공정부문 등으로 적용부문을 확대 적용하

다. 합성가스와 폐기물은 2013년, 농업은 2015년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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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업체수는 약 1,310개이고, 교토의정서에 명

시된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가 모두 적용대상이지만, SF6는 2013년부터 적

용한다.

3) 상쇄 및 조기감축실적

EU는 상쇄 조항을 두어 CERs, ERUs를 감축목표

달성에 일정비율을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2단계

의 상쇄 인정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평균 13.4%

수준으로, 독일 20.0%, 국 8.0%, 이탈리아 15%,

네덜란드 10.0%, 프랑스 13.5%, 핀란드 10.0%, 덴마

크 17.0% 등이다.

호주는 고정가격제하(2012.7~)에서 CER과 ERU

를 상쇄로 불인정하나, 자국 오프셋(Autralian

Carbon Credit Unit, ACCU)은 감축의무의 최대

5%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 다. 반면 유동가격제하

(2015.7~)에서는 CERs과 ERUs를 50%까지 상쇄로

인정하고 자국 오프셋(ACCU)은 감축의무의 최대

100%까지사용가능하도록허용하 다.

뉴질랜드는 교토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CERs,

ERUs, RMUs, AAUs 등을 상쇄 인정범위에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해외 크레딧 차입 차단 및 경

제적 악 향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상쇄 사용 가능량

에대한제한을검토하고있다. 

EU-ETS 1단계에는 일부 국가들이 조기감축행동

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지만, 2단계에는 대부분의 국

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호주도 조기감축실적을 인정

하지않고있다.

4) 지원제도

EU는 탄소배출비용으로 인한 역내기업의 역외지

역 이전 및 국내 생산물의 수입 대체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집약산업 가운데 탄소누출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를 지정하여 2020년까지 100% 무상할당한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보다 강화된 온

실가스감축 의무로 EU회원국의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일부 전력집약산업(알루미늄, 구리,

비료, 강철, 제지, 섬유, 화학, 일부 플라스틱 등)에

한하여 최대 8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

다. 

호주는 배출집약적 무역산업(Energy Intensive,

Trade-Exposed Industries : EITE)을 지정하고 배

출권을 무상할당하여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전부문 및 석탄부문 조정제도를 통하여

석탄화력발전부문, 탈루성배출이많은석탄광업, 합

성 온실가스분해업체 및 재조림업체 등에 대한 무상

할당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전력

사용량이 300MWh 이상의사업장이있는광업및제

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 고, 제도 도입으로

향을 받는 중소기업, 지역 기구 및 특정산업, 노동

자,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자금을 지원하

는정책도도입하 다.

뉴질랜드는 농업 등 주요 에너지 사용업체에 대해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무상할

당을 일률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전면 유상할

당할계획이다. 2008년후반미국금융위기로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시기인 2010~2012년 동안 산업부문은 이산화탄소 2

톤당 한 단위의 배출권만을 반환하는 등 산업지원정

책을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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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표 1> 해외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구 분 EU WCI RGGI 호주 뉴질랜드

가입국

입법상태

배출권

시행일자

의무/자발

종류

관련법규/
부처

규제기간

자료원

총배출량

EU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시행중

EUA

2005년 1월

의무

총량거래제도

EU 법안

1단계: 2005~2007
2단계: 2008~2012
3단계: 2013~2020

유럽위원회-EU ETS

4,615(2009년)

미국 주: 캘리포니아
캐나다 주: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퀘백, 마니토바

시행중
(캘리포니아, 퀘백)

CCA

2013년 1월

의무

총량거래제

각 관할구역의 환경
규제국

1차의무기간: 2013~
2014

2차의무기간: 2015~
2017

3차의무기간: 2018~
2020

WCI

캘리포니아:
478(2008년)

퀘백: 82(2008년)

미국 9개 주(코네티컷,
델 러 웨 어 , 메 인 ,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뉴 햄 프 셔 , 뉴 욕 ,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 뉴저지는 2009~
2011년까지시행

시행중

RGA

2009년 1월

의무

총량거래제도

RGGA, Inc., 주 환경
부서

1차의무기간: 2009~
2011

2차의무기간: 2012~
2014

3차의무기간: 2015~
2017

공식배출권종료시점
없음

RGGA, Inc.와 협력
하여 각 관할구역의
환경부처

2007년기준약535  Mt 

호주

2011년 11월 8일
법안통과

탄소단위(carbon unit)

2012년 7월 1일
고정가격제,

2015년 7월 1일
유동가격제

의무

2015년 7월이후총량
거래제

청정에너지 규제당국
(2012년 4월 2일부터)

2012년 7월부터고정
가격제

2015년유연가격제
시행

2015-2020년연간
상한가격을 2014년
설정예정

Clean Energy Future

546 
(2009년, LULUCF 제외)

뉴질랜드

시행중(수정안진행중)

NZU

2008년 1월산림,
2010년 7월에너지,
수송, 산업

의무

원단위기준

농업산림부, 환경부

1차의무기간:  2008~
2012

2차의무기간: 2013~

뉴질랜드정부-ETS

71
(2009년, LULUCF 제외)

(단위: MtCO2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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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경화(2012) 재인용; 원문: Point Carbon(2012.5.7)

구 분 EU WCI RGGI 호주 뉴질랜드

ETS 배출량

ETS 
적용비중

국가총감축
목표량

ETS 감축
목표량

적용부문

적용업체수

적용대상
규모

적용가스

1,880 MtCO2 eq./년
(2009년)

41% (2009)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가능
한경우 30%감축)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1% 감축

발전사및중공업
2013년부터 항공사
포함

12,850 사업장 (2011);
약 3,500개업체

20MW(에너지부문);
기타부문은 EU-ETS
지침(2003) p.11 참조

1단계&2단계: CO2

3단계 : CO2, PFC,
N2O(특정부문)

캘리포니아: 427
(2008년)

퀘백: 68(2008년)
단위: MtCO2 eq./년

88%

캘리포니아: 2020년
까지 1990년수준

퀘백:  2020년까지
1990년수준20% 감축

각 관할구의 감축목표
량설정예정

2013년부터발전, 산업
2015년부터연료

~430 사업장, 
~240 업체

>25,000 tCO2 eq./년

CO2, N2O, CH4,
HFCs, PFCs, SF6

2011년 121 백만숏톤

~25%

N/A

2018년까지 2009년
상한 대비 10% 감축

발전

~200

25 MW

CO2

360 MtCO2 eq./년
(2009년)

~67%

2020년까지 2000년
대비최소 5% 감축,
2050년까지80% 감축

2012~2015년: 배출
상한없음

2015년~:  2000년
대비 5% 감축을위해
디폴트캡설정; 상한은
정부결정

발전, 광산, 산업공정,
제조업, 폐기물, 수송,
건설

~500 (정부추정치)

특정 폐기물 시설에
대해 >25,000 tCO2

eq./년
또는 >10,000 tCO2

eq./년

CO2, CH4, N2O, PFCs
(HFCs 및SF6은오존층
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에 의거 매년
제조 및 수입과징금
조정을통해규제

N/A

~50%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10~20% 감축

2012년: 2090년 수준
으로감축

2016년: 미확정(타국의
감축목표량을 참고
할예정)

산림(2008년), 산업공정
(2010년 ), 폐 기 물
(2013년), 농업(2015년)

1,312

부문별로다양함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6개 온실가스(SF6는
2013년부터)



다. 해외주요국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1) EERS 대상자

EU는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를시행하고있으나, ETS 의무대상과EERS 의무대상

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국은 EERS 의무대상을

전력 및 가스 공급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가정부문

으로 추진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대상으로지정되었으나EERS 의무대상

은아니다. 프랑스는모든에너지공급사업자를의무대

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ETS 참여기업을 제외한 모

든 부문을 추진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전력및가스배급업자를의무대상자로지정하고있으

며, 수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추진대상자로 지정하

고있다. 덴마크는전력·가스·열배급업자를의무대

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송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추진대상자로지정하고있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도입되

지 않았지만, 다양한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 Act)은 에너지절감 유도

와 기후변화대응노력의 일환으로 설계되었다. 동 법

안에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대상자로 소매전기판매

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EERS를

시행하는 주는 총 20개(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

추세츠, 뉴욕, 팬실베니아 등등)로, 주로 에너지(전

력·천연가스) 사용과 최대전력소비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2) 비용회수

EU는 EERS 비용 증가분을최종소비자가격에전가

하여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 다. 

반면 미국의 비용회수방안은 각 주별로 상이하게

운 되고 있으며,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에너지사업

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틸리티 비용회수

(Utility Cost Recovery) 방식은현재다수의지역에

서사용하고있는방법으로, 시설투자자가직접사업

투자비를 요금 납부자로부터 추가요금 형태 또는 기

본요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시스템편익비용

(System Benefit Charge) 방식은 유틸리티 비용회

수 방식을 대체한 것으로서 발전단계가 아닌 송전단

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청정에너지펀드세(Taxes

for Clean Energy Fund)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세금 또는 기금을 통해 재

원을조달하는방식이다.

3) 검증(MRV)

EU는 국, 독일, 프랑스등을포함한주요21개국으

로 구성된 EMEES(Evaluation and Monitoring for

the EU Directive on Energy End-Use Efficiency

and Energy Services) 컨소시움을통하여EERS 성과

를 검증(MRV)한다. MRV는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량

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기본으로하는평가지침서를활용한다. 첫번째는상향

식 방법(Bottom-up method)으로 세부적인 에너지효

율개선 수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두 번째는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이며,

국가평균값에서산출된최종사용자의분류체계에따라

결정되는통계지표를활용하여에너지절감량을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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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식이다. 상향식과하향식방법의특성을모두고려

한통합방법론이세번째방법이다.

미국은국제에너지측정및검증지침서(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 IPMVP)를활용하고있다. IPMVP는산업

체, 정부, 금융기관및기타기관등관련기관들이모

두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성과에 대한 계량 및 검

증방법을 제공하여 에너지효율기기 구매자와 판매자

가 MRV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11). IPMVP는 1) 특정부문을대상으로

중요 파라미터 측정, 2)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모든 파

리미터 측정, 3) 전체 설비 대상, 4) 시뮬레이션 등 네

가지로분류하여측정및검증지침을제시하고있다.

3. EERS 및 ETS 연계상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국내 EERS 도입과 관련하여 이행대상자는 한국전

력, 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의 에너지공급자가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관리제(2015년부터 배출권거

래제)에서 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ETS 및

EERS 도입은 전력, 가스, 열에너지 등의 에너지 시장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본절에서는 양 제도의 도입이

에너지 시장을 대표하여 전력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전력가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본다.

가. 완전경쟁의전력시장

1) 가정

EERS가 도입되는 경우 에너지공급자가 설정된 에

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에너지효율향

상설비 투자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켜 회수하는

것으로가정한다.

EERS의 추가성은 다른 규제 하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EERS 에너지 목표달성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ETS 하에서도 이

행될 수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는 EERS 추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EERS 도입이 배출권 가

격에직접적으로 향을주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2) 균형

[그림 1]은 ETS 및 EERS가 동시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의전력시장균형을보이고있다. 

우선 ETS 도입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TS 도입에 따라 전력 생산자의

한계비용이 상승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ETS로 이동

하고전력소비량은 EE가되어시장가격은 PE가된다. 

다음으로 ETS가 도입되어 있는 전력시장에 EERS

가도입되는경우전력시장에미치는추가적인효과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수요곡선은에너지절감으로인

해 DNO TWC에서 DTWC로 이동하고, 공급곡선은 전력공

급비용상승으로인해 SETS에서 SETS & TWC로이동한다.

수요곡선의 이동은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도입으로 전

력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의 이동은 에

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을 생산원가(ℓ)에 반 하

게 되면서 한계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양 제도가

도입된 전력시장에서 전력소비량은 EET으로 감소하

고, 시장가격은P C
ET으로상승한다. 

ETS만 도입된 경우와 비교하여 양 제도가 모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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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경우에 전력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

다.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로 인해 1차적으로 발생

하는 전력수요의 감소효과와 더불어 투자비용회수로

인한 추가적인 2차 소비감소효과로 전력수요가 감소

한다.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투자비용회수로 인해 전력가

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효과와 감소효과의 크기에

따라 전력 소매가격은 ETS만 도입된 경우보다 높거

나낮아질수있다. 공급곡선이상대적으로평평한경

우에는 EERS 도입이 소매가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나, 전력 도매가격은 ETS만 도입되는 경우보

다낮아진다.

ETS 도입 없이 EERS만 도입되는 경우와 비교하

면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고 전력 소매가격은 높거나

낮아질수있다. 전력수요감소에따른소비자가격하

락은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회수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상쇄된다. 공급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경우 ETS 도입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전력수요 감소

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를 능가하여 전력 도매가격을

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나. 가격규제하의전력시장

1) 가정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가격을규제하고있다는 점

에서 완전경쟁시장과 구별된다.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전력가격이 국민

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

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을 일정 수준 이

하로유지하는경우가그일례이다. 

정부가 가격상한을정하여 규제함에따라에너지효

율향상 설비 투자비용을 소비자가격으로 전가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전력시장 개입과

[그림 1] ETS 및 EERS 도입과 완전경쟁의 전력시장 균형

자료: 정경화(2012) 재인용; 원문NER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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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도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의 회

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그 비

용을지원하는경우를고려해볼수있다. 

2) 균형

[그림 2]는 가격상한(p
_
)이 PE로 설정되어 있는 상

황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우전력생산자는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의 일부만을 소비자가격으로

전가( ĺ )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격이 p
_

인 경우 전력소비량은 E
~
가 되며, E

~
에서 생산자의 한

계비용은 p~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은상황이발생된다. 

이제 정부의 가격규제로인해생산자의 한계비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보조금(△l )을 지급하여

생산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p~=p
_
+△l ).

정부의시장개입과지원정책에따라공급곡선은 S
_
ETS & TWC

으로이동하게된다. 이때정부지출은전력소비량(E
~
)

에 가격차이분(△l )을 곱한 면적 p~AB p
_
에 해당된다.

또한 가격규제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p
C
ETDB p

_
만큼 증가하고, 공급자잉여는

p~ADp
C
ET만큼증가한다. 

ETS와 EERS가 도입되는 경우 가격규제 하의 전력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소비자가격이한계비용보다낮은경우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전력소비량에 상한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차이를 곱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

부의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잉여와 공급자잉여를 증가

시키나, 그 잉여의 합은 정부 지출보다 작게 된다. 즉,

온실가스 감축 비용,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

연료비 상승 등 전력 공급업자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

생함에도가격상한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비용상

승분을 가격에 모두 반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장가격을왜곡시키게되어사회후생이감소하게된다. 

[그림 2] ETS 및 EERS 도입과 가격규제하의 전력시장 균형

자료: 정경화(2012) 



다. 연계상의주요쟁점및해결방안

ETS와 EERS 연계상의 주요 쟁점은 크게 비용회

수방안, 도덕적해이, 추가성, EERS 대상자등네가

지로구분된다. 

1) 비용회수방안

EERS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에너지효

율향상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회수방안으로, 이에

는 다음의 3가지가 제안될 수 있다. 1) 에너지 가격체

계 개편을 통하여 EERS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 2) EERS 온실가

스감축분을 ETS 상쇄로활용하는방안, 3) ETS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EERS 사업비용으로 지원하

는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ETS의상쇄로활용하는방안과 ETS 유상할당시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EERS 사업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병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가) 비용 전가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로인한비용상승분을 에

너지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여건 상 쉽지 않아 보인다. 전력시장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발전기의 설비

용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량요금과 발전전력량에 대

한 한계계통가격 등으로 구성된 비시장형 가격결정구

조이다. 가스요금 또한 1998년 8월부터 원료비 연동

제를 실시하여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료

비변화를반 하는형태를취하고는있으나, 각 도시

가스사의 소매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가변동이 모두

반 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에너

지 가격의 결정구조가 매우 경직적인 우리나라 에너

지시장의구조를고려했을때, 이 방안은실현이용이

하지않다. 

나) 상쇄 활용

국내 ETS의 상쇄(offset)를 통해 EERS 비용을 지

원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에너지공급자의직접설

비의감축분은온실가스감축의목표달성에활용하도

록하고, 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최종소비자의온실가

스감축분은ETS 목표량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외부

감축분(상쇄)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

게 에너지효율향상설비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의

일정부분을 ETS 상쇄로 이용할 수 있다면, ETS 규제

대상인 에너지공급자들이 EERS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는유인을만들어줄것으로예상된다. 

[그림 3]은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용을 소비

자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대신 EERS 온실가스 감축

량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

력시장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곡선(SETS & TWC)

대신공급곡선(SETS)이 수요곡선(DTWC)과 만나는점에

서 생산량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이때 시장가격은

공급곡선(SETS & TWC)과 만나는점보다낮게되고, 전력

수요는많게된다.

[그림 4]와 [그림 5]는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투자비

용을최종소비자가격에전가하지않는대신상쇄로인

정하는 경우의 배출권시장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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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력소비량이 EERS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보

다 증가되어 배출권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배출권 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또한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

출권 공급이 증가되어 배출권 공급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 [그림 4]는 에너지공급자의 EERS 온실가스 감

축분을상쇄로활용함에따라배출권수요곡선이오른

쪽으로이동하고공급곡선이아래로이동하는것을보

여준다. 배출권공급곡선의이동이수요곡선의이동보

다상대적으로크게발생하기때문에배출권가격은이

전 균형에서 보다 낮아진 반면 배출량은 증가된다. 종

합하면, EERS 온실가스감축분이ETS 할당계획에반

되지않고상쇄로활용하도록허용하는경우에는정

부가 목표로 세운 배출 총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여 감

축목표를달성하지못하게된다. 따라서EERS 온실가

스 감축분을 ETS 상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TS 할

당계획에 EERS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반 하고 업

종별할당이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

[그림 5]는 배출권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의 이동보다

공급곡선의 이동이 작은 경우를 보이고 있다. EERS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반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

는 전력수요 증가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러

한 향이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전

환하는데서 발생되는 배출권의 공급 증가보다 많게

되는 상황이다. 배출권가격이 이전 균형에서 보다 높

게되나, 정부가목표로세운배출총량보다적게배출

하게 된다. 이 경우는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100%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EERS 목표를

초과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발생할수있다.

다) 정부기금 활용

[그림 3] EERS 온실가스 감축분 ETS 상쇄 인정시 전력시장 균형

자료: 정경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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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우려

하는 에너지공급자를 지원하고 EERS 참여를 유인할

수있는또다른방안으로는 ETS 시행으로인해발생

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기금으로 조성하여 EERS

사업에일정부분을지원하는것이다. 2012년 7월 1일

부터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Scheme)를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는 호주는 탄소세와 유사한 성격으

로 운 되는 고정가격기간인 초기 3년 동안 세수의

40%를 해당업체의신재생에너지등친환경설비투자

에지원하고있다. 

2) 도덕적 해이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

[그림 4] EERS 온실가스 감축분 ETS 상쇄 인정시 배출권시장 균형(1)

자료: 정경화(2012) 

[그림 5] EERS 온실가스 감축분 ETS 상쇄 인정시 배출권시장 균형(2) 

자료: 정경화(2012) 



절감효과에 대한 검증작업(MRV)은 복잡하기 때문에

EERS 대상인 에너지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규제별 경

계(boundary)를 명확히 확립하여 MRV 체계를 수립

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정책별 경계 구분과 MRV 작

업은 상당한 규모의 행정비용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

에비용을고려하여MRV 체계를수립해야한다.

3) EERS 추가성

현재 ETS 도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EERS

가 시행되는 경우 EERS 추가성에 대한 정의를 확립

하여 에너지 절감효과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

다.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추가성은 에너지효율향상

설비 도입에 따른 1차적인 에너지 절감분을 기준으로

하는 static baseline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static baseline은 MRV

용이성과 비용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종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2차효과로 인한 형평성문제를

회피할수있기때문이다. 

4) EERS 대상자

EERS와 ETS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목표 달성에

단일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ERS 대상자를 ETS 참여대상자와

구분해야 한다. EERS 추진대상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EERS 도입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ETS 대상기업에게인센티브로작용하게되어대상기

업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향후 국내 ETS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또

는 소규모 배출기업 및 병원시설 등에 대해 선택적으

로 배출권거래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

용하는옵트-아웃(Opt-Out)제도가도입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EERS 추진대상 수용가

는목표관리제및 ETS 또는탄소세등어느환경규제

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 가정·상업, 또는 수송

부문등으로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 

4. 결론

ETS가 효율적으로 운 되는 경우 EERS의 도입은

산업계에 이중 규제의 부담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도덕적해이등시장실패가존재하는경

우 EERS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그 명분을 잃게

되는데, 그 이유는 EERS가 ETS를 보완하는 제도로

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EU, 호주, 뉴질랜드 등 배출권거래제를 이미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를

모든부문에적용하는경우는찾아볼수없다. 이것은

중소기업, 가정·상업 또는 수송부문에 대한 규제는

탄소세 또는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가 더 효과

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와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EERS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효

율성이더이상 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겠다. 

ETS가 도입된 상황에서 EERS가 시행되는 경우

EERS 비용회수문제와 각 정책의 경계,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MRV 방안등이도입에앞서구체적으로고

민되어야할필요가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경직

적인 에너지가격체계를 가진 경우에는 EU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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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다르게 비용증가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시장 가격체계를 고

려하여 EERS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로 인정하거나

정부기금 조성을 통하여 지원하는 등의 EERS 비용

회수방안이 세 하게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는 반대로 비용증가분을 에너지가격에 모두 반 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전환하고, 에너지가격 상

승으로 부담이 증가되는 부문(가정·상업 등)에 대해

서는 정부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

려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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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로벌 산업에 미치는 향과 과제

1. 서론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시추방법과 매장위치 등에서

전통 에너지자원과 차이가 있으며 천연가스 계열과

석유 계열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자원은 동·

식물, 플랑크톤 등이 퇴적되어 매몰 된 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 변형된다.2) 전

통 에너지자원의 경우는 근원암3)에서 생성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저류암4)을 통해 지층으로 이동 중 배사구

조(背斜構造)5)에 모여 저장된다. 반면 비전통 에너지

자원은 근원암에서 생성된 원유 및 천연가스가 지표

면으로 이동 중 지층의 투과성 차이, 지각변동 등에

비전통에너지자원개발이
로벌산업에미치는
향과과제1)

산업은행 차장조 경 진
(ckj74@kdb.co.kr)

1) 본고는조경진, “비전통에너지자원개발이 로벌산업에미치는 향과과제,”「조사월보」, vol. 12, no. 11, 산업은행(2012)의내용을수정·보완한것임.
2) 유기성인설에근거. 
3) 유기물이퇴적되어형성된암석으로원유및천연가스가생성됨.
4) 원유나천연가스를함유하고있는다공질암석.
5) 위가불룩한지형으로전통석유및천연가스가저장되는지층구조.

[그림 1] 석유 및 천연가스 생성과정 [그림 2] 에너지자원의 부존위치

자료: 한국석유공사등자료재구성 자료: 인터넷자료등을재구성

1. 퇴적 2. 매몰 3. 원유생성

4. 구조형성 5. 원유이동 6. 유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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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여러지층과 지표면에 다양하게 분포되는 차이점

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유동성이 약해

전통 에너지자원 보다 시추비용이 높고 회수율이 낮

다. 또한매장위치및물리·화학적특성도전통에너

지자원과달라시추방법에서도차이점이있다. 

최근 북미셰일가스로대표되는 비전통에너지자원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에너지가격 하락, 제조업 원가경쟁력 향

상, 고용 및 투자 확대 등 경제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오일샌드도 풍부한 매장량

으로 고유가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며 개발이

확대되고있다. 향후에도셰일가스, 오일샌드등비전

통 에너지자원의 개발은 세계 경제와 산업에 큰 향

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고에서는개발이확

대되고 있는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 현황과 산업

에미치는 향에대해살펴보겠다. 

2.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종류 및 특징

가. 천연가스계열

비전통 천연가스는 매장된 지층에 따라 셰일가스

(셰일층), 치 가스(사암층), 석탄층메탄가스(석탄층),

가스하이드레이트(심해) 등 4종류로구분된다. 

비전통 천연가스는전통천연가스와 매장위치가 다

르나 성분이 유사하여 메탄 70~90%, 에탄 5%, 프로

판 및 부탄 5~25%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가스하이

드레이트를제외하면대부분상업생산중이다.  

비전통 천연가스의개발이 확대된배경으로시추기

술의발달을들수있다. 대표적으로셰일가스의경우

수평시추법(Horizontal Drilling)과 수압파쇄법

(Hydraulic Fracturing)의 발달로생산량이크게증

가하 다. 수평시추법은 시추관을 지표면에서 수직으

[그림 3] 천연가스 매장 분포

자료: Robert Clarke,“The Global Unconventional Gas Trend Wood Mack,”October, 2010 재구성

석탄층 메탄가스(CBM)

치 가스
(Tight Gas)

셰일가스
(Shale Gas)

가스 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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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2.5km를 굴착한 후 석유·가스 저장층에 진입

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1~3km를 연장하는 기술이

다. 수압파쇄법은 물(95%), 모래(4.5%), 화학약품

(0.5%)의 혼합액을 고압(500~1,000기압)으로 주입

하여 암석을 분쇄한 후 흡착된 가스를 유동시켜 회수

하는방식이다. 

기존 수직시추 방식에 의한 셰일가스 회수율은

약 12%로 경제성이 낮았으나, 1999년 수평시추와 수

압파쇄를 복합한 기술이 미국 Barnett 광구에 최초

로적용되자회수율이 40~50%로증가하 다. 

자료: 이정환, “비전통가스자원개발현황및전망,”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2010)

<표 1> 비전통 천연가스 종류와 특징

종류 생산지역 특징

셰일가스
북미

셰일층내 빈 공간이나 유기물에 흡착된 가스
(Shale Gas) 셰일층내 넓게 퍼져있고 유동성도 낮음

석탄층메탄가스
북미, 중국, 호주

석탄 생성시 석탄에 흡착된 가스
(CoalBed Methane) 전체 성분 중 메탄(CH4)이 95% 이상

치 가스
북미

주로 투과성이 낮은 사암층에 분포
(Tight Gas) 낮은 유동성, 연속적 형태로 분포

가스 하이드레이트 일본, 한국 등 천연가스가 얼음에 갇혀 있는 구조
(Gas Hydrate) (연구단계) 심해의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생성

[그림 4]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법 상세도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등자료재구성

셰일가스
수평시추 수압파쇠

천연가스
수직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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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유계열

비전통석유자원은API6)도 10 미만, 점도 10,000cp

이상, 황등불순물함량등의특징으로전통석유와구

분한다.7) 비전통 석유자원의 종류로는 오일셰일, 셰일

오일, 오일샌드, 초중질유 등 4종류가 있다. 오일셰

일, 오일샌드 등은 점도가 10,000cp 이상으로 높아

유동성이없고황함량도 7% 이상으로전통석유보다

높다. 초중질유의 점도는 100~10,000cp로 타 비전

통 석유보다 낮지만 전통 석유의 10~100cp 보다 높

고API도 10을초과하는경우도있다. 

오일셰일을제외한비전통석유는북미, 남미등에

서 상업생산 중이다. 오일 샌드, 초중질유 등은 점도

와 불순물 함량이 높아 시추시 희석과 정제과정이 추

가되어전통석유대비생산비용이높은편이다. 

비전통 석유자원의시추기술은 유종별로차이가 있

는데 대표적으로 오일샌드의 경우 노천채굴법과 지하

회수법(In-Situ)으로 구분된다. 1967년부터 사용된

노천채굴법은상부층이 75m 이하인경우에적용되며

원유성분의 회수율이 90%대로 높다. 지하회수법은

스팀주입 중력배수방식(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이하 SAGD 방식)과 순환증기 자극방식

(Cyclic Steam Stimulation, 이하 CSS 방식)이 대

표적이다. SAGD 방식은 두 개의 수평정을 오일샌드

층에 삽입한 뒤 위쪽 수평정에 증기를 주입하여 가열

한 후 점도가 낮아진 원유성분을 아래쪽 수평정을 통

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30% 수준의 공극률 및 두께

20m 이상의 저류층에 적합하며 회수율은 20~40%

수준이다. CSS 방식은 수직관을 오일샌드층에 삽입

하여 4~6주간 증기를 주입한 후 4~8주간 저류층을

[그립 5] 수평시추와 수직시추 비교 [그림 6] Barnett(미국) 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추이

자료: Energy in Depth 자료재구성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수직시추> <수평시추>

6)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제정한석유의비중을나타내는기준. API 10도이상이면물보다가볍고10 미만이면물보다무거운유분. 
7) Deborah Gordon,“Understanding Unconventional Oil,”May, 2012. 



82 에너지경제연구원

논단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로벌 산업에 미치는 향과 과제

[그림 7] 오일샌드 노천채굴 (캐나다) [그림 8] 오일셰일

자료: www.gatewayvancouver.com 자료: 양병천, “잠재적인미래석유자원오일셰일,”한국석유공사, 2011

[그림 10] CSS 방식

자료:  American Associstion of Petroleum Geologists 자료재구성

[그림 9] SAGD 방식

자료: Japan Canada Oil sand LTD 자료재구성

자료:양병천, “잠재적인미래석유자원오일셰일,”한국석유공사, 2011
민경석, “캐나다오일샌드개발과원자력에너지,”한국석유공사, 2008
이광우, “석유시장의잠재적인안전판, Non-Conventional Oil,”LG경제연구원, 2010
한국석유공사홈페이지(www.knoc.co.kr) 

<표 2> 비전통 석유자원 종류와 특징

종류 생산지역 특징

오일셰일 북미, 중국
깊지않은지층에분포됨에따라높은압력과열을받지못하여
원유형성전단계(케로겐) 형태로남아있는석유자원

(Oil Shale) (연구단계)
케로겐을열분해하여원유로전환

셰일오일
북미

셰일층에서추출되는원유로전통석유자원과매장위치만다를
(Shale Oil) 뿐 특성이유사

오일샌드
비투멘(휘발성이 없고 점도가 높은 원유) 성분을 10% 이상

(Oil Sand)
캐나다 함유한모래나사암

지표면과지층에분포

초중질유
원유의 일종으로 상온에서는 유동성이 없어 계면활성제 등을

(Extra-Heavy Oil)
베네수엘라 섞어사용가능원유로전환

주로발전용연료로사용

스팀주입
1. 스팀주입 2. 온도 유지 점도 하락 3. 석유 시추

석유 회수



83

ENERGY FOCUS 2013 봄호

가열하여 점도가 낮아진 원유성분을 회수하는 방식이

다. 저류층이 얇고 불균질한 지층에 적용되며 회수율

은대략 10~25% 수준이다.   

3.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부상배경 및 개발
현황

가. 비전통에너지자원의부상배경

1)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여력은 감소

2008~2035년간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중국 등

비 OECD 국가들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6%

로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 전통 유전의 고갈 및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안으로 비전통 에너

지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북

해유전의 고갈, 신규 유전발굴시 개발이 어려운 심해

[그림 11] 에너지 수요추이 및 전망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12] 북해유전 생산량 및 점유율 추이 [그림 13] 신규 유전 발굴 추이

주: 국, 노르웨이생산량합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2011

주 : Bn boe(B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자료: Wood Ma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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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원자력발전에대한

위험성이부각되었고독일에서는 2022년까지원전을

전량폐기한다고공표했다. 

2) 생산지역 다양화에 의한 에너지공급 안정화 필요성

최근들어이란, 러시아등정치적리스크가높은국

가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다. 2009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

가격협상 중 가스공급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다. 이란

도 2012년 초 핵개발에따른서방의제재시원유수출

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상승시킨 사례도 있다. 반면 비전통

에너지자원은북미, 아시아, 남미등에고루분포되어

있어 개발이 확대될 경우 자원 무기화에 따른 리스크

를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고유가 지속 및 생산기술 향상

캐나다오일샌드는전통원유시추대비약 10~20달

러추가적인 생산비용이 소요되나 배럴당 90~100달

러대의 고유가 지속으로 채산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비전통 천연가스는 수평시추법, 수압파쇄

법 등의 시추기술 발달로 생산원가가 하락하며 경제

성을 확보하 다. 북미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3~7달

러/MMbtu로 기존 전통 천연가스 생산단가인

3~9달러/MMbtu와 동등 수준에 근접하 다. 

[그림 14] 셰일가스 매장 분포 [그림 15] 2012년초 두바이유 가격 추이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페트로넷

대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수출 중단 언급

주: 생산비용은탐사, 개발, 운 경비등포함, 운임제외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표 3> 지역별 천연가스 생산비용

종 류 유라시아 중동 아시아 북미 서유럽

전통 2~6 2~7 4~8 3~9 4~9

비전통 3~7 4~8 3~8 3~7 미개발

(단위: 달러/M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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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전통천연가스개발현황

1) 매장량은 전통 천연가스와 동등, 생산량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10%대에 그침

비전통 천연가스의 세계 총 매장량은 406tcm8)으로

전통 천연가스 404tcm과 동등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다. 중동과유럽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비전통천

연가스 매장량이 전통 천연가스 매장량을 능가하고 있

다. 지역별천연가스매장량중비전통천연가스의비중

은북미가67.2%, 아시아가71.6%로나타나고있다. 

생산량에 있어서는 2009년 기준 0.4tcm으로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2.7tcm의 약 13%를 차지한 것으

로나타났다.9)

8) trillion cubic feet의약자.
9) IE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11. 

[그림 16] 비전통 vs 전통 천연가스 매장량 [그림 17] 지역별 천연가스 매장량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림 18] 미국 천연가스 종류별 생산 전망 [그림 19] 호주 천연가스 생산량 및 CBM 비중 추이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2011

CLSA, “Growth Spurt,”April 2012

50%

10%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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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 호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확대될 전망

비전통 천연가스의개발은시추기술과 인프라가우

수한미국이주도하고있다. 미국의셰일가스, 치 가

스 등 비전통 천연가스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0년 미국전체천연가스생산량의약 58%를차지

하고 있다. 셰일가스의 탐사개발도 Exxonmobil,

Chevron 등 고도의 시추기술을 보유한 미국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Exxonmobil은 2009년 미국의 셰일

가스 전문 업체인 XTO Energy를 42억달러에 인수

하여셰일가스관련사업의비중을확대하고있다. 호

주의 경우 전체 천연가스 생산 중 석탄층메탄가스의

비중이 20%대로 높은 수준이며 향후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예상된다. 

3) 중국, 유럽 등은 지질구조, 인프라 부족, 환경문제

등으로 본격생산 지연

세계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중국은 수압파쇄에

필요한 수자원 부족10), 지층구조의 특징, 인프라 부족

등으로개발이지연되고있다. 유럽의경우도폴란드,

국, 프랑스등에서환경오염, 지진발생가능성등으

로 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생산

까지는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다. 비전통석유개발현황

1) 매장량은 전통 석유의 1/5, 생산량은 전체의 2~3%에

그침

비전통 석유 중 오일샌드 및 초중질유의 세계 총 매

장량은 0.3조배럴로 전통 석유자원의 매장량인 1.4조

배럴의 1/5 수준이다11). 국가별 원유 매장량에서 비전

통석유자원을포함할경우캐나다와베네수엘라의매

장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캐나다의 전통 석유 매장

10) 수압파쇄를위해서는셰일가스전시추공1개소당1일 15,000~20,000톤의공업용수가필요.
11) 오일셰일의경우매장량을발표하는기관마다 1~5조배럴로편차가커서집계에서제외하 으며, 최근북미지역에서생산량이증가하고있는셰일오일도정확한

매장량집계가없어제외.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20] 국가별 원유 매장량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림 21] 비전통 석유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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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50억배럴이나 비전통 석유자원인 오일샌드 등을

포함할 경우 1,750억배럴로 크게 증가한다. 베네수엘

라경우도비전통석유자원을포함할경우사우디에이

어세계2위의원유매장국으로순위가크게올라간다.

최근까지 비전통 석유의 생산량은 1.7백만배럴/일

로 전체 석유생산량의 2~3% 수준에 그쳐 미미한 수

준이다. 비전통 석유는 전통 석유대비 생산단가가 높

고 환경문제 등의 이슈로 단기간 급격한 생산량 확대

는어려울것으로전망이다. 

라. 개발의문제점

1)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셰일가스 채산성 악화

미국에서는셰일가스의생산량증가로천연가스현물

가격이크게하락하면서셰일가스사업의채산성이악화

되고있다. 2012년 미국천연가스Henry Hub12)평균가

격은 2.8달러/MMbtu로 2008년 월평균 고점인 12.7달

러/MMbtu 대비 1/4~1/5 수준까지하락하 다. 천연가

스가격이손익분기점을크게하회하면서다수의셰일가

스전 사업자가 실적악화에 직면하 다. 2009년 하반기

부터 오일가스전 굴착장비수(Rig Count)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셰일가스 개발의 채산성 저하로 2010년

이후가스전Rig Count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13)

2) 환경오염에 대한 논쟁

셰일가스 개발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지하수로 스

며들어 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

제미국셰일가스시추지역의인근주택에서는지하수

에 불을 붙일 경우 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캐나다에서는오일샌드시추시점도가낮아진원유

성분이주변호수로유입되어생태계를파괴하고지하

수에발암물질을증가시킨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12) 미국Lousiana주Erath시인근의천연가스배관인터체인지로미국천연가스의표준가격인NYMEX(뉴욕상품거래소) 천연가스선물거래를위한표준인도지점.
13) 현재운송비의부담, LNG 수출설비의부족등으로유럽, 일본등가격이높은다른지역에공급하기가곤란하여셰일오일로전환하거나일부가동을중단.

자료: Altamesa Holdings

[그림 22] 미국 셰일가스 광구별 손익분기점 현황

자료: Baker & Hughes

[그림 23] 미국 석유가스 Rig Count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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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벌 산업에 미치는 향

가. 북미제조업경쟁력향상

1)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북미 제조업의 제조원가 개선

미국은 셰일가스등비전통천연가스의 생산증가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며 산업 내 제조원가 개선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평균 10.8달

러/MMbtu 까지 상승했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11년 4.0달러/MMbtu 까지하락하며타국가의천

연가스 가격과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천연가

스 가격하락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량도 늘어나

2012년 4월 미국 에너지자원별 전기 생산량에서 석

탄과 동등수준인 32% 까지 증가하 다. 이와같이 천

연가스를 기반한 발전량 증가는 미국 내 전기가격 안

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의 롱아일랜드

전력공사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4월부터 전기요

[그림 24] 북미 셰일가스 개발 인근주택 지하수 인화 [그림 25] 캐나다 앨버타 오일샌드 개발지역

자료: KBS 뉴스자료 자료: www.cnews.canoe.ca

자료: BP Statistics Review 2011

[그림 26] 국가별 천연가스 가격 추이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27] 미국 에너지자원별 전기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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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평균 4.3% 인하한다고발표하 다.14)

또한미국의산업내에너지자원별사용비중에서천연

가스의 비중이 40~50%로 높아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제조업의원가개선에도긍정적인 향을미칠전망이다. 

2)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및 비료산업이

최대 수혜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원가의 60~80%가 원료비로

원료가격의하락이원가경쟁력향상에큰 향을미친

다. 북미의 경우 에틸렌 생산설비의 약 80%가 천연가

스(에탄) 기반으로 최근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원가

경쟁력이향상되었다. 2012년 5월북미의에틸렌제조

원가는 2011년 1월보다 약 38% 하락한 354달러로 나

프타기반동남아제조원가의 30% 수준까지하락하

14) 뉴욕중앙일보, “롱아일랜드전기요금내달인하, 평균4.3% 절감,”2012.3. 

자료: 씨스켐등산업데이터등재구성 자료: BernsteinResearch

[그림 28] 지역별 에틸렌 제조원가 추이

자료: IEA, “Energy Balaences of OECD Countries,”2011

<표 4> 산업별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 비중(2009년)

산 업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OECD평균

철강 17.0 22.3 9.1 14.5 42.1 24.3 

석유화학 13.0 36.6 6.0 15.3 48.8 37.6 

비철금속 28.3 34.1 2.6 47.4 43.8 28.1 

수송기계 35.2 27.4 - 22.6 56.7 43.0 

일반기계 29.8 50.3 16.6 10.3 48.5 34.9 

음식료담배 38.0 45.5 25.6 26.6 52.7 42.1 

섬유 50.0 44.7 - 14.6 50.8 38.7   

(단위: %) 

<표 5> 제조원가에서 원료비(천연가스) 비중

제품 비중

질소비료 75

메탄올 75

암모니아 75

폴리에틸렌 75

에틸렌옥사이드 50~7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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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료산업에서도질소비료는제조원가에서원료비비중

이약 75%로높아천연가스가격하락의수혜를입고있다. 

3) 고에너지 산업군인 비철금속, 시멘트 등도 제조원가

개선

비철금속, 시멘트 등은 제조원가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비중이 20~40%로높아에너지가격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같은 향으로

원가경쟁력이 향상된 미국 내 비철금속, 철강기업들

의 신증설과 재가동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알루미늄

제조사인 Ormet는 2006년 폐쇄했던 루지아나 공장

을재가동한다고발표하 다.15) 

나. 로벌교역구조변화

1) 에너지자원의 공급처 다변화

최근까지 에너지자원의 주요 공급처는 중동, 러시

아 등에 국한되었으나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이

확대시북미, 호주등으로다변화될전망이다. 북미는

비전통 천연가스 생산증가로 천연가스 수입량이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LNG 수출도계획하고있다. 호주도석탄층메탄가스

등의 개발로 향후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미국에선석탄의수출이늘어나고있는데이는

자국내천연가스를이용한발전량증가로석탄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2011년 석탄

수출량은 107백만톤으로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하 다. 이와같은 향으로세계석탄시장의공급과잉

[그림 29] 미국 알루미늄 제조원가 구조 [그림 30] 미국 시멘트 제조원가 구조

자료: IHS global insight 자료: BernsteinResearch

15) Financial Times, “Shale gas boosts US manufacturing,”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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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cf(Trillion Cubic Feet)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31] 미국 천연가스 생산 및 수입 추이

주: 수출=생산량-내수량로추정
자료: BP Statistics Review 2011

[그림 32] 호주 천연가스 수출 추이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림 33] 미국 석탄 수출 추이

자료: 씨스켐(호주 thermal coal 기준)

[그림 34] 석탄 월별 가격 추이

자료: 이문배, “셰일가스혁명이GTL산업에미칠 향,”「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2-19호, 2012

<표 6> GTL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국 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아공 36 36 36 36 36 36 36

카타르 35 35 75 155 175 175 175

말레이지아 15 15 15 15 15 15 15

나이지리아 0 0 0 0 20 34 34

합계 86 86 126 126 246 260 260

(단위: 천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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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발되며석탄가격하락에 향을미치고있다.  

천연가스 가격하락은 GTL(Gas-To-Liquid)산업

도 확대시킬 전망이다. GTL이란 천연가스를 정제 및

변환시켜 만들어진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으로 현

재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에서 생산 중이다. 최근 중

동, 미국 등에서 GTL설비의 신증설 검토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asol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2~4백만톤 규모의 GTL 공장 건

설을검토중이다. 

2) 북미 제조업의 수출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향후북미에서 제조업의원가경쟁력 향상으로수출

이 증가할 경우 로벌 교역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

다. 북미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석유화학 등을 중

심으로 수출비중이 늘어나 로벌 수출시장의 경쟁강

도를높일전망이다. 

최근원가경쟁력이향상된북미제품의수출증가로해

외 수출시장의 구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

[그림 35] 로벌 교역구조 변화

자료: 산업은행조사분석부

자료: 무역협회미국통계 자료: 무역협회중국통계

[그림 36] 미국 PVC 수출 추이 <표 7> 중국 PVC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추이

국 가 2009 2010 2011

북미 18 23 29

한국 10 8 8

일본 23 31 24

대만 20 25 26

아세안 14 10 8

기타 15 3 5

아시아

유 럽

기존

비전통 천연가스
등장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교역흐름

제조업상품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제조업상품

제조업상품

제조업상품

제조업상품에너지자원

제조업상품

에너지자원

중 동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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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석유화학제품인PVC를들수있다. 미국의PVC는

천연가스 가격하락에 따른 원가경쟁력 향상으로 2007

~2011년간수출이연평균30.3% 증가하 으며2011년

중국PVC 수입시장에서점유율약29%로1위에올랐다.

다. 신규시장확대

1)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북미 발전소 및 플랜트 수요

발전단가 하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의 장점으로

천연가스 기반 발전소가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발전시 CO2는 석탄보다 약 37%, 석유보다 약 20%

감소하여 대기오염을 낮출 수 있다. 에너지자원별 전

력생산단가 비교결과에서도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높

은원가경쟁력을보유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북미지역의수익성이 향상되고있는산업들의

플랜트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북미 석유화학산업

의 경우 2017년까지 총 1천만톤의 에틸렌 신증설이

발표되었다. 비료업체인 Potash도 2003년 가동 중

단한루지아나암모니아공장의재가동을위해 158백

만달러의 투자를 결정하 다.16) US Steel(Ohia, 95

백만달러), Vallourec(Ohio, 650백만달러) 등 에너

자료: ICIS

[그림 37] LyondellBasell사 EBITDA 추이 <표 9> 북미 에틸렌 신증설 현황

기 업 2012~2014 2017

Dow 386 1,300 

Equistar 431 90 

Formosa 800 

Ineos 114 

기타 665 5,810 

총합 1,596 8,000            

16) Financial Times(2011.9), ‘Shale gas boosts US manufacturing'

주: 2016년가동예정인발전소기준
자료: Matt Ridley, "The Shale Gas Shock," The Global Warming Policy Foundation, 2011

<표 8> 에너지자원별 전기 생산단가 비교

구 분 태양열 원자력 풍력 석탄 수력 천연가스

생산비용 312 114 97 95 86 63     

(단위: MegaWatt-hour)

(단위: 천톤)

자료: LyondellBasell

미국 석유화학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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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관수요를위한신증설도증가하고있다.17)

2) 금속: 에너지 시추용 강관 및 플랜트 용 금속제품 수요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확대로 시추용 강관 등

금속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시추용 강

관의 수요는 2009년 이후 연평균 20~30%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의 대미 강관수출도 전년대비

30.9% 증가하 다. 향후에도에너지자원의이동용배

관, 신규플랜트용금속제품의수요증가가예상된다. 

3) 금융: 비전통 에너지자원에 대한 PF 및 M&A 수요

17) PWC(2011.12), ‘Shale gas : A renaissance in US manufacturing?’

[그림 38] 미국 에너지용 강관 수요 추이 [그림 39] 국내 對美 강관 수출 현황

[그림 40] 에너지자원 투자액 비중 전망 (2011~2014년)  [그림 41] 에너지자원 M&A 자금규모 추이

자료: 미국철강협회 자료: 한국철강협회

자료: 20th World Petroleum Congress,
“Energy Solutions For All,”December 2011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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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은행조사분석부

<표 10>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산업이 미치는 향

산 업
향

북미 한국 세계

에너지

발전

석유화학

비료

정유

시멘트

철강및
비철금속

자동차

조선

건설

금융

- 천연가스및석탄수출증가

- 천연가스 발전비중 증가 및 석탄발전
감소

- 천연가스 기반 제품 원가경쟁력 향상
및수출확대

- 나프타기반BTX 제품수입증가

- 천연가스 기반 질소비료 원가경쟁력
향상

- 기존설비재가동및신증설증가

- 천연가스 사용증가로 수요가 감소한
발전용정유제품수출증가

-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개선

-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제조원가
개선

- 에너지용강관시장확대
- 신증설및재가동증가

-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천연가스 자
동차시장확대가능성

- 천연가스 발전설비 및 원가경쟁력
회복한 산업의 신증설 플랜트 수요
증가

- 자원 M&A, 플랜트 PF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증가

-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자원개발 참여
기회확대

- 북미제품수출증가로수출경쟁심화
- 나프타기반BTX제품수출기회확대

- 대미 수출량이 적어 향 미미하나
신규시장개척시경쟁심화

- 발전설비 기술미비로 북미시장 참여
제한적

- 플랜트수주가능성확대

- 비전통에너지자원개발확대
- LNG 등수출경쟁심화

- 천연가스 기반 제품의 공급과잉 및
경쟁심화

- 천연가스로 생산 어려운 부타디엔,
BTX 등은 공급여력감소

- 북미지역 질소비료 수출국의 수출
감소및경쟁심화

- 플랜트수주가능성확대

- 국가별로천연가스와석탄중경쟁력있는원료의발전비중증가

- 발전용정유제품수출경쟁심화

- 대미수출비중이높지않은내수산업으로서 향력미미

- 에너지용강관수출기회확대
- 북미의수출확대시 로벌수출시장의경쟁심화

- 북미의천연가스자동차시장확대시수출기회증가

- 유럽은행참여기회제약으로투자기회증가

- LNG선수요증가에따른신규 LNG선수주가능성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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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간 세계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액 중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비중이 약 34%로 증가할 전망

이다. 2008년 이후 비전통 에너지자원에 대한 M&A

자금수요가증가하고있다. 미국의유전및가스자원

의M&A 금액은 2010년 3분기 20.8억달러에서 2011

년 3분기 48.8억달러로증가하 으며이중약 46%가

비전통에너지자원인셰일가스관련금액이었다. 

4) 자동차 및 조선: 천연가스 자동차, LNG선 등의 수요

과거천연가스자동차는짧은주행거리, 높은가격18),

안정성 등의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

후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가 지속될 경우 온실가스 배

출량이 적고 연료비 절감효과 등의 장점으로 천연가

스자동차에대한수요도증가할전망이다. 

또한 향후 또한 북미, 호주 등의 LNG 수출 확대시

LNG선의 추가발주도 예상된다. 2013~2017년까지

30여척 수준의 LNG선 추가 발주도 기대되어 침체된

조선시황을회복하는데일정부분기여할전망이다. 

5. 의미와 과제

향후비전통 에너지자원의개발은 북미의셰일가스

등을중심으로확대되는한편장기적으로중국, 남미,

유럽 등에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비전통 에너지자원

의개발확대는에너지공급처의다변화및공급량증

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에너지자원의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비전통에너지자원의 개발확대는 국내경제에위기

18) 가솔린차량대비연료저장탱크, 제반설비등의차이로가격이2,000~10,000달러추가소요. 

[그림 42] 셰일가스 관련 국내 유관산업 현황

자료: 산업은행기술평가부

Up-Stream(탐사-생산)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내셔널

유정강관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휴스틸
금강공업, 스틸플라워, 삼강엠앤티
동양철관, 동국R&S, 미주제강

비에이치아이, 디케이티, 신텍
성진지오텍, S&TC, 티에스 엠텍

세원셀론텍, 케이씨코트렐

Mid-Stream(수송-저장)

한국가스공사
현대상선
SK해운

*FSRU(Floating Storge Regasification Units):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LNG선-FRSU*-터미널

성광벤드
태광

한국카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Down-Stream(수요처)

남동발전
포스코에너지
발전사업자

호남석유화학
SH에너지화학

플랜트-기자재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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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시에기회로작용할전망이다. 북미천연가스가

격하락으로 촉발된 북미 제조업의 수출증가 가능성은

한국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심화에 따른 리스크로 부각

되고있다. 반면에너지공급처확대, 신규강관및금

융수요등새로운기회도증가하여이에따른전략수

립도필요한시점이다. 

에너지자원 개발은 5년 이상 소요되며 실패할 확률

도 높아 국내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전통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관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기업들의 경험과 네

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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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유럽 지역냉난방 녹색성과표지제도(Ecoheat4cities

Labelling, E4C)는 도시의 열에너지 공급계획에 의

해서 구축된 지역냉난방시스템의 녹색에너지 활용도

를 자발적으로 평가하고 표지하는 것이다. 성과지표

는 세 가지로 소비자에게 공급된 냉난방에너지에 대

한 비재생 1차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재생에너지(Renewable and Surplus heat) 사용비

율이다. 성과측정 후 국가별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표

지에는 각 성과지표의 값이 꽃잎 모양으로 도식화한

등급(1~7)과함께표시된다. 

E4C의 도입목적은 지역냉난방시스템의 재생에너

지 사용 확대로 EU의 2020년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

에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냉난방시스템의 녹색

성과 및 EU 목표에 대한 기여를 정책입안자, 지방정

부, 소비자 등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E4C의

세 가지 평가지표는 EU의 에너지정책 목표인 2020

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반 하고 있다.

마지막 목적은 지역냉난방시스템의 녹색성과 개선을

위한인센티브를창출하는것이다. 

E4C는 새로 설립되는「유럽 E4C 표지위원회」가

운 하며, 「유럽 기술 및 과학 자문위원회」로부터 전

문지식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E4C의 표지 인증 업무

는 표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국가별 인증기관이 담

당한다. 따라서 성과표지를 인증받고자 하는 지역냉

난방사업자는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에 발급을 신청한

다. 현재 E4C는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했으며 인

증 받은 지역냉난방사업자들의 리스트가 곧 E4C 홈

페이지에게시될예정이다.1)

이러한E4C의도입방안수립프로젝트(Ecoheat4cities

Project)는 EU의 상향식(bottom-up) 에너지정책사

업인 IEE(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

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2010년 6월~2012년

12월 기간 동안 유럽 지역냉난방협회(EUROHEAT

& POWER, EHP)를 비롯한 7개 기관에 의해 수행되

었다.2) 프로젝트의보고서는세가지성과지표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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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ecoheat4cities.eu 참조.



수식과 도출과정, 주요 연료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CO2 배출계수의 기본값, 사업자를 위한 참여 가이드

라인, 성과지표를 활용한 개별난방방식과 지역난방

방식의 비교분석, 제도의 시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본고는 E4C의 도입방안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도

시행방안의 개요와 성과지표 산정수식의 작성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입방안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평가한 후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성과지표 산정수식의 작성과정을 1차에너지 효

율성의 평가 원칙, 1차에너지 환산계수 및 CO2 배출

계수 설정, 초기 성과지표 산정수식 도출, 등급기준

작성, 최종수식및설비별기본값산정결과등으로세

분화하여 설명한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제도

를 도입할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지역냉난방 녹색성과표지제도의 개요

가. 제도시행방안의개요3)

E4C 시행방안의 목표 중 첫 번째는 지역냉난방사

업자와 수용가 모두에게 이로운 자발적 표지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증 받는 고객(기업, 도

시 등)에게 요구되는 지역냉난방의 녹색성과에 대한

보증을 받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른 냉방 또는 난방 방식과 지역냉난방의 녹색성과

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의

E4C 시행방안은 아직까지 작성 및 수정 단계에 있지

만도입방안보고서로부터개요를파악할수있다.

시행방안에의하면E4C는새로설립되는유럽E4C

표지위원회(European Ecoheat4Cities Labelling

Board)가운 한다. 그리고이표지위원회는유럽 기술

및 과학 자문위원회(European Technical and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로부터 전문적으로

지원 받는다. 그리고 E4C의 표지 인증업무는 국가별

인증기관이 담당한다. E4C의 표지 인증을 신청한 지

역냉난방시스템의 녹색성과 측정은 승인된 검사원이

진행한다([그림 1] 참조). 인증 받는 사업자는 인증 절

차 등에 따른 시행기관의 소요비용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수수료로 지불하며, 운 기관 등 관계기관은

제도의운 에이수수료를사용한다.

유럽 표지위원회는 EHP에 설치되며, EHP가 관련

한 행정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EHP는 EU 및 기타

국가의 지역냉난방부문(협회,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연합기관이다. EHP의 회원이며 자발적 표지제도

를 승인한 모든 국가의 지역냉난방협회는 유럽 표지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유럽표지위원회가국가별 E4C 인증기관을승인하지

만, 해당 국가의 표지 인증절차가 규칙에 반할 경우

에는지정을폐지할수있다. 유럽표지위원회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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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HP,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교(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덴마크 기술연구소(Danish Technological Institute), 독일 지역냉난방협회(AGFW
Germany), 스웨덴 지역난방협회(Swedish District Heating Association, SDHA), 국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리투아니아 에너지연구소
(Lithuanian Energy Institute, LEI) 등의기관내지역냉난방전문가가프로젝트에참여하 음.

3) EHP(2013) 참고.



지침서 및 국가별 부속서를 발간하고 승인하며, 기타

참고할 정보를 채택한다. 유럽 표지위원회는 규칙을

따르지않은표지인증을무효화할수있다. 위원회는

의견수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하여기술및과학자문위원회를설립한다. 또

한 국가 및 지역의 자문단 설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버넌스체제를구축한다. 

E4C의 표지 인증이 시행된 국가들에서는 이미 표

지 인증절차를 관장하는 인증기관이 지정되었다. 인

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연구기관, 공과

대학교, 지역냉난방협회 또는 유사기관, 상공회의소

또는 유사기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등이다. 인증기

관은 유럽 표지위원회의 기술지침서를 따르며, 일반

적으로 6개월인 인증절차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절차를 모두 기록한 서류를

10년간보관한다. 

지역냉난방사업자가 E4C의표지인증을받고자하

는경우사업자는우선표지인증에관한각종지침을

숙지하여야한다. 다음으로는연간연료별소비량, 열

및 전기 생산량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작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이

속한 국가의 인증기관과 접촉한다. 인증기관에 해당

지역냉난방시스템을 등록하면 검사원이 배정된다. 사

업자는 검사원이 해당 지역냉난방시스템의 녹색성과

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추가자료가 있을 경

우 제공한다. 이후 검사원이 평가서를 인증기관에 보

고하면, 인증기관이표지를발급한다.

E4C의 성과표지는 [그림 2]와 같이 성과지표의 등급

(1~7)이높을수록꽃잎의숫자가증가하는도안을사용하

다. 등급이아닌성과지표자체의값과회사명등도함

께제시되지만, 특히등급에주목하게하는도안으로작

성되었다. [그림2]의오른편에는러윅지역난방시스템이

발급받은성과표지가사례로제시되어있다. 러윅의시스

템은일반폐기물을연료로하는보일러를이용하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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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4C의 시행 및 운 기관

European
Steering Committee National (Regional)

Steering Committee

European
Secretariat

주: DK는덴마크, CZ는체코, SE는스웨덴, PL은폴란드, AT는오스트리아의국명약자
자료: Birgitta Bechtold, “Ecoheat4cities-A voluntary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performance labelling scheme,”Oct. 10, 2012

The Next DHC Generation Conference



1000채 및 110개의 비가정 수용가에게 연간 36GWh의

지역난방열을판매하고있다(Ecoheat4cities, 2012).

성과표지에 따르면 러윅의 시스템은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가 0.42,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89%( 국정부의목표는 15%), 지역난방열의 CO2 배

출계수가 95 kg/MWh이다. 이에 따라서 지역난방열

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등급은 꽃잎 6개로 2등급이

고, 재생에너지사용비율은꽃잎 7개로 1등급이며, 지

역난방열의 CO2 배출계수도 꽃잎 7개로 1등급이다.

러윅 시스템에 대한 E4C의 성과표지 발급시기는

2012년 12월이며 이는 2013년 12월까지 1년간 유효

하다. 러윅 시스템의 성과표지에서 좌측 아래편에는

국국기와 EU 상징기가나란히표시되어있다.

나. 성과지표산정방법
1) 1차에너지 효율성의 평가 원칙4)

지역냉난방의 1차에너지 효율성 관련한 성과지표 작

성은 일반적인 에너지효율의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열

수요(=열산출가정) Qi를열생산설비(열만생산하고, 연

료는 i만사용하는단독설비가정)의전환효율ηi로나누

면설비에투입되어야하는에너지량Ei를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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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4C의 성과표지 기본양식(좌)과 발급사례(우)

자료: 1) Ecoheat4cities, Policy Guidance Paper, Feb. 2013, p5
2) Shetland News, “Top rating for district heating scheme,”Dec. 24, 2012

4) Willem van der Spoel(2012) 참고.



설비에 투입되는 에너지량 Ei는 1차에너지가 아니

라 사용가능한 에너지형태로 채굴/채취, 가공/정제,

수송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에너지 소비를유

발한다. E4C는연료별1차에너지환산계수 fP, i를도입하

여, 설비에 투입되는 에너지량 Ei에 그것에 해당되는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 i를 곱하면 1차에너지량 EP, i로

환산할수있도록한다.

지역난방시스템(아래첨자 dh)에서 상기 원리를

적용해 본다. 열수요 Qd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량 E i가 필요하며, E i에 해당하는 1차에너지 환산

계수 fP, i를 곱하면 지역난방시스템에 투입되는 1차

에너지량 EP, dh를 구할 수 있다. 이 EP, dh를 열수요

Qdh로 나눈 값이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 dh이다.

이와 같은 환산계수 fP, dh는「1차에너지 투입량/열수

요」이므로, 열수요와 1차에너지 투입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에너지효율 공식「에

너지 생산량(=수요량)/에너지 투입량」을 거꾸로 뒤집

은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 환산계수가 1인 경우 1차

에너지 기준의 시스템효율이 100%가 되며, 0.5인 경

우시스템효율은 200%가된다.

지역난방시스템의 주요 열공급설비인 CHP(열병합

발전)의경우, 시스템에투입된에너지량을 1차에너지

량으로 변환한 후, 생산된 전기(아래첨자 el) Eel(1차

에너지 환산계수는 fP, el)의 1차에너지 환산량을 차감

하여 열수요에 대한 1차에너지 투입량을 계산한다.

또한 생산된 전기는 전원믹스 즉 계통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전원믹스로부터 구해진 전

기의 1차에너지환산계수 2.6을적용한다.

한편 E4C는 1차에너지가 난방에너지로 전환되기까

지의각공정별시스템경계를 [그림 3]과같이도해하

다. E4C는 에너지에 대한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계

산하기 위한 시스템 경계를 [그림 3]의 ⑤~③으로 한

다. 여기에서③은에너지량Ei의단계이며⑤는 1차에

너지로환산한 EP,i의단계이다. 따라서③의 Ei를⑤의

EP,i로환산하는계수가 1차에너지환산계수 fP, i이다. 

그리고 E4C는 열에너지에 대한 1차에너지 환산계수

를계산하기위한시스템경계를 [그림3]의⑤~ⓛ로한

다. E4C의지역난방열1차에너지환산계수산식은ⓛ시

점의열수요Qdh의생산에기여한③단계의각에너지량

Ei를우선파악한후, 이를⑤의∑
i
EP,i (=EP, dh)로환산한

다음, 이 값을 ⓛ단계의 열수요 Qdh로 나누어주는 것이

다. 이는결국③단계에너지량에서⑤단계로거슬러올

라갔다가, ⑤단계의 1차에너지량에서 중간과정을 생략

하고곧바로ⓛ단계의열수요와비교하는개념이다.

2) 1차에너지 환산계수 및 CO2 배출계수 설정5)

상기와같이검토한바에따르면, 연료(아래첨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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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및 전기의 1차에너지 환산

계수는시스템의 1차에너지효율성성과지표의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이다. 따라서 E4C는 주요 에너

지의 공식적인 기본(default) 환산계수를 <표 1>과 같

이 제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E4C의 1차

에너지 환산계수는 그 계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1차

에너지) 사용분을 제외시킨 비재생(non-renewable,

아래첨자nren) 1차에너지환산계수이다. 따라서대부

분의 화석에너지는 이 값이 1이상이 되며, 재생에너지

가활용된경우에는이값이 1보다작을수있다. 또한

<표 1>에는에너지별 CO2 배출계수와재생에너지비율

기본값도함께제시되어있다. E4C의 CO2 배출계수는

104 에너지경제연구원

논단
유럽의 지역냉난방 녹색성과표지제도 시행사례 및 시사점

5) Ecoheat4cities(2011) 참고.

[그림 3] E4C의 시스템 경계(1차에너지~난방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및 손실)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 on labelling criteria for DHC, Apr. 2011, p59



LCA(전생애주기평가) 기준값이다.

다음으로 전원믹스를 반 한 전기의 1차에너지 환

산계수 산정 방법을 살펴본다. 우선 <표 2>에서 천연

가스(아래첨자 ng) 발전량은 774.8 TWh이다. 발전

설비에 투입된 천연가스의 에너지량(순발열량)은

일반적인 에너지효율 공식「천연가스 투입량 = 천연

가스발전량/천연가스발전효율」즉「Eng=Eel,ng/ηel,ng」

에서 구할 수 있다. Eel,ng는 774.8 TWh이고, ηel,ng는

<표 3>에서 제시된 천연가스의 전기 전환효율 기본값

0.525를 적용한다. 따라서「774.8 TWh/0.525 =

1475.8 TWh」가 천연가스 투입량(순발열량)이 된다.

여기에 천연가스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표 1> 참조)

인 1.36을 곱하면 1차에너지 기준 천연가스 투입량으

로전환되며그값은 2007 TWh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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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4C의 에너지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 CO2 배출계수, 재생에너지 비율의 기본값(default value)

에너지(연료)
1차에너지 환산계수

( f P,F,nren)
CO2 배출계수6)

(KF(i)(kg CO2 /MWh))
재생에너지 비율

(RF(i))

갈탄

무연탄

중유

경유

천연가스

토탄

바이오에너지(1차)

바이오에너지(정제)

바이오에너지(부차적)

잔사 연료

폐기물연료

전기

산업폐열

심부지열

1.02

1.19

1.35

1.35

1.36

1.02

0.1

0.2

0.06

0.05

0

2.6

0

0

369

369

296

283

222

417

7

12

3

88

94

420

0

0

0

0

0

0

0

0

1

1

1

1

1

0.19

1

1

주: 각계수및비율의출처는생략함(원문에는제시됨)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Assessment of DHC baseline and improvement potential, Aug. 2012

6) F( i)는 i∈F를의미함.



천연가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전원에 대해 계

산한 1차에너지 기준 연료투입량 총계는 7421.7

TWh이다(<표 2> 참조). 이 값을 최종 전력소비량으

로나누면전기의 1차에너지환산계수가된다. 이는 1

차에너지로 변환한 에너지량을 에너지수요량으로 나

누어 주는 방식으로서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열에너지

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산정공식과 방식이 동일하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최종 전력소비량은 EU내에서 생

산및소비된전력을대상으로해야하기때문에순수

입량을 제외한 값「2855.6 - 16.5 TWh = 2839.1

TWh」가 된다. 따라서 전기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7421.7 TWh/2839.1 TWh=2.61」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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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의 전원믹스(2008년)를 반 한 전기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산정방법

전원
발전량
비율(%)

발전량
(TWh)

연료투입량
(TWh)

1차에너지
투입량(TWh)

연소에 의한
CO2 배출
(kton)

LCA기준
총 CO2 배출

(kton)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일반폐기물

목재/폐목재

바이오가스

산업폐기물

부생가스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무연탄

갈탄

기타

합계

최종전력소비

순수입

계수화 결과

10.6

3.5

0.2

0.2

0.9

1.6

0.6

0.1

1.0

27.8

23.0

3.1

16.1

10.6

0.7

100

-

-

-

359.2

118.7

7.4

5.7

29.1

55.4

20.1

2.6

33.5

937.2

774.8

104.5

543.0

358.2

24.0

3,373.4

2,855.6

16.5

-

n.a

n.a

n.a

0

116

222

38

10

64

n.a

1476

236

1229

857

96

4,344

-

-

-

1.7

5.9

-

0.0

0.0

0.0

7.6

0.5

3.2

2,736.7

2007

319.2

1,462.0

872.9

4.8

7,421.7

-

-

2.61

n.a

n.a

-

0

10,459

0

0

0

12,890

-

298,044

62,387

434,772

311,611

238

1,130,402

-

-

398.2

1,629

1,569

-

0

10,869

589

102

916

14,154

3,273

327,264

66,813

453,127

316,148

8,417

1,204,870

-

-

424.4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 on labelling criteria for DHC, Apr. 2011



갈탄

무연탄

중유

경유

천연가스

토탄

바이오에너지(1차)

바이오에너지(정제)

바이오에너지(부차적)

잔사 연료

폐기물연료

0.418

0.442

0.442

0.442

0.525

0.390

0.330

0.390

0.250

0.250

0.250

0.88

0.88

0.89

0.89

0.90

0.86

0.86

0.86

0.86

0.80

0.80

전원믹스를반 한전기의CO2 배출계수도천연가스

의사례로설명한다. 상기에서계산한천연가스투입량

약 1475.8 TWh에 <표 1>의천연가스CO2 배출계수약

222 kton/TWh를곱하여약 327,264 kton CO2 값을

얻는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전원에 대하여 계산한 후

총합한값은약 1205 Mton CO2이다. 이 값을최종전

력소비량 2839.1 TWh로 나누면「1205 Mton

CO2/2839.1 TWh = 424.4 g CO2/kWh」가된다. 이와

같은계산과정과결과는<표2>에제시되었다.

전원믹스를반 한전기의 1차에너지환산계수 2.6

및 CO2 배출계수 420 kg CO2/MWh는 계수별 기본

값이 제시된 <표 1>에서도 반 되어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에대한재생에너지비율 RF( i )도제시되어있는

데 전기부문의 값은 0.19이다. 이는 <표 2>에 제시된

EU 27개국의 2008년도전원믹스의재생에너지발전

량비율 19%(수력~부생가스)를참고한것이다.

3) 초기 성과지표 산정수식 도출7)

개략적인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환산계수산식을

앞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제도의 운 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산식이 필요하다. 따

라서 E4C는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산식

을작성하기위하여 [그림 4]와 같은특정지역난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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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 on labelling criteria for DHC, Apr. 2011

<표 3> E4C의 연료별 전기 및 열 전환효율 기본값

연료 전기 전환효율 열 전환효율

7) Ecoheat4cities(Undated) 참고.



스템을가정한후열역학적분석을시행하 다.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및 CO2 배출계수

는이열역학적시스템경계안에서결정된다. 시스템경

계안에는하나의지역난방시스템이존재하며, 경계(1차

에너지 기준)는 건물의 열교환기([그림 3]의 ⓛ)까지이

다. 이 경계 내의 모든 에너지의 투입과 산출이 고려된

다. 시스템에투입되는에너지는해당되는1차에너지환

산계수를적용한후열수요로나눈다. 따라서지역난방

시스템의열손실도열을생산하기위해사용된연료의

채굴/채취, 정제/가공, 수송에사용되는다른모든에너

지처럼 산식에서 반 된다([그림 3]의 맨 하단을 참조).

만약 에너지생산설비와 시스템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어렵거나불필요하다면하위시스템으로나눌수도있으

며, 이경우하위시스템은자체적인환산계수를가진다. 

성과지표산식작성용지역난방시스템의열공급설비는

CHP, 기타열생산설비, 외부열원으로부터의수열등세

가지이다. CHP에서생산한전력은소비자에게송전하지

않고계통으로송전한다. 그리고보조전력도계통으로부터

수전한다. 이와같은지역난방시스템구성및전력거래방

식은현재국내의일반적인지역난방시스템과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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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4C의 성과지표 산식 작성용 지역난방시스템

자료: Ecoheat4cities, Guiidelliines ffor techniicall assessment of Diistriict Heatiing systems, Undated



투입된 모든 1차에너지량을 열수요로 나누어주는

효율성 평가원칙은 상기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우선 시스템 경계 내의 에너지생산설비로

투입된 에너지량 E i를 1차에너지로 변환한다. 다음으

로 외부 수열량 Qext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nren,ext를 곱하여 1차에너지량(E i·fP,i)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 보조전력소비량에서

CHP의 발전량을 감한 후에 1차에너지량으로 변환한

다. 이것은 열생산과 무관한 CHP의 발전량을 1차에

너지 투입량에서 제외시키고, 시스템 내부의 보조전

력소비량을 열생산을 위한 1차에너지 투입으로 포함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구성한 지역난방열의 1차에

너지환산계수 fP,dh,nren의산식은아래와같다.

지역난방시스템의 1차에너지 기준 CO2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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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Hi는발열량을의미함.

산식은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산식과 동

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CHP 발전량에 대하여 계

통전력의 CO2 배출계수가 아닌 CHP 투입에너지에

대한 CO2 배출계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기본원칙은 열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

든에너지량에해당하는 CO2 배출계수를곱하여 CO2

배출량을구한뒤, 이를열수요로나누어줌으로서지

역난방열의 CO2 배출계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시스템 경계 내의 CHP와 기타 열생산설비로 투입된

각 에너지량에 해당 1차에너지 CO2 배출계수를 곱하

여 배출량을 구한다. 수열에 해당되는 CO2 배출량도

구한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내부 보조전력소비량에

계통전력에 대한 CO2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구한다. 여기까지는 시스템 경계 내부의 에너지소비

량에 대한 배출량이다. 다음으로 CHP 발전량을

CHP에 투입된 연료의 전기효율로 나누어서 투입 에

너지량을 구한 후, 여기에 CHP에 투입된 연료의 1차

에너지 CO2 배출계수를 곱하여 CO2 배출량을 구한

다. 이 값을 앞서 구한 시스템 경계 내부의 에너지소

비량에 대한 CO2 배출량에서 감한다. 이 값을 시스템

의 총 CO2 배출량으로 하여 열수요로 나누어서 지역

난방열의 CO2 배출계수를계산한다.  



4) 등급기준 작성9)

E4C는 성과지표를 1~7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7개의 꽃잎모양으로 도식화한다. E4C는 등급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역난방시스템을 [그림 5]

와 같이가정하 다. 또한이시스템의성과지표산정

을위한데이터는 <표 4>와같다.

등급기준 작성용 지역난방시스템의 열공급설비는 석

탄CHP, 천연가스열생산설비, 바이오가스열생산설비,

우드칩열생산설비등네가지이다. 열수요를만족하기

위하여투입되는총에너지량중에서상기의설비에투입

된각연료별비율은국가별재생에너지보급목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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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coheat4cities(Undated) 참고.

[그림 5] E4C의 등급기준 작성용 지역난방시스템

자료: Ecoheat4cities, Guidelines for technical assessment of District Heating systems, Undated



년) βR에따라서달라진다. <표 4>에의하면βR이EU 목

표인 20%가되는경우, 이중절반이바이오가스생산열

의 비율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우드칩 생산열의 비율이

된다. 그리고나머지 80%중의 75%인 60%가석탄CHP

생산열이되며, 남은20%가천연가스생산열이된다.

상기의등급기준작성용지역난방시스템에관한아래

의두수식은앞서살펴본두개의초기성과지표산식을

변형한 것으로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앞서의

두식과동일한결과값을가진다.10) 이것은투입에너지

의1차에너지환산계수를지역난방시스템의열전환효율

로 나누면,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가 된다는

점에착안한수식이다.11) 아래수식에서<표4>의데이터

와EU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 20%(βR)를적용하면, 지

역난방열의 1차에너지환산계수 fP,dh,ref는약0.8, 지역난

방열의 CO2 배출계수 KP,dh,ref는약 222 kgCO2/MWh가

된다. 이두개의등급기준값을<표5>의원칙에적용하

여 <표 6>의최종등급기준이작성되었다. 이와같이도

출된등급기준값은2등급과3등급의경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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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자의설명은<표4>를참조.
11) 본절 1항(1차에너지효율성의평가원칙)의수식을참조.
12) Ecoheat4cities(2012) 참고.
13) E4C가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았으므로수정가능성도있음.
14) chp( i)는 i∈chp를의미함.

5) 최종수식 및 설비별 기본값 산정결과12)

E4C의 최종적인 성과지표 산정수식은 <표 7>, <표

8>과 같다.13) 이와 같은 산정수식에 근거하여 주요 설

비에대한성과지표기본값을산정한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제시된 지역난방열의 1차

에너지 환산계수 최종 산정수식은 앞서 살펴본 초기

산식과 다르게 외부 수열을 연료투입량으로 변환하여

EF( i )로통합하 다. 

또한 지역난방열의 CO2 배출계수 최종 산정수식도

초기 산식처럼 시스템 내부의 보조전력을 계통전력으

로 구분하지 않고 CHP 발전량 중의 일부로 구분한다

(<표 8>의 Eel,chp(i) 설명참조14)). 

한편 지역난방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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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0.87

0.9

0.9

0.85

0.9

0.442

0.04

0.75*(1-βR)

1-βchp-βR

(EU: 20%)

βR/2

βR/2

1.1

1.1

0.2

0.1

2.6

370

230

40

20

420

CHP의「전기생산관련 에너지소비량/열생산관련 에너지소비량」비율

CHP의 총효율(전기부문 0.3 + 열부문 0.57)

난방 네트워크의 효율

바이오가스 열생산설비의 효율

우드칩 열생산설비의 효율

난방 네트워크의 효율

석탄발전소의 전기 효율(콘덴싱 모드)

생산열에 대한 보조 전력 비율

총 생산열 중 CHP에 의한 생산열의 비율

총 생산열 중 천연가스에 의한 생산열의 비율

재생에너지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국가적 목표

총 생산열 중 바이오가스에 의한 생산열의 비율

총 생산열 중 우드칩에 의한 생산열의 비율

석탄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천연가스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바이오가스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우드칩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전기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석탄의 1차에너지 배출계수

천연가스의 1차에너지 배출계수

바이오가스의 1차에너지 배출계수

우드칩의 1차에너지 배출계수

전기의 1차에너지 배출계수

국가별 적용이 가능한 요소

자료: Ecoheat4cities, Guidelines for technical assessment of District Heating systems, Undated

<표 4> E4C의 등급기준 작성용 지역난방시스템 관련 데이터

필수요소



1

2

3

4

5

6

7

계수< 기준×0.5

기준×0.5 ≤ 계수< 기준

기준 ≤ 계수<기준×1.5

기준×1.5 ≤ 계수< 기준×2

기준×2 ≤ 계수<기준×2.5

기준×2.5 ≤ 계수< 기준×3

기준×3 ≤ 계수

Rdh>0.5×(100-βR)+βR

0.5×(100-βR)+βR ≥ Rdh >βR

βR ≥ Rdh >0.8×βR

0.8×βR ≥ Rdh >0.6×βR

0.6×βR ≥ Rdh >0.4×βR

0.4×βR ≥ Rdh >0.2×βR

0.2×βR ≥ Rdh

역난방에 사용된 연료별로 해당 재생에너지 비율(<표

1> 참조)을 곱한 후, 이 합계 값을 지역난방에 사용된

연료의 에너지량 합계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

하여 산정한다. 이와 같이 지역난방시스템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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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4C의 등급별 기준 작성원칙

등 급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dh)와 CO2 배출계수(Kdh)
지역난방열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Rdh)

자료: Ecoheat4cities, Guidelines for technical assessment of District Heating systems, Undated

1

2

3

4

5

6

7

fP, dh< 0.40

0.40 ≤ fP, dh< 0.80

0.80 ≤ fP, dh< 1.20

1.20 ≤ fP, dh< 1.60

1.60 ≤ fP, dh< 2.00

2.00 ≤ fP, dh< 2.40

fP, dh ≥ 2.40

Kdh< 111

111 ≤ Kdh< 222

222 ≤ Kdh< 333

333 ≤ Kdh< 444

444 ≤ Kdh< 555

555 ≤ Kdh< 666

Kdh ≥ 666

Rdh>60%

60% ≥ Rdh>20%

20% ≥ Rdh>16%

16% ≥ Rdh>12%

12% ≥ Rdh>8%

8% ≥ Rdh>4%

Rdh ≤ 4%

<표 6> E4C의 성과지표별 등급기준( fP,dh,ref =0.8, Kdh,ref =222 kg/MWh, βR=20%)15)

등 급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dh)
지역난방열의 CO2

배출계수(Kdh)
지역난방열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Rdh)

자료: Ecoheat4cities, Guidelines for technical assessment of District Heating systems, Undated

15) ref는등급기준작성용지역난방시스템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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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 소비

CO2 배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Assessment of DHC baseline and improvement potential, Aug. 2012

<표 7> E4C의 성과지표 산정수식

성과 기준 산정수식16)

fP,dh,nren(i)
산정기간(1년) 동안 지역난방 그리고/또는 개별난방 시스템에서 건물로 공급한 열수요에
대한 비재생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F,nren(i) 연료 i의 비재생 1차에너지 환산계수

EF(i) 최종적으로 열로 전환되는 연료투입구 기준의 연료 i의 순에너지량

fP,el,nren 전기의 비재생 1차에너지 환산계수, 2.6으로 설정(EU 전원믹스 기준) 

Eel,chp 산출 시점에 계량한 CHP의 순발전량, 열과 전기 모두를 생산하는 모드에만 적용

Eel,hn 지역난방시스템 운 을 위한 전력소비량

Qdel, j 열교환기 통과 직후 기준의 열수요

Kdh 건물로 공급된 열수요에 대한 CO2 배출계수, 단위는 kg CO2/MWh

KF,tot(i) 연료 i의 CO2 배출계수, 단위는 kg CO2/MWhfuel

EF(i) 상동(저위발열량 사용)

Eel,chp(i)
연료 i에 의한 CHP의 순발전량(생산량-시스템내 소비), 여러 연료 사용시 발전량을 각 연
료투입량 비율로 나눔

ηel 화력발전소의 전기 전환효율 기본값, 종합하여 40%로 설정

<표계속> 

<표 8> E4C의 성과지표 산정수식 기호 설명

성과 기준 기호 내용

1차에너지
소비

CO2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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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비율

Qdel( j ) 상동

Rdh 지역난방시스템의 재생에너지 비율, 단위는 %

RF(i ) 연료 i의 재생에너지 비율, 0~1사이

EF(i) 지역난방에 사용된 연료 i의 에너지량(저위발열량)

EF 지역난방에 사용된 연료들의 에너지량 합계(저위발열량)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Assessment of DHC baseline and improvement potential, Aug. 2012

성과 기준 기호 내용

토탄 CHP 

석탄 2 CHP

석탄 CHP

폐기물 CHP

천연가스 CHP

바이오매스 2 CHP

바이오매스 CHP

천연가스 CCGT(복합가스터빈)

천연가스(개별 보일러)

히트펌프(COP=3)

전기(직접 난방)

바이오매스(펠렛 보일러)

0.39

0.70

0.57

-0.75

0.81

-0.97

-1.16

0.41

1.67

1.00

2.60

0.20

약 170

약 200

약 174

약 30

약 137

1

1

62

224

141

425

14

주: 1) 석탄2와석탄, 바이오매스2와바이오매스의차이점은원문에제시되지않았음.
2) 지역난방열의CO2 배출계수기본값은원문의표에제시된값을사용하지않고, 연관된그래프(Ecoheat4cities, 2011)의값을사용함.

자료: Ecoheat4cities, Technical report-Assessment of DHC baseline and improvement potential,  Aug. 2012

<표 9> E4C의 주요 설비에 대한 성과지표 기본값 산정결과

지역난방
지역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dh,nren )
지역난방열의 CO2

배출계수(Kdh[kg/MWhlhv]17) )

건물난방
건물난방열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fP,Q,nren )
건물난방열의 CO2

배출계수(KQ,del [kg/MWhlhv])

16) nren( i)는 i∈nren을, tot( i)는 i∈tot를, del( j)는 j∈del을의미함.
17) lhv는저위발열량을의미함.



로 하여 작성된 최종 산식을 지역냉방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의평가에도적용한다.18)

3. 국내 지역냉난방 녹색성과표지제도 도입 시
시사점

국내지역난방사업자들은 2011년말기준으로총주

택수대비 14.5%의주택에난방에너지를공급하고있

다.19) 이와같이지역난방시스템이국내난방에너지공급

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 유럽의E4C

와 같은새로운제도의도입방안을검토하여국내지역

난방관련정책에대한시사점을찾는것은의미있다.

에너지정책연구자입장에서 E4C의도입방안을검

토한 결과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 성과

지표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주요 설비들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기본값을 산정한 결과표를 살펴보면 폐기

물 CHP, 바이오매스 2 CHP, 바이오매스 CHP 등 세

개의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지역난방열 1차에너지 환

산계수 fP,dh,nren의값이음수로나타났다. 그런데이들설

비에 대한 지역난방열 CO2 배출계수는 양수로 나타났

다. 두 성과지표의 산정수식이 다르므로 두 값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CO2는 에너지소비로부터 배출되

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값은 음수이고 다른 한쪽 값은

양수인상기결과는합리적결과로받아들이기어렵다. 

둘째, EU의 전원믹스를 반 한 전기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 산정과정에서 전기의 순수입량을 제외하

다. 이에 대해서 E4C는 EU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

전기만 반 하기 위하여 순수입량을 제외한다고 설명

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량을 제외하는

방식은 결국 에너지 소비량 및 연관된 CO2 배출량을

다른합당한노력없이감소시키며, 심지어타국가로

이전하는탄소누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셋째, 시행에 따른 구체적 기대효과가 검토되지 않

았다. E4C는 자발적 성적표지 제도이고 수수료를 통

해 운 자금을 일부 조달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자금

이 투입되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구체적 기대효과 측

정이 도입방안의 필수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

대효과분석의중요성은간과할수없다. 

다음으로 E4C의 도입방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E4C는 EU의 에너지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비중 20% 달성을반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총괄목표와

하위 시행제도간의 연계성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가

되어준다. 이러한 구체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도는 시행 이후에도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

이높다. 그러므로 E4C의사례를참고하여향후국내

에너지정책 수립 연구에서 정부의 목표와 제안하는

제도가구체적으로연계되도록노력해야한다.

둘째, E4C는 성과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여

러 기본값을 구체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 다.

또한최종산식의도출과정을시스템경계와함께상세

히설명하여관계자들의이해를도왔다. 이로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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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냉방시스템의등급기준은별도로산정됨.
19) 2011년말기준으로집단에너지부문의전기생산량은국내총발전량의4.8%를차지하고있으며, 연료사용량은국내1차에너지소비량의3.5%를차지함. 



받고자하는사업자들의편리성과동일지표사용에서

비롯되는결과의신뢰성및비교가능성을높 다. 

셋째, E4C는 에너지 소비자에게 에너지제품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보적 제도이며, 친근하고 미적

인 면에서도 우수한 도안을 사용하 다. 최근 스마트

소비자, 프로슈머등과같은개념이등장할정도로소

비자가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가전제

품, 차량등) 제품과다르게에너지제품은소비자에게

정보제공하는 측면이 부족하 다. 그렇지만 에너지요

금도 연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하여 상승하는 상황에

서, 지역난방산업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 참여할 권

리를높이는방안을찾는것이필요하다. 특히 E4C와

같이 친근하고 미적으로 우수한 도안을 사용하여 지

역난방부문 에너지제품의 녹색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좋은방안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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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가. 국제유가동향

2011년과 2012년 국제 원유가(WTI 제외)는 연평

균기준1)으로연이어사상최고치를기록하 다. 명목

가격기준으로두바이와브렌트현물가격은 2011년에

연평균 각각 배럴당 105.98달러와 111.08달러를 기

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하 으며, 2012

년에는 109.03달러와 111.67달러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경신을이어갔다.

2013년에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는

이어질 기세다. 2012년 4분기 동안에 세계 경제에 대

한 높은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불안의 지속으로 유가

하락및상승압력간팽팽한균형이유지됨에따라국

제 원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두바이 기준) 내외에서

움직이며대체적으로낮은변동성을보 다. 특히, 지

난해 12월에는 두바이 원유가를 기준으로 배럴당

104~108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하향 안정

화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 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

국제 원유가는 다시 점진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집트 반정부시위 재발과 알제리 인질사건으로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북아프리카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지표가 개선되면서 세

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월에 두바이 원유가는 배럴당 106~110달러 사이를

움직이며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 으며, 2월 들어

서는 113달러까지상승하여 5개월최고치를기록하기

도하 다. 이후미국과유로존의일부경기지표의부

진소식으로 두바이 원유는 2월 말에 배럴당 108달러

대로소폭하락하는모습을보 다. 

최근 유가 상승세가 재현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석유시장의 수급상황이 유가에 제대로 반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nergy Intelligence에

따르면 1월세계석유공급이수요를 2.4백만b/d나 초

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같은기간국제원유

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 다. 때문에 올해에도 중동

원유공급불안과같은‘우려’가석유수급‘현실’을압도

1) 일일기준으로는2008년7월중에기록한144.52달러(브렌트)와 140.70달러(두바이)가사상최고치임.

원유시장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ssoh@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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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유가상승세를이끌지, 그리고또다시국제원유

가가연평균최고치를경신할지가최근원유시장의최

대의화두라할수있다. 또한WTI가브렌트나심지어

두바이유종에비해낮은가격에거래되는‘유종간가

격역전’현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역전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유

종간가격역전이정상화될수있을지, 그리고그시기

는 언제쯤일지, WTI가 여전히 국제 원유가의 기준이

되는유종이란점에서관심을두어야할사항이다.

나. 유가변동요인분석

리비아의 석유생산이내전 종식으로본격적으로 증

가한 2012년부터 세계 석유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하 다. 이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비슷한 요인들

이원유가변동에지대한 향을미쳐왔다. 이를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석유공급과 관련된 중동-북아프리

카 발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수요와 관련된 유로존 재

정위기에따른세계경기침체우려다. 

<그림 1> 일별 국제 원유가 추이(2012~2013) 

<표 1> 분기별 국제 원유가 추이(2012~2013)

유종 2011
1/4 2/4 3/4 4/4 평균 1월 2월 평균

2012 2013

(단위: 달러/배럴)

두바이 105.98 116.38 106.19 106.09 107.57 109.03 107.92 111.35 109.35

브렌트 111.38 118.53 108.39 109.44 110.10 111.67 112.67 116.40 114.34

WTI 94.63 103.09 93.34 92.16 88.20 94.16 94.78 95.49 95.03

자료: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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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은 2010년 말 튀니지

에서 시작된‘아랍의 봄’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며 장

기화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이집트, 리비아, 예멘, 그

리고 시리아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2011

년에 110만b/d(석유수요의 1.2%) 원유생산차질이발

생하 으며, 2012년 이후에는 이란 원유제재가 겹치

며 100만b/d 가량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었다. 특히,

중동 정세불안의 핵으로 인식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그 성격과 강도에 있어서 차별성

을가진다. 시리아내전역시‘아랍의봄’의한줄기로

서 2011년 3월에 반정부 시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기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라는 측면 외에도 시리아

내전은지배층인시아파와피지배층인수니파간의갈

등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적 향력을 가진다. 이

란과 레바논 등의 시아파 집권 국가가 시리아 정부군

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수니파 집권 국가들이 시리아 반정부군에

물자를공급하고있는것도이러한맥락에근거한다. 

이 때문에리비아내전때반정부군지원을위해군

사적 행동을 취했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는 시리아 내전에는 군사적 지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나토의 군사적 개입 시 중동 내 종파 분쟁에 기

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리

아 내전은 2월 현재까지 23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

으며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다. 비록시리아

원유생산량은 약 35만b/d 수준으로 전 세계 석유수

요량(약 89백만b/d)의 0.4% 미만에 불과하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리아 내전의 종파적 성격으로 중

동 전역의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라크의 원유생산 확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

유시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

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유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원유수출을 늘리기 위한 제반 인프

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라크는 현재 남부 바스라

(Basra)항을 통해 대부분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북부 송유관(Kirkuk-Ceyhan)을 통해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원유수

출량(200만b/d) 중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라크는 해상보다는 육상 수출인프라를 추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 중 하나가 2010년

에 시리아와 체결한 서부 송유관 건설계획이었다. 시

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이라크의 수출 송유관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라크의 원유생산

확대에도차질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

이와 함께 이란 핵문제 역시 장기적인 중동 정세불

안의 주요 원인이며 석유시장의 실질적인 공급에 부

정적인 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란

과 서방 주요국 그룹인 P5+1(UN 상임이사국 5개국

과독일) 간 핵협상이재개되었으나,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란 핵협상은 또 다

시중단되었다. 이에따라미국과유럽의이란원유거

래에 대한 제재가 6월 말부터 효력을 가지면서 이란

의 원유수출은 빠르게 감소하 다. 2011년 이란의 원

유수출은 220만b/d2) 수준이었으나 2012년 하반기에

는 약 110만b/d에 그쳐 2011년 대비 110만b/d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2월 26일 8개월여

2) 미국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추산.



121

ENERGY FOCUS 2013 봄호

￡
￥

Ｃ
￦

＄

만에재개된이란과 P5+1 간 핵협상에서도별다른성

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이란의 원유수출 감소세는

2013년에도이어질가능성이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이집트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축출된

무바라크 대통령 이후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된 무

르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반정부시위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

으며, 알제리에서는 알카에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

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인질극으로 60여명 이상이 사

망하 다. 이로 인해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사회

적 갈등과 함께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으

며 이 지역 원유공급에 대한 석유시장의 우려도 가중

되고있는형편이다.

반면유로존경기침체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에서

도 2013년 들어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일부지역의

경기지표가 호전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

차 완화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8%를 넘었으나 12월에 7.8%, 올해 1월에는 7.9%

수준을 기록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

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 던 미국 주택

시장이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주

택시장지수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전월보

다 12% 이상 증가하여 2008년 6월 이후최대증가율

을기록하기도하 다.

중국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들의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 둔화와 산업생산 위축 등을 겪으며

2011년 9.2%를 나타내던 GDP가 2012년에는 7.8%

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중국의 수출량

이 전년 동월대비 14.1% 증가하여 11월에 기록한

2.9%에서 크게 반등하 으며 1월에도 약 25% 증가

세를 보 다. 무역수지 흑자도 12월에 전월보다 120

[그림 2] 미국 주택시장 지표 추이

자료: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미국통계청(Bureau of the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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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상승한 316억 달러를 기록하 으며 1월에는

292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위축’을 나타내는 50

미만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확장’상태임을

의미하는 50을 넘어서며 올해 1월까지 50 이상을 유

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빠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을예고하 다. 

유럽지역은 유로존재정위기로 인한경기침체는지

속되고 있으나 유로존의 1월 PMI와 경기신뢰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침체 정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 다. 

따라서 석유시장에서는 중동-북아프리카 정세로

인한 원유공급 불안감이 유지됨과 동시에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우려가 일부 완화됨에 따

라 유가 안정세를 지탱했던 팽팽한 균형이 상승세를

압박하는방향으로조금씩기울어지고있다. 

이러한유가 상승국면에도불구하고 유가변동성은

여전히 하루에 1달러 내외를 움직이는 안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석유시장의 수급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부

터 국제 원유가는 수급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행보

를 보여 왔다. 2012년에 110만b/d의 원유공급 과잉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국제 원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올해 1월 들어서도 석

유수급이 240만b/d 가량 공급과잉을 보 음에도 불

구하고 역시 국제 원유가는 2월까지 점진적인 상승세

를보 다. 가격이수요와공급을반 하지못하는이

유는 재고부족에 기인한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10

년과 2011년 세계 석유시장에는 각각 70만b/d와 50

만b/d의 공급부족이 있었다. 연간 기준으로 말하면

120만b/d의 석유재고가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2012

[그림 3] 주요국 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자료: 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 Markit,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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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후중동-북아프리카의원유공급불안과특히이

란의 원유수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석유기업들은 석

유재고를 공격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들의 석유재고도 상당히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재고

를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서

방국들의 이란 제재를 앞두고 2012년 상반기에만 원

유수입을 대폭 늘렸다. 이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매

년 50만b/d 이상의원유를수입하기때문에서방국가

들의이란원유거래제재는중국의원유수급에심각한

차질을초래할수있어제재발효를앞두고원유재고를

크게늘리고자했기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이란

제재를앞두고원유공급부족가능성에대비해원유생

산을 크게 늘렸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

산은 전년보다 60만b/d 증가하 다. 이 때문에 사우

디내원유재고도크게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 올해 1월까지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세계

석유재고 여력에 서서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는 석유기업들도 재고조절

에 나서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사우디가2012년말에

원유생산량은 60만b/d 가량 줄인 것도 시장의 OPEC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

에 맞추어 재고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중동 정세불안과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 상승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

히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0%대의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도 현재의 고유가 수준을 지탱하는 요인이 되

고있다. 세계경기불황이지속됨에따라풍부한유동

성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안전자산에 쏠리

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북아프리

[그림 4] 세계 석유수급 추이(분기별)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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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정세 불안으로 원유공급에 위협이 꾸준히 제기되

고 있는 원유시장이 단기성 자금들의 대안 시장으로

각광받아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석유선물시장에서의 원유거래량이 세계 석유수요 증

가세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반추

해볼수있다.

한편, WTI와브렌트간혹은WTI와두바이원유간

가격 역전현상은 최근 한때 그 역전폭이 배럴당 20달

러수준으로상승하면서쉽게수그러들지않을것임을

예고하 다. 유종 간 가격역전 현상은 미국의 기형적

인 원유수송 네트워크와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원유생

산급증때문으로설명되어왔다. 미국내송유관구조

가대부분중부내륙의정제시설로향하도록되어있어

미국 내 급증하는 원유생산과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수

입량을미국중부의정제시설들이감당하지못함에따라

중부지역에원유재고가급증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미국은그동안중부지역의과도한원유재고를남부걸

프해안의정제시설로이동시킬수있는송유관을늘리

는데주력하 다. 지난해 5월씨웨이(Seaway) 송유관

방향전환 공사로 15만b/d의 원유를 추가로 미국 중부

에서 남부해안 지역으로 운송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여

기에 올해 1월 씨웨이 송유관의 용량을 40만b/d로 확

장하는공사가완료되기도하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기간 캐나다와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도합 120만

b/d 가량 증가하면서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 쿠싱에서

의 WTI 원유재고는 올해 들어 51.0백만b/d를 넘어서

는 등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에 있다.

특히, 씨웨이 송유관이 확장공사 완료 이후 가동에 문

제가생기면서WTI 원유적채는커졌으며, 유종간가

격현상이심화되는요인으로작용하 다.

[그림 5] 세계 석유수급 추이(분기별)

자료: IEA,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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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TI 가격역전 및 재고 추이

자료:  EIA

<표 2> 2012년 11월 ~ 2013년 2월 주요 유가 변동요인

기간 변동요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11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대규모 교전 발생
그리스 구제금융 437억 유로 집행 합의
스페인 39억 유로의 국채 발행 성공

2012년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 새헌법 초안 발의로 반정부시위 발생
미국, 11월 실업률 7.7%로 전월대비 0.2%p 하락 발표

12월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75%로 동결
이탈리아 총리(마리오 몬티) 사임
OPEC, 정기총회에서 생산한도 30.0백만b/d 동결 합의
미국 재정절벽 우려 증가

미국, 재정감축안 일부 합의 및 시퀘스터(재정지출 자동삭감) 2개월 연장
미국, Seaway 송유관 확장공사 완료
중국, 12월 수출량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 발표

1월 사우디아라비아, 12월 원유생산 전월대비 5% 감소
알제리, 무장테러조직의 인질극 사태 발생

2013년 이스라엘, 시리아 군사시설 공격
이집트, 반정부시위 지속

미국과 유로존 2월 경기지표(고용, 주택, 제조업) 부진
2월 IAEA-이란 간 핵사찰 협상 실패

이란 핵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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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석유수급 동향3)

가. 세계석유수요동향및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서 2012년 4분기 세계 석유수요

는 전년 동기대비 145만b/d 증가한 91.0백만b/d로

집계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세계석유수요는 89.8

백만b/d로전년보다 102만b/d 증가하 다. 

경제 권역별로는 OECD 국가들의석유수요가감소

한 반면 비OECD 석유수요는 크게 증가하며 전체 석

유수요 증가세를 이끌었다. OECD 석유수요는 2012

년 4분기에 46.3백만b/d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33

만b/d 감소하 으며 2012년연간기준으로는 46.0백

만b/d를 기록해 전년대비 42만b/d 감소세를 보 다.

이 중 미주4)지역의 석유수요는 지난해 3분기까지 평

균 30만b/d나 감소세를 보 으나 4분기에는 미국의

경기부진 완화로 감소세가 8만b/d로 줄어들면서

2012년연간기준으로는 25만b/d 감소세를기록하

다. OECD 유럽5)지역의 석유수요는 유로존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난해 4분기 35만b/d의 감소세를 기록하

으며 연간으로도 54만b/d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반면 아시아-태평양6)의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45만b/d 증가하 으며 4분기에도 10만b/d 증가하여

연간으로 36만b/d 증가세를 보 다. 일본의 경기침

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석유수요가 다른 OECD 지

역과 달리 증가한 것은 일본이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단하면서 석유화력발전 가동증가로 석유수요가 크

게증가했기때문이다.

비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는 지난해 4분기 178

만b/d 증가한 44.7백만b/d에 이르면서 2012년 연간

으로는 전년대비 144만b/d 증가한 43.8백만b/d를

기록하 다. 유로존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둔화 등으

로 주요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석유수

요도 3분기까지 132만b/d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분

기에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산업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석유수요 증가세도 가속화되었다. 주요 국

가별로 살펴보면, 비OECD 최대 석유소비국인 중국

의 석유수요가 3분기까지 24만b/d 증가하는데 그쳤

으나 4분기에는 74만b/d 증가하면서 연간 37만b/d

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도는 비교적 분기별로 10만

b/d 안팎의고른증가세를보인가운데 4분기에도 10

만b/d 증가하여 연간으로 13만b/d의 석유수요가 증

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비OECD 아시아 전체 석유수요는 4분기

에 112만b/d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70만b/d 증가폭

을 보 다. 브라질의 석유수요는 4분기에 20만b/d

증가하면서연간 13만b/d 증가세를기록하 다. 남미

지역 전체 석유수요는 4분기에 비교적 높은 32만b/d

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22만b/d 증

가하 다. 그 밖에 고유가 장기화로 재정수입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석유수요도 비교적 빠

3)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Monthly Oil Market Report와미국EIA의미국석유재고통계자료를이용하여정리함.
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5) 독일, 프랑스, 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6)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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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증가하 다. 시리아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수요는 3분기까지 전년 동

기대비 30만b/d 증가하 으며, 4분기에는 증가세가

9만b/d로 다소 낮아졌으나 연간으로는 25만b/d의 높

은증가폭을실현하 다. 이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요가 14만b/d 증가하여 중동 지역의 석유수요

증가세를주도하 다.

2013년 세계 석유수요는 2012년보다 84만b/d 증

가한 90.7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해 2012년의

3.2%를상회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경제권역별로는 OECD의 석유수요가 유로존과 일

본 경기침체의 향으로 2012년 대비 41만b/d 감소

한 45.6백만b/d를 기록할것으로전망되어 2012년도

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OECD

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과 구소련의 경제개

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수요는 전

년보다 125만b/d 증가한 45.1백만b/d를 기록할 것으

로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OECD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석유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주 지역의 석유수요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주: *는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3.2

미주

유럽

아·태

OECD계

아시아

중국

중동

남미

구소련

아프리카

유럽

비OECD계

전 세계

24.0

14.3 

8.1

46.4 

20.2 

9.2

7.4 

6.3 

4.4 

3.3 

0.7 

42.4 

88.8

23.5 

13.7 

9.1

46.3

20.6 

9.3 

7.2 

6.3 

4.5 

3.4 

0.7 

42.6 

88.9

23.8 

13.8 

8.0

45.5

20.8

9.4 

7.8

6.5 

4.5 

3.4 

0.7 

43.7 

89.2

23.8

13.8

8.2

45.9

20.8

9.6

8.1 

6.6 

4.7 

3.4 

0.7 

44.3

90.2

23.9

13.8 

8.7 

46.3

21.7 

10.1 

7.5 

6.7 

4.7

3.4 

0.7 

44.7

91.0

23.8

13.8

8.5 

46.0

21.0 

9.6

7.6 

6.5 

4.6 

3.4 

0.7 

43.8 

89.8 

23.6 

13.4 

9.1

46.1

21.5

9.9 

7.3 

6.4 

4.6 

3.5 

0.7 

43.9 

90.0 

23.6 

13.3 

7.9

44.7

21.5

9.8 

7.9

6.6 

4.6 

3.5 

0.7 

44.9 

89.6

23.8 

13.7

8.0

45.5

21.3

9.9

8.3 

6.9 

4.8 

3.5 

0.7 

45.6

91.1 

24.0

13.7

8.4 

46.1

22.1 

10.3 

7.7 

6.8 

4.9

3.6 

0.7 

45.8

91.9

23.8 

13.5

8.3 

45.6

21.6 

10.0

7.8 

6.7 

4.7 

3.5 

0.7 

45.1 

90.7 

-0.3

-0.5 

0.4 

-0.4 

0.7 

0.4 

0.3 

0.2 

0.1 

0.1 

0.0 

1.4 

1.0 

0.0

-0.3 

-0.1 

-0.4 

0.6 

0.4 

0.2 

0.1 

0.2 

0.1 

0.0 

1.3 

0.8 

<표 3>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구 분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2 2013

2012 2013* 연간 증감

(단위: 백만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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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유럽과아시아-태평양지역

의 경우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0.2%

와 1.2%로 예측되고 있어 석유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2012년 석유수요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원전 가동중단 효과로 26만

b/d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원전효과가 사라지면서

석유수요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일본이

2013년에 일부원전가동을재개할경우석유수요감

소폭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미주지역에

서는 미국이 셰일가스 붐과 양적완화 등으로 경기회

복에 탄력을 보임에 따라 석유수요도 지난해까지의

감소세를마감할것으로예측된다. 

비OECD에서는중국의석유수요가38만b/d 증가할

것으로예상되어비OECD 아시아지역석유수요증가

분 63만b/d의 약 6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

도의 석유수요 증가폭은 1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 외에도 고유가 장기화에 따라 주요 산유국

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동과 구소련도 각각 16만b/d와

17만b/d의석유수요증가가이루어질전망이다. 

나. 세계석유공급

2012년 세계 석유공급량은 90.9백만b/d를 기록하

여 전년대비 246만b/d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34만b/d 증가한

90.8백만b/d를 공급하 고 2분기에는 310만b/d 늘

어난 90.6백만b/d를, 3분기에는 240만b/d 증가한

90.7백만b/d를, 4분기에는 199만b/d 증가한 91.4백

만b/d를기록하 다. 

이 가운데 2012년 비OPEC 석유공급7)은 53.4백만

b/d로 전년대비 58만b/d 증가하 다. 분기별로는 1

분기에 53.4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63만b/d 증가

했으며 2분기에는 52.8백만b/d로 44만b/d 증가하

다. 3분기에는 53.0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28만

b/d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분기에는 54.2백만b/d를

기록하여증가폭이 99만b/d로대폭확대되었다. 

비OPEC 석유공급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 비전통 원유생산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과 북해 유전의 노후화는 비

OPEC 생산증가를크게제한하 다.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의 셰일개발이 활황을 나타내

면서 셰일오일과 가스컨덴세이트의 생산이 급증하

으며, 생산비용이 높은 캐나다 오일샌드는 고유가 여

파로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2012년 한해

북미지역에서의 석유생산은 15.8백만b/d를 기록해

전년대비 121만b/d 증가하 다. 특히, 미국에서만 98

만b/d가 증가하여미국의석유수입의존도를 대폭낮

추는데기여하 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및 예멘 반정부시위의 향으

로 비OPEC 중동의 석유생산은 19만b/d 감소하 으

며, 남수단과수단간송유관분쟁으로아프리카의석

유생산도 29만b/d나 줄어들었다. 특히, 노후화로 인

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북해유전은 지난해 여름

부자드(Buzzard) 유전 가동지연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유생산이 30만b/d 감소하 다.

이밖에 구소련과 아시아에서의 석유생산은 러시아

7) 원유와NGLs, 그밖의바이오연료와정제증분(Processing gain)으로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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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국의유전개발확대로각각전년대비 12만b/d와

6만b/d씩 증가하 다. 반면, 남미에서의 석유생산은

브라질 프레이드(Frade) 유전의 누유와 콜롬비아의

송유관피해등으로 5만b/d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비OPEC 석유생산은 2013년에 상당한 증가

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2년보다 100만b/d 증

가하여세계석유수요증가분을 20만b/d 가까이상회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OPEC 석유에 대한 의존도

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 관측에는 북미 지

역에서의비전통원유생산증가세의지속전망과남수

단-수단 간 지난해 하반기 석유협정 체결로 남수단의

원유생산 재개 예상, 브라질의 프레이드 유전 보수 및

심해원유생산증가등에대한기대가작용하 다.

OPEC의 2012년석유공급8)은 37.5백만b/d를기록

해 전년대비 187만b/d 증가하여 전 세계 공급증가분

의 76%를 차지하 다. OPEC의 원유생산량은 31.4

백만b/d로 전년대비 149만b/d 증가했으며 NGLs 생

산은 6.2백만b/d로 38만b/d 증가하 다. OPEC의

원유생산이 이토록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리비아가

2011년 내전(2월~9월)으로 전면 중단된 원유생산을

재개한 것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에서 원유생산을 크게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

년 내내 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사우

디가 원유생산 조절에 나서면서 4분기에는 OPEC 원

유생산량이 30.9백만b/d로감소하 다. 

OPEC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리비아9)를 제외하면

2012년에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

유생산 증가가 52만b/d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8) 원유와NGLs로구성됨.
9) 리비아의2012년원유생산이실질적으로전년대비가장많은93만b/d 증가했으나2011년내전으로원유생산이대부분중단된데따른것임.

OPEC

crude

NGLs

비OPEC

총공급량

Call on OPEC

35.7

29.9

5.8 

52.8 

88.4

30.2

37.4 

31.3

6.0 

53.4 

90.8 

29.5

37.8

31.7

6.1

52.8

90.6

30.3

37.8

31.5

6.3

53.0

90.7

30.9

37.2

30.9

6.3 

54.2 

91.4

30.5

37.5

31.4

6.2 

53.4 

90.9

30.3

-

-

6.3 

54.1 

-

29.6

-

-

6.3 

54.1

-

29.2

-

-

6.6 

54.4

-

30.1

-

-

6.6

55.0 

-

30.3

-

-

6.4 

54.4 

-

29.9

-

-

0.4 

0.6

-

0.1 

-

-

0.3

1.0

-

-0.4

<표 4> 세계 석유공급 동향 및 전망

구 분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2 2013

2012 2013* 연간 증감

(단위: 백만b/d) 

주: 1) *는전망치이며OPEC 원유생산량은생산쿼터통제를받기때문에별도로전망하지않음. 
2) Call on OPEC은전세계석유수요에서비OPEC 공급량과OPEC NGLs를차감하여산정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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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각각 28만b/d와 21만b/d로

비교적 많은 원유생산 확대가 이루어진 반면 이란에

서는 서방국가들의 제재 여파로 62만b/d의 원유생산

감소가 있었다. 사우디의 원유생산은 2012년에 9.9백

만b/d1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다. 리비아의 원유

생산은 1.4백만b/d로 전년대비 93만b/d 증가했으나

10) 중립지역원유생산의50%는사우디아라비아로, 나머지50%는쿠웨이트로귀속됨.

OPEC

원유생산

사우디

이란

이라크

UAE

쿠웨이트

중립지역*

카타르

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NGLs

비OPEC

총 생산

35.65

29.88

9.04

3.62

2.67

2.50

2.24

0.59

0.74

1.66

2.18

0.46

1.18

0.50

2.50

5.78

52.77

88.42

37.40

31.35

9.62

3.37

2.69

2.61

2.42

0.59

0.75

1.77

2.06

1.30

1.16

0.50

2.52

6.03

53.37

90.75

37.85

31.73

9.73

3.14

2.92

2.65

2.45

0.57

0.74

1.79

2.17

1.40

1.16

0.50

2.50

6.09

52.83

90.64

37.75

31.50

9.60

2.81

3.07

2.69

2.47

0.54

0.75

1.77

2.17

1.43

1.18

0.50

2.52

6.25

52.99

90.74

37.17

30.91

9.32

2.71

3.12

2.67

2.51

0.52

0.72

1.79

1.99

1.42

1.16

0.50

2.48

6.26

54.22

91.38

37.53

31.37

9.57

3.00

2.95

2.65

2.46

0.56

0.74

1.78

2.10

1.39

1.17

0.50

2.50

6.16

53.35

90.88

36.59

30.34

8.99

2.65

2.97

2.60

2.56

0.52

0.72

1.77

2.00

1.38

1.18

0.50

2.50

6.25

54.19

90.78

<표 5> OPEC 석유생산 추이

구 분
1/4 2/4 3/4 4/4 연간 1월

2011
2012 2013

(단위: 백만b/d)

주: *중립지역원유생산량의50%는사우디아라비아로, 50%는쿠웨이트로귀속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3.2



2011년내전이전수준인 1.6백만b/d보다는낮은것으

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통

해 원유생산을 확대한 결과 2012년에 3.0백만b/d의

원유를생산해연평균기준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

다. 쿠웨이트 역시 고유가 향으로 석유생산을 늘

리며사상최대치인2.7백만b/d의원유를생산했다.

반면이란은미국과유럽의이란산원유거래에대한

제재가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원유생산을

줄일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 2012년 이란의원유생

산은3.0백만b/d로전년대비62만b/d나감소하 다. 

그밖에UAE는사우디와쿠웨이트등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에 공조하여 고유가 안정을 위해 15만

b/d 원유생산을 늘렸으며, 앙골라는 심해유전의 생산

증가로 12만b/d 원유생산 증가가 있었던 반면 나이지

리아에서는 송유관 절도의 기승과 50년 만에 최대 홍

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유생산이 8만b/d 감소하 다.

이 외에카타르, 알제리,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지난

해와같은원유생산수준을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3. 2013년 석유시장 전망

서방국가들의이란을 겨냥한제재가한층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생산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이란의 원유수출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6일 올해 들어

첫 개시된 이란과 P5+1 간 핵협상도 예상대로 양측

간이견차를좁히지못한채종료되었다. 여기에시리

아 내전도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 내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과도정부 구성에 따른 정치적 불

안전성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이집트의 반정부시위와 알제리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

장세력의 테러로 중동-북아프리카의 긴장상황은 앞

으로도 석유시장에 꾸준한 불안감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 경제는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빨

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 미국

의 석유생산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듯싶다. 미국의 무역적

자는 원유수입 감소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

과 소비도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12개월

간의‘위축’에서 벗어나 작년 11월부터‘확장’기조로

돌아섰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

세에있다. 유로존재정위기는크게호전될것을기대

하기 어렵지만 최근 유로존 경기지표(PMI, 경기신뢰

지수)가 더이상유로존경제가악화되지않을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의 EU 탈퇴 논의나 이

탈리아 총선 결과로 인한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

경제의불확실성으로남아있긴하다.

이렇게 지난해 국제 원유가를 좌지우지했던 제반

변수들이 2013년 들어 유가 상승을 지지하는 방향으

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원유가 상승

세가추세를갖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세계석

유재고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원유가는 석유시장의 과

잉공급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석유시장의 무게가 중동 정세나 세계

경제에 대한‘우려’에서 실질적인 석유수급 상황인

‘현실’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추정

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세계 석유재고가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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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로 세계 석유수급이 2009년까지 공급과잉을

지속하면서 석유재고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까지 증가

했다. 2010년 원유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풍부한 석유재고의 향으로 이 기간 국제원

유가는안정세를보 다. 

최근의 세계 석유재고는 그동안(2012년 1월~2013

년 1월)의 공급과잉으로 2009년 말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급과잉은 점점

더 재고능력의 여력을 줄이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있다. 따라서시리아내전이중동전쟁으로확

산되어 이 지역 원유공급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세계

석유수급 상황이 공급부족으로 전환되지만 않는다면

올해 국제 원유가는 현재의 석유재고 상황을 충실히

반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OPEC 공급이 확대

되고 사우디 등 OPEC 원유생산이 줄면서 공급 불확

실성이 높은 중동 원유공급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유

가하락안정에기여할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과잉 및 비OPEC 공급비중의 확

대가유가급락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란점도주지해

야한다. 비OPEC 공급확대의원천이대부분생산비용

이비교적높은셰일오일과오일샌드, 심해유전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OPEC이 유가 방어를 위해 원유감산

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

성이높으나세계석유수요는여전히증가세를보이고

있다는점도지금의고유가를지탱하는요인이다. 따라

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세계 석유수요가 감소

할정도로세계경제가붕괴되지않는한배럴당 100달

러대의국제원유가는올해에도유지될것이다.

한편, WTI-브렌트 간 가격역전 현상은 2013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국 내

주: KEEI - 에너지경제연구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GES - 런던소재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 -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CERA - 미국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KEEI
두바이 109.03 105.80 105.39 106.47 105.05 106.29

(2013. 1)

CGES
브렌트(Dated) 112.40 113.00 115.70 115.20 112.90 108.10

(2013. 2)

EIA WTI 94.12 92.81 95.92 92.00 91.33 92.00

(2013. 2) 브렌트 111.65 109.33 114.65 110.33 107.33 105.00

CERA
두바이 109.05 100.37 109.31 101.80 95.48 94.91

(2013. 2)
브렌트(Dated) 111.67 102.77 112.90 104.67 97.25 96.25

WTI 94.13 94.87 97.28 97.00 92.83 92.37

<표 6> 주요기관별 2013년 국제유가 전망

전망
기관 연간 1/4 2/4 3/4 4/4

기준
유종 2012

2013

(단위: $/배럴) 



중부지역과 걸프만을 관통하는 송유관이 증설되었지

만 미국 내 원유생산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

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eystone XL 등

미국 오클라호마 쿠싱과 텍사스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2014년까지추가로건설될계획이다. 따라서WTI 원

유의저평가는 2014년 이후에나해소될수있을것으

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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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에너지공급이 중요한 정책과제

자원가격의 장기 하락국면 점검과 대응방향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2013년 에너지수요 전망 및 시사점
주요국의 석유·가스수급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배출권거래제(ETS)와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연계상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안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이 로벌 산업에 미치는 향과 과제
유럽의 지역냉난방 녹색성과표지제도 시행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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