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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IEA, Energy Trends 2017해외이슈

◈ IEA는 2017년 OECD 국가의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생산량

추이 및 거래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2018. 4)

□ 전 력

◦ (생산량) ’17년 OECD 총 전력생산은 ’16년 대비 약 0.8% 감소한 10,541TWh로 

가연성 연료* 및 발전은 감소하였으나 재생에너지(지열태양광, 풍력등)발전은 증가

* 가연성 연료(Combustible Fuel) : 화석 연료, 가연성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고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액체 바이오 연료, 산업 및 도시 폐기물 등)

구 분 내 용

지열, 풍력, 태양광

기타 재생에너지

․총 전력생산량 : 1,030TWh (’16년 대비 16.7% 증가)

* (’16년 대비 지역별증가율) 아시아·오세아니아 19.4%, 유럽 14.9%, 미주 18.2%)

수 력

․총 전력생산량 : 1,465TWh (’16년 대비 0.5% 증가)

- 대다수의 OECD 국가는 수력발전 개발가능 지역의 개발완료로 약 ’00년 부터

수력 발전량은 큰 변동이 없음

* (’00년 대비 ’16년 생산량 증감율) 석탄 △15%, LNG 20%, 수력 4.5%

원자력

․총 전력생산량 : 1,856TWh (’16년 대비 0.8% 감소)

- 일본의 원자력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단계적인

원전 중단·폐쇄로 인한 생산량 감소

가연성 연료
․총 전력생산량 : 6,188TWh (’16년 대비 1% 감소)

-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

< 2017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OECD) >

◦ (거래 현황) 미주지역의 ’17년도 전력 거래는 ’16년 대비 수출이 0.6% 증가,

수입이 2.6% 감소한 반면 유럽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4.8%, 0.9%씩 증가

- 유럽은 전년과 동일하게 전력 수출국(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전력 수입국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으로 구분되며, 아시아의 국가별 전력거래 실적은 없음

□ 석 유

 ㅇ (생산량) ’17년 OECD 총 원유 생산량은 ’16년 대비 2.6%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미주(3.5%)가 증가한 반면 아시아·오세아니아(8.7%)와 유럽(1.1%)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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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증감량 내 용

캐나다 7.8% ▲
․Alberta州의 오일샌드 경제성 개선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 절감으로 인해 생산 확대

미국 4.7% ▲
․미국산 원유의 금수조치 해제(’15.12)로 인한 수출 증가

- 수출국의 증가(’16년 19개→’17년 27개)로 인한 생산 확대

멕시코 9.6% ▼
․자연재해로 인한 감소

- 허리케인“하비” 및“네이트”로인한석유생산시설파손으로생산감소

영국 2% ▼
․북해 유전 폐쇄로 인한 생산량 감소

- 설비 노후화, 매장량 고갈, 유가 하락 등으로 생산 감소

<2017년 국가별 석유 생산량 및 증감원인(`16년 대비)>

◦ (거래현황) 원유, NGL 및 정유 등의 OECD 국가별 평균 수입량과 수출량은 ’16년 

대비 각각 1.6%, 10.3% 증가(수입 : 유럽▲3.6%, 아시아·오세아니아▲0.8%, 미주▼0.2%)

□ 천연 가스

 ㅇ (생산량) ’17년 OECD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16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지역

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17.7%)을 중심으로 미주(1.1%), 유럽(0.4%)모두 증가

국 가 증감량 사 유

호주 20.5% ▲
․신규 LNG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 설비용량 증가(7개의 LNG 플랜트 중 3곳 가동 개시)

노르웨이 6.1% ▲
․Byrding field 개발로 인한 생산량 증가 (’17.7월)

- 유럽 천연가스 생산량의 52.4% 담당하며 북해 생산 게시

미국 00.7% ▲
․신규 LNG 설비 가동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 설비용량 증가로 인해 생산 확대

네덜란드 13.2.% ▼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량 감소 (’30년 종료 예정)

- 가스 생산 활동으로 인해 지진 등의 안전문제 발생

<2017년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 및 증감원인(`16년 대비)>

◦ (거래현황) 천연가스의 OECD 국가별 수입량과 수출량은 ’16년 대비 

각각 5.1%, 8.8%씩 증가(수입 : 유럽 ▲6.8%, 아시아·오세아니아 ▲2.4%, 미주 ▼0.4%)

□ 향후 전망

◦ IEA에 따르면, ’16년 처음으로 전력소비 관련 지출과 석유제품에 대한 

지출이 동일 수준에 도달했으며,

- 앞으로도 점차 강화되는 ‘전기화’에 따라 전력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과거 25년과는 달리 천연가스·재생에너지가 향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임

* ’4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증가분 중 약 40%를 재생에너지가 충당하며, 천연가스의

수요는 ’40년까지 45%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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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IEA, Energy Trends 2017>
  - Key Electricity Trends 2017 (IEA, 2018)
  - Key Oil Trends 2017 (IEA, 2018)
  - Key Gas Trends 2017 (IEA, 2018)
  - Monthly oil statistics (IEA, 2018.01)
  - Monthly electricity statistics (IEA, 2018.01)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너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