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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정국경색 완화로 인한 외국 투자 활성화 전망 
 

ㅇ 캄보디아 내 주권을 쥐고 있는 CPP(Cambodian People's Party)와 야당 격인 

CNRP(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간의 1 여 년간 지속된 정국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소극적이던 외국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전망 
 

☞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political-deal-restores-investors-confidence-64818/ 

 

 

□ 캄보디아 카사바 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추진 
 

ㅇ 일본 석유회사인 이데미쯔 오일 & 가스 회사는 카사바를 이용한 연료제조 공장인 

바이오매스 공장을 캄보디아 바탐방 주에 건설 추진 
 

- 이데미쯔는 2013 년부터 100 헥타르 면적에 대해 농민들과 계약을 하여 카사바의 공장 수요 공급 

가능 여부를 연구해 왔으며, 2017 년 조업 시작 계획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cassava-fuel-plant-study-now-one-year 

 

 

 

▐  라오스  

 

□ 라오스 정부 국내 시멘트업계 보호 차원의 석탄 수출 제재 
 

ㅇ 라오스 정부는 태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싼 자국 생산 시멘트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원료가 되는 석탄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 
 

- 동 제재는 ’15 년에 설립될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자국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 
 

☞ http://www.globalcement.com/news/item/2689-laos-halts-export-of-coal-to-protect-local-cement-industry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political-deal-restores-investors-confidence-64818/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cassava-fuel-plant-study-now-one-year
http://www.globalcement.com/news/item/2689-laos-halts-export-of-coal-to-protect-local-cement-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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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위원회(MIDA) 기계장비 수입관세 면제 위한 자기신고제 도입 
 

ㅇ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위원회(MIDA)는 자기신고제 도입을 통해 과거 5,000 개 이상의 설비를 

반입한 투자기관에 대해 2015 년까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  
 

- 해당 자기신고제의 혜택을 받을 업체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1,200 여 업체가 해당 

☞ http://www.nst.com.my/node/14211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3.25%로 인상 
 

ㅇ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7 월 12 일 화폐정책 위원회(MPC) 회담에서 정책금리(OPR) 평균을 

3.25%로 상향 조정키로 하겠다고 발표 
 

- 정책금리는 최소 3%에서 3.5% 범위 내에 적용될 예정 
 

☞ http://iskandardevelopment.wordpress.com/2014/07/12/overnight-policy-rate-opr-raised-to-3-25-percent-in-malaysia/ 

 

 

□ 녹색기술자금 수요 증가 전망 
 

ㅇ 말레이시아 녹색기술자금 수요가 2015 년에서 2030 년까지 700 억 링깃으로 증가할 전망 
 

- 녹색기술공단(GreenTech) 상임이사는 23 개 은행들이 녹색기술자금 계획(GTF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통해 141 개 사업을 수행하여 연간 229 만 톤의 CO2 배출을 감축할 전망 
 

☞ http://www.bernama.com/bernama/v7/newsindex.php?id=1056925 

 

 

 

▐  미얀마  

 

□ 미얀마-중국 간 무역·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전망 
 

ㅇ 중국 수상 Li Kequaing 과 미얀마 대통령 U Thein Sein 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무역·에너지·인프라 구축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http://english.cntv.cn/2014/06/29/VIDE1404042240580903.shtml 

 

 

 

 

http://www.nst.com.my/node/14211
http://iskandardevelopment.wordpress.com/2014/07/12/overnight-policy-rate-opr-raised-to-3-25-percent-in-malaysia/
http://www.bernama.com/bernama/v7/newsindex.php?id=1056925
http://english.cntv.cn/2014/06/29/VIDE14040422405809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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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2014 년 상반기 베트남-중국 변경(邊境)무역 흑자 26 억 달러 기록 
 

ㅇ 베트남과 중국 간 변경무역 흑자가 ’14 년 상반기 26 억 달러를 기록, 작년 대비 13% 증가 
 

- 쌀이 가장 많은 수출 품목이었으며 1 억 9800 만 달러 가치의 529,000 톤 쌀이 중국으로 수출 
 

☞ http://www.ecns.cn/business/2014/07-24/125834.shtml 

 

 

□ 베트남-태국 전력공사, 전력부문 MOU 체결 
 

ㅇ 베트남 당국과 태국 전력공사인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가 MOU 를 

체결하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 협의 
 

- 동 MOU 를 통해 건설될 화력발전소는 Quang Tri 성 Hai Lang 군에 1,200MW 급 석탄 

화력발전소로, 2021 년 최종 마무리 후 가동 예상 
 

☞http://www.egat.co.th/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07:egati-and-provincial-people-s-committee

-of-quang-tri-signed-mou-to-develop-quang-tri-thermal-power-plant-in-vietnam&catid=11:news-release&Itemid=112 
 

 

 

 

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한국 기업(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그룹)이 가로등 교체사업 완료  
 

ㅇ 캄보디아 푸르삿 지방에 한국의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그룹이 10 만 달러 규모의 가로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1 억 달러를 투자, 효율 전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 

☞ http://www.cambodiadaily.com/news/company-launches-energy-efficient-light-program-62219/ 

 

 

□ 캄보디아 내 신규 등록 업체 33% 증가 
 

ㅇ 2013 년 대비 2014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신규 등록한 국내외 업체의 수가 33% 증가하여 

2014 년 6 월 15 일자로 1,868 개 업체를 기록 
 

- 기간 중 등록된 국내 업체는 910 개에서 1,214 개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외국계 업체는 490 개에서 654 개로 증가 
 

☞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new-registered-businesses-increase-by-33-percent-62376/ 

http://www.ecns.cn/business/2014/07-24/125834.shtml
http://www.egat.co.th/e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07:egati-and-provincial-people-s-committee-of-quang-tri-signed-mou-to-develop-quang-tri-thermal-power-plant-in-vietnam&catid=11:news-release&Itemid=112
http://www.cambodiadaily.com/news/company-launches-energy-efficient-light-program-62219/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new-registered-businesses-increase-by-33-percent-6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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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 POSCO E&C 라오스 내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 
 

ㅇ POSCO E&C 는 7 월 9 일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폰홍 지역에 65MW 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다고 발표 
 

- Krungthai 은행 PLC, 태국 수출입은행, NL1PC(태국의 국영 투자기관 PTT, 수력발전회사 HEC, 

라오스 국영전력회사 EDL, POSCO E&C 의 합작투자회사)의 공동 투자 
 

☞ http://www.antaranews.com/en/news/94914/posco-ec-begins-construction-of-nam-lik1-hydroelectric-power-plant-in-laos 

 

 

 

▐  말레이시아  

 

□ Reach Energy 社, 기업공개상장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적극 투자 
 

ㅇ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인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와 말레이시아 내 

순례자 자금위원회(Pilgrim Fund)가 석유 및 가스 매장 지역을 보유한 Reach Energy 의 

기업공개상장에 2 억 3700 만 달러 투자 참여 
 

ㅇ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Reach Energy 와 같이 소규모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역을 

매수하고 개발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 

* 말레이시아의 Sona Petroleum 社 역시 특수목적 자원보유 회사로, 영국 기반의 SMDR 로부터 

태국 내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역 일부를 매수하기로 합의 
 

☞http://www.bloomberg.com/news/2014-07-24/world-s-biggest-wealth-fund-among-reach-energy-investors.html 

 

 

□ 말레이시아 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가동 
 

ㅇ 10MW 의 태양광 발전소가 2014 년 6 월 완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동 발전소를 

통해 연간 약 1,360 만 kW 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 
 

☞ http://cleantechnica.com/2014/06/26/yingli-solar-modules-power-biggest-solar-pv-project-malaysia/ 

 

 

 

▐  미얀마  

 

□ ADB 미얀마 전력비공급 마을에 재생에너지 확장 원조사업 계획 
 

http://www.antaranews.com/en/news/94914/posco-ec-begins-construction-of-nam-lik1-hydroelectric-power-plant-in-laos
http://www.bloomberg.com/news/2014-07-24/world-s-biggest-wealth-fund-among-reach-energy-investors.html
http://cleantechnica.com/2014/06/26/yingli-solar-modules-power-biggest-solar-pv-project-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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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DB 는 미얀마 내 25 개 전력 비공급 마을에 200 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장 

원조사업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 
 

ㅇ ADB 는 동 원조사업을 통해 미얀마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홍보하고 2022 년까지 

40 만개의 가정과 학교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 
 

- 규모: 200 만 달러 

- 사업기간: 2014 년 - 2017 년/ 이후 2022 년까지 추가전력공급 계획 
 

☞ http://www.adb.org/news/myanmar/adb-japan-grant-pioneer-grid-renewable-energy-access-myanmar 

 

 

□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한 석탄 및 가스화력 발전소 7 기 건설 계획 
 

ㅇ 미얀마 전력부장관 Khin Maung Soe 는 양곤과 아예야와디 지방에 7 기의 석탄 및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9,400MW 의 전력 생산 계획을 발표 
 

☞http://www.elevenmyanma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805:electric-power-min

istry-plans-to-implement-more-coal-fired-power-plants&catid=44:national&Itemid=384 

 

 

 

▐  베트남  

 

□ ADB 베트남 제 2 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2 차(청정 도시) 승인 
 

ㅇ ADB 는 2014 년 6 월 27 일 베트남 내 3 개의 제 2 도시들을 대상으로 청정 도시 

시행계획(GCAPs)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도시 개발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 
 

- 80 만 달러의 자금을 활용하여 환경수준개선, 재해관리강화, 기후변화대응, 인프라구축 등의 하위 사업 지원 
 

☞ http://www.adb.org/projects/47274-001/main 

 

 

□ 일본 기업 베트남 내 Vinh Tan 4 화력발전소 지원 
 

ㅇ 일본 도시바는 2 기의 600MW 초임계 스팀 터빈 및 발전기(STGs)를 베트남 빈탄 지방 

Vinh Tan 4 화력발전소에 공급계약 체결 
 

- 도시바는 2015 년 설비공급을 시작으로 발전소 1 기를 2017 년 가동할 계획 중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toshiba-to-support-vinh-tan-4-thermal-power-

plant-project-in-vietnam-220714-4322801 

 

 

http://www.adb.org/news/myanmar/adb-japan-grant-pioneer-grid-renewable-energy-access-myanmar
http://www.elevenmyanma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805:electric-power-ministry-plans-to-implement-more-coal-fired-power-plants&catid=44:national&Itemid=384
http://www.adb.org/projects/47274-001/main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toshiba-to-support-vinh-tan-4-thermal-power-plant-project-in-vietnam-220714-43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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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캄보디아   

 

□ 싱가포르의 총리실 장관 겸 제 2 내정무역산업부장관 캄보디아 방문  
 

ㅇ 싱가포르의 총리실 장관 겸 제 2 내정무역산업부장관인 S Iswaran 은 양자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Sar Kheng, 무역부 수석 각료 

Sun Chanthol, 광물 및 에너지장관 Suy Sem 과 면담 

*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간 무역량은 2010 년 대비 2013 년 16 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하며 11% 증가 
 

- 일자 : ′14.07.21  
 

☞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swaran-to-visit/1273100.html 

 

 

 

▐  라오스   

 

□ 라오스 정부 메콩강 Don Sahong 댐 건설 관련 주변국과 논의 예정 
 

ㅇ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콩강의 Don Sahong 댐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 
 

-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는 댐 건설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0 년간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촉구하였으나 라오스정부는 댐 건설부지 인프라 사전 구축 실시 
 

- 지속적인 논란에 라오스정부는 댐 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댐 건설을 일시 중지키로 합의 
 

☞ http://ncronline.org/blogs/eco-catholic/environmental-concerns-flood-laos-dam-project-biodiverse-mekong-river 

 

 

 

▐  말레이시아   

 

□ 계약관리 및 지출 모니터링 세미나 실시 
 

ㅇ 다국적 교육기관인 SETYM International 이 주관하여 말레이시아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약 관리 및 비용 관리 계획 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일자: ‘14.07.07 - ’14.07.25 
 

☞ http://www.setym.com/en-ca/Upload/Seminar/seminar-212-1-93EAFC5819.pdf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swaran-to-visit/1273100.html
http://ncronline.org/blogs/eco-catholic/environmental-concerns-flood-laos-dam-project-biodiverse-mekong-river
http://www.setym.com/en-ca/Upload/Seminar/seminar-212-1-93EAFC5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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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주 미얀마 인도 대사 Gautam Mukhopadhaya, 미얀마 환경보전산림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회담에서 재생에너지·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 
 

ㅇ 인도 에너지 및 자원 기관과 미얀마 환경보전산림부 간에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에너지 

용량 확대 등을 논의, 양 측은 에너지 부문의 협력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 
 

- 일자: ‘14.07.17 
 

☞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30547 

 

 

□ 양곤에서 아세안 경제부장관 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상위경제고문회의 실시 
 

ㅇ 아세안 국가 대표들, 토론 파트너 및 아세안 사무차장이 참석하여, 동 회의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진행과 관련하여 아세안 경제부장관 회담, 아세안 

자유무역지구(AFTA)에 제출할 안건을 결정 

 

- 일자 : ‘14.07.19 - ‘14.07.21 
   

☞ 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4-07/20/c_133497140.htm 

 

 

 

▐  베트남  

 

□ 지속가능발전 고등교육 리더쉽 및 관리 국제 컨퍼런스 개최 
 

ㅇ SEAMEO 언어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고등교육 리더쉽 및 관리 국제 

컨퍼런스가 호치민 시티에서 2 일에 걸쳐 개최 
 

- 일자: ‘14.07.24 - ’14.07.25 
 

☞http://10times.com/international-conference-on-leadership-and-management-in-higher-educatio

n-for-sustainable-development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30547
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4-07/20/c_133497140.htm
http://10times.com/international-conference-on-leadership-and-management-in-higher-educ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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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얀마 세계 주요국들과 협력관계 구축 
 

ㅇ 미얀마는 2011 년 새 정부 수립 이후 경제 개방 정책을 수립하며 세계 주요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 구축 노력 
 

- 아시아 권역 내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 산업, 무역,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 

 

ㅇ 미얀마는 경제 개방 이후 3 년 만에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추세 
 

- 이러한 성장세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 분야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되며, 특히 미얀마 내 풍부한 천연가스, 수력 등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발전 사업이 

다수 개발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 권역 내 태양열 발전 분야 성장 전망 
 

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는 특히 지방지역일 수록 

더욱 심한 실정 
 

ㅇ 일조량이 높은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지방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방 

지역에 태양열 발전 도입을 통한 전기보급률 상승에 높은 관심을 보이나 현재까지는 

가정용 위주이며 산업용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캄보디아의 경우 약 30여 개의 태양열 발전 사업 업체가 존재하나 일부만이 태양열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큰 프로젝트에 연관  
 

ㅇ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양열 발전을 위한 집열기 등의 장비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요인 
 

- 국내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코카콜라의 태양열 가동 툭툭 지원과 같은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면 동남아시아 태양열 발전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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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캄보디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일차에너지의 경우 바이오매스 및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 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매스를 통한 공급량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유가 26%를 차지 

 

ㅇ 전력의 경우 수입 및 화석연료에 의존  
 

- 캄보디아의 전력 공급률은 24%로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태국,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전력이 61%로 대부분을 차지 

 

< 에너지원 별 에너지 공급 비중 (2011 년) > 

 

 
 

 

 

. 

 

ㅇ 캄보디아 내 화석연료 전량 수입에 의존 

ㅇ 캄보디아 내 전력 대부분 수입에 의존 

ㅇ 캄보디아 정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전력화 목표 수립 

☞ 캄보디아의 에너지 공급원은 수입 및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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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최종 에너지 소비는 가정용이 63%로 대부분 차지 
 

- 산업 분야와 교통 분야가 각각 20%와 15%를 소비 
 

- 일차에너지 공급량 중 대부분이 바이오매스로 가정용 장작 등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 

 

 

< 분야별 에너지 소비 2011> 

 

 
 

 

 

 

 

 

 

 

 

 

 

 

 

 

 

 

☞ 캄보디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63%), 산업(20%), 교통(15%) 순임  



July 2014 

  13 

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캄보디아의 에너지 분야는 3 개의 중앙부처와 4 개의 국영 전력 기관이 관리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캄보디아 전력공사(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캄보디아의 전력 관리공급 

 

□ 산업광물에너지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캄보디아 산업 관리·육성, 

광물산업 및 에너지산업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부처 

- 산업 관리 총국: 산업 기술 및 기준, 대외협력 관리 총국 

- 광물자원 관리 총국: 광물자원 및 천연자원 연구 정책 제정 및 시행 

- 에너지 관리 총국: 수력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기술 관리 

 

□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 재정 및 경제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 

 

☞ 캄보디아 내 에너지 분야는 3 개 정부부처, 4 개 국영 전력기관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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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전력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력분야 개발 정책을 수립 
 

- 캄보디아 전역에 적정한 가격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 

- 캄보디아 내 투자와 국가 경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공급 

- 캄보디아 산업 모든 부문에 공급할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독려 

- 효율적 전력 사용 독려 및 전력 공급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ㅇ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 20 년 동안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다음의 전략을 수립 
 

- 발전 개발 

- 송·배전 개발 

- 이웃 국가들과 전력 거래 

- 지방 및 농업지 전력화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20 년까지 모든 마을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년 30%의 지방 가정에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 현존 전력 그리드 확대전력생산 확대(수력, 석유, 석탄) 및 이웃 국가들(태국, 베트남, 라오스)과 

협력을 통한 국경 외 공급 

- 소규모 전력 그리드(디젤, 바이오매스, 소수력) 

- 배터리 조명(태양광, 풍력) 

 

 

 

 

 

 

 

 

 

 

 

 

 

 

 

☞ 캄보디아 정부 2020 년까지 100% 전력화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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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캄보디아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대부분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비되는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 
 

ㅇ 캄보디아 해안에서 연간 20 억 달러 수익이 예상되는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었으나 태국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어 이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 년 

양해각서 체결 

 

□ 석탄 
 

ㅇ 캄보디아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 년까지 1,300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ㅇ 캄보디아의 Hun Sen 총리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전기료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에너지 분야의 추가 투자의 필요성 강조 

 

□ 전력 
 

ㅇ 전력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산업광물에너지부(MIME)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규제당국인 캄보디아 전력공사(EAC)는 전기세를 책정하고 감독하는 역할 담당 
 

ㅇ 캄보디아는 권역 내 가장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11 년 프놈펜 

지역 기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는 각각 0.18USD/kWh, 0.19USD/kWh 
 

ㅇ 캄보디아의 전력소비량은 2010 년 1.4TWh 에서 2020 년 말 3.4TWh 로 연간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 
 

ㅇ 캄보디아는 현재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 계획 또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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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캄보디아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쌀겨)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산업용 발전을 위한 수력발전 개발에 관심이 높은 상황 
 

ㅇ 캄보디아 내 수력발전 잠재량은 10,000MW 수준으로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수력발전 자원은 3% 미만 수준 
 

- 현재 10MW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한 29 개의 부지를 확인하였으며 각기 다른 개발 단계에 있음 

 

<조사 MOU 체결된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목록> 

 

번호 위치 용량(MW) 개발국가 비고 

1 Sambo 2,600 중국 메콩강 

2 Stung Chhay Areng 108 중국 
 

3 Lower Sesan 1 90 베트남 
 

4 Lower Sesan 2 400 베트남 
50% 내수용 

50% 베트남 수출용 

5 Stung Treng 900 베트남 메콩강 

6 Sekong 190 베트남 
 

7 Lower Sre Pok 3 367 - 
 

8 Lower Sre Pok 4 48 - 
 

9 Pr 다 Chhlong 25 -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캄보디아 정부는 지방 전력화 전략(RES)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약 15%에 불과한 지방 

전력화 수준을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30 년까지 지방 가정의 70%에 전력그리드 확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및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할 계획 
 

ㅇ 태양열 발전의 경우 2005 년 이후로 캄보디아 지방지역을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가정용에 머무르며 산업용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 전력화율 10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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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재생에너지 활성화 목표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확대 전망 
 

ㅇ 캄보디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 전력화 100%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캄보디아 전역에 수력발전소 다수 건설 계획을 보유 
 

- 메콩강을 따라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부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향후 수력발전 분야가 

캄보디아 내 주요 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정부가 메콩강 지역에 추진 중인 Don Sahong 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주변국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항  

 

□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에 개발 원조 자금 지급 
 

ㅇ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 김한수 대사는 캄보디아 대외부장관 Hor Nambong 과 만나 4 개 

개발 사업에 제공될 원조 자금 지급 협의 
 

- 동 개발 원조 자금 규모는 2,100 만 달러로 캄보디아 내 3 개 지역에 진행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 

제공될 계획 
 

☞http://www.cambodiadaily.com/news/governments-of-south-korea-iran-make-renewed-aid-pledges-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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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캄보디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Cambodia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olar Energy Cambodia 

Biodiesel Cambodia 

Electricity Du Cambodge 

Khmer Solar Ltd 

Angkor BIO Cogen 

PHOU POY Development Import Export 

KOGID Cambodia PLC. 

CHEA KAO INVESTMENT CO., LTD 

현지 정보처 The Cambodia Daily 

The Phnom Penh Post 

국내 정보처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  라오스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Electricite Du Laos 

현지 정보처 KPL: Laos News Agency 

국내 정보처 KOTRA 라오스 비엔티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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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  말레이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n Green Technology Corporation(MGTC) 

 Byinnovative Sdn. Bhd. 

 Eco-Ideal Consulting Sdn. Bhd. 

국내 정보처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  미얀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lectric Power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Ministry of Mines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Development Committe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e Union 

 Zeya & Associates Co., Ltd. 

국내 정보처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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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  베트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RESL Vietnam 

 EVNNPC 

 Vinacomin-Institute of Mining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oi 

 LRQA 

국내 정보처 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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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KPMG 삼정회계법인 

 
 

1. 주요 동향 

 

▐  스리랑카  
 

□ 전력청, 중국 엔지니어링 회사(CMEC)로부터 중국유학생 장학금 지원 받아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CMEC 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스리랑카인 5 명을 선정하여 중국 

화베이전력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교육을 받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예정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69 

 

 

□ 코레일, 스리랑카 철도차량분야 엔지니어 15 명 대상 철도차량 관리 연수 진행 
 

ㅇ 본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하는 개도국 철도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측의 요청에 의해 철도차량관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 스리랑카는 ′09 년 내전종식 이후 철도 재건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연수 참가자들은 코레일의 

우수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시스템을 자국 철도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의사 표명 
 

- 코레일은 향후 단기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물적지원 가능한 프로젝트형 원조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88 

 

 

□ 발전 및 에너지부, 금년 4 월 한국전력과 전력사업 협력 강화 협약 체결  
 

ㅇ 발전 및 에너지부는 한국전력과 양국간 실질적인 전력사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LOI 를 체결하였으며, 전력청(CEB)은 한국전력과 상호 협력 MOU 에 가서명 
 

- 동 LOI 와 MOU 는 스리랑카 발전 및 에너지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2 년에 체결한 

MOU 의 후속조치 
 

- 상기 2 개의 협약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사업 개발 및 송배전망 성능 개선 사업과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기술 협력 강화, 기술인력 교류 및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95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69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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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엠코, 금년 3 월 현지 개발 기업과 발전사업 협력 약정 체결 
 

ㅇ 현대엠코는 스리랑카 정부가 개발권을 위임한 Sri Lanka Gateway Industries(SLGI)와 

석탄화력발전소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 체결 
 

- 동 사업은 약 7800 억원 규모이며, 현대엠코가 SLGI 와 2 년간 50M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스리랑카 전력청에 전기를 공급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 
 

- 현대엠코는 9 월 스리랑카 전력청과 MOU 를 체결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89251 

 

 

 

▐ 파키스탄  

 

□ 총리,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부하차단(load shedding)*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요청 
 

ㅇ 파키스탄은 현재 7000MW 상당의 전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부하차단 유발 
 

*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계통 전체에 정전을 초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능력에 상응한 수준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정량의 부하를 차단하는 방식 
 

☞ http://dunyanews.tv/index.php/en/Pakistan/228720-Prime-Minister-livid-over-long-hours-of-load-shedd 

 

 

□ 수자원 및 발전부, 금년 초 한국에 발전 투자 요청 
 

ㅇ 수자원 및 발전부 장관은 한국이 파키스탄 내 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한국 대사 송종환은 K-water, 삼부이엔씨,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은 국내 기업은 향후 파키스탄 내 발전, 특히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약 30 억 달러(3.585 조원)를 투자하고 적극 참여하여 총 1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답변” 
 

☞ http://www.mowp.gov.pk/gop/index.php?q=aHR0cDovLzE5Mi4xNjguNzAuMTM2L21vd3AvbmV3c0RldGFpbHMuYXNweA%3D%3D 

 

 

□ 민간발전 및 인프라 위원회(PPIB), 4 월 중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석탄발전소 설치 MOU 체결 
 

ㅇ 민간발전 및 인프라 위원회는 중국 엔지니어링 기업(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과 

석탄발전소 설치를 위한 상호 협력 MOU 에 서명 
 

-  66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2 기를 파키스탄 가다니(Gadani) 석탄발전단지 내 설치 예정 
 

☞ http://www.mowp.gov.p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89251
http://dunyanews.tv/index.php/en/Pakistan/228720-Prime-Minister-livid-over-long-hours-of-load-shedd
http://www.mowp.gov.pk/gop/index.php?q=aHR0cDovLzE5Mi4xNjguNzAuMTM2L21vd3AvbmV3c0RldGFpbHMuYXNweA%3D%3D
http://www.mowp.gov.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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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개발위원회(AEDB), 올 하반기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장기 정책 수립 
 

ㅇ 대체에너지 개발 위원회는 ′06 년에 수립한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14 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 
 

☞ http://www.aedb.org/midtermpolicy.htm 

 

 

□ 수자원 및 발전부, 1 월 ′14 년 전력 가격 및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발행 
 

ㅇ 동 가이드라인은 전력 가격설정 및 비용분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 

계획자, 기업, 규제자 및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http://www.aedb.org/midtermpolicy.htm 

 

 

 

▐ 방글라데시  

 

□ 우정 및 통신부(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장관 Abu Baker 

Siddique, 발전․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으로 임명 
 

ㅇ 공공행정부는 발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의 신규임명을 포함한 최근 4 개의 

정부부처 고위급인사 신규임명에 대해 ′14.07.15 에 공지 
 

☞ http://www.thefinancialexpress-bd.com/2014/07/15/45339  

 

 

□ 환경 및 산림부 장관, 부처의 각종 부패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훼손된 부처 이미지 개선 계획 발표 
 

ㅇ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불법 벌목, 산림 개간, 프로젝트 비용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장관은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 
 

- 환경 및 산림부는 기후관련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행하여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  
 

☞ http://www.thedailystar.net/backpage/environment-ministry-to-restore-image-32684  

 

 

□ 에너지규제위원회(BERC), 금년 3 월 소매 전력 가격 6.96% 상향 조정 
 

ㅇ 에너지규제위원회는 기존 1kW 당 5.75 타카(약 76 원)였던 전력 가격을 6.15 타카(약 81 원)로 증가 
 

☞ http://energybangla.com/2014/03/13/21108.html#.U6Pon6CKDIU 

http://www.aedb.org/midtermpolicy.htm
http://www.aedb.org/midtermpolicy.htm
http://www.thefinancialexpress-bd.com/2014/07/15/45339
http://www.thedailystar.net/backpage/environment-ministry-to-restore-image-32684
http://energybangla.com/2014/03/13/21108.html


July 2014 

  24 

□ 전력개발위원회(PDB), 4 월 중국 발전 기업과 석탄발전소 설치를 위한 MOU 체결 
 

ㅇ 전력개발위원회는 중국 발전 기업(China Huadian Hong Kong Co.)과 석탄발전소 설치를 

위한 상호 협력 MOU 에 서명 
 

- 전력개발위원회와 중국 발전기업은 합작투자(JV) 회사를 설립, 66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2 기 설치 예정 
 

☞ http://www.globaltimes.cn/content/857488.shtml 

 

 

□ 발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의 발전부서(Power Division), 3 월 보완된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안 발행 
 

ㅇ 동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 
 

- 예 :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소득세 무기한 면제, 국내 기업의 소득세 15 년간 면제  
 

☞ http://energybangla.com/2014/04/13/21141.html#.U6Po56CKDIU 

 

 

 

▐ 네팔  

 

□ 산업부 차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한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 다할 것 선언 
 

ㅇ 네팔은 세계 2 위의 수자원 보유국가로 3000MW 규모의 잠재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된 발전량은 75MW 에 불과 
 

- 네팔은 풍부한 수자원과 높은 해발고도를 결합한 양수발전 사업을 적극 진행 중이며 대림산업, 

K-Water, 계룡건설 등과 이와 관련된 계약을 추진 중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0201 

 

 

 

 

 

 

 

 

 

 

http://www.globaltimes.cn/content/857488.shtml
http://energybangla.com/2014/04/13/21141.html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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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지속가능에너지청, Sunithyaloka(지속가능한 세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olar 

Home System(SHS) 조달 사업 발주 

 

 Sunithyaloka(지속가능한 세상) 프로그램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은 국가 내 특정 지역 중, 기술적 또는 경제적 요인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38,000 여개의 가구를 위해 Sunithyaloka 프로그램을 시행 

 

본 프로그램은 독립형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Phase I 에서는 

1,200 개의 SHS 를 설치할 예정 

 

프로그램의 단계 별 진행절차 

1. SLSEA 는 기술 수준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 공급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 

2. SLSEA 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Facilitating Agency(FA)를 입찰을 통해 선정 

3. FA 는 대상 지역을 방문하여 SHS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로컬 은행과 파이낸싱 구도 협의 

4. 기술 공급업체는 SLSEA 의 지침을 기반으로 각 가정에 SHS 를 설치 

5. FA 는 설치된 SHS 를 점검한 결과를 SLSEA 에게 보고하고, SLSEA 는 기술 공급업체에 비용지불 

6. FA 는 SHS 를 설치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스템을 점검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내입찰/′14.07.30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납품 일자 : ‘14.09.30 에 납품 
 

☞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20solar.pdf 

 

 

□ 정부, 중부지역 공중보건 향상 위한 음용수 공급사업 발주, 코오롱글로벌 동 사업 동참 
 

ㅇ 스리랑카 정부는 카드뮴,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과 연관된 약품이 수원을 오염시켜 

만성신장질환이 발생하는 지역 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  
 

- 스리랑카 상하수도부 Dinesh Gunwardana 장관과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는 현지 상수도 

환경 개선사업 관련 협약식을 체결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0835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 solar.pdf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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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에코너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 이전 받아 

스리랑카 바이오매스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 
 

ㅇ 삼양에코너지는 반탄화 및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이와 연계하여 

스리랑카와 전력구매 계약을 협의 중 
 

☞ http://www.etnews.com/20140710000127 

 

 

□ 지속가능에너지청(SLSEA), 빌딩 에너지효율 컨설팅 프로젝트 올해 6 월 발주 
 

ㅇ 동 사업은 ′08 년 수립된 빌딩 에너지효율 실행규범(code of practice)*을 보완하는 

컨설팅사업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내입찰/′14.06.30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① 조명, ② 환기 및 에어컨 시스템, ③ 건물 외피, ④난방 ⑤ 전력 부문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 
 

☞ http://www.energy.gov.lk/sub_pgs/tenders.html 

 

 

□ 지속가능에너지청,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주거지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 올해 5 월 발주 
 

ㅇ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주거지의 디자인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컨설팅사업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내입찰/′14.05.09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http://www.energy.gov.lk/sub_pgs/tenders.html 

 

 

□ 전력청, ADB 지원 받아 진행한 ‘Clean Energy and Network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를 위한 설비·부품 조달사업 올해 4 월 발주 
 

ㅇ 동 사업은 132kV 규모의 송전 인프라 건축에 필요한 콘덴서 뱅크 조달사업 
 

- 입찰방식/입찰 마감일 : 국제입찰/′14.07.09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http://www.ceb.lk/sub/tenders/notices.aspx 

 

 

http://www.etnews.com/20140710000127
http://www.energy.gov.lk/sub_pgs/tenders.html
http://www.energy.gov.lk/sub_pgs/tenders.html
http://www.ceb.lk/sub/tenders/not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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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청, ADB 지원 사업인 ‘Sustainable Power Sector Support Project'의 부품 

조달사업 올해 5 월 발주 
 

ㅇ 동 사업은 40MVAr 규모의 콘덴서 설치에 필요한 전선 및 전선 종단 장치(cable 

termination equipment) 조달사업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제입찰/′14.06.25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http://www.ceb.lk/sub/tenders/notices.aspx 

 

▐  파키스탄  

 

□ ADB 에 ‘Strengthening Central Power Purchasing Agency' 기술지원(TA) 프로젝트 지원요청 
 

ㅇ 본 기술지원 프로젝트는 CPPA*의 설립 및 초기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컨설턴트를 투입시켜 운영지원, 역량개발, 직원교육 등을 실행할 예정 
 

- 총 사업비 : 170 만 달러(약 17 억원) 

- 사업 기간 : 기간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수자원 및 발전부와 협의하였고, 프로젝트 승인 시 공개 예정 
 

* CPPA : 중앙전력구매에이전시는 독립적 전력시장 정산을 위해 설립 예정인 기관 
 

☞ http://www.adb.org/projects/48066-001/details 

 

 

□ 정부, ADB 지원 받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추후 

이와 연계된 세부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 
 

ㅇ 본 프로그램은 관세와 보조금 관리, 민간참여를 위한 발전분야 개선 및 시장 접근성 제고 

그리고 투명성·책임성 체제 도입 사업으로 구성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발주 예정 

- 총 사업비 : 8.37 억 달러(약 8,370 억원) 

- 사업 기간 : ′14.04.24~ ′20.06.30 
 

☞ http://www.adb.org/projects/47015-001/main 

 

 

 

▐  방글라데시  

 

□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력회(IDA)의 지원 받아 'Rural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I Project' 시행 

http://www.ceb.lk/sub/tenders/notices.aspx
http://www.adb.org/projects/48066-001/details
http://www.adb.org/projects/47015-001/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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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은 SHS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미니 그리드 구축 및 소형형광등 

보급 확대 사업으로 구성 
 

-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 산하 인프라개발회사(IDCOL)를 통해 대출을 제공하고, IDCOL 은 

파트너기관(PO)에 자금을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가 이 금융을 활용해 할부로 구매하는 방식 

- ‘12 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규모의 사업으로 SHS 공급업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 보유  

- 총 사업비 : 3.86 억 달러(약 3,860 억원) 

- 사업 기간 : ′12.09.20 ~ ′18.12.31 

☞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31263/rural-electrification-renewable-energy-development-ii-rered-ii-project?lang=en 

 

□ 전력개발위원회, ADB 지원 받은 7.4MW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소 설계, 공급 및 

설치 등을 포함한 턴키방식의 프로젝트 발주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제입찰/′14.08.05 
 

☞ http://bpdb.alltender.com/tender_detail.php?id_tender=331912 

 

 

□ 정부, 세계은행의 지원 받아 ‘농촌 전력 송·배전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추후 이와 

연계된 세부 프로젝트 발주할 계획 
 

ㅇ 본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전력망 회사(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와 

농촌전력화청(Rural Electrification Board)이 이행할 것이며 추후에 이와 연계된 세부 발전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발주 예정 

- 총 사업비 : 8.37 억 달러(약 8370 억원) 

- 사업 기간 : ′14.02.27 ~ ′20.06.30 
 

☞ http://energybangla.com/2014/06/21/21220.html#.U8SCX6CKDIU 

 

 

□ 방글라데시 정부와 ADB 가 공동지원한 ‘Sustainable Power Sector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으로 ′07 년 7 월에 시행된 ‘Power Sector Capacity Development 

Program‘이 ′14 년 6 월 종료 
 

ㅇ 본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발전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  
 

☞ http://www.powerdivision.gov.bd/user/brec/55/99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31263/rural-electrification-renewable-energy-development-ii-rered-ii-project?lang=en
http://bpdb.alltender.com/tender_detail.php?id_tender=331912
http://energybangla.com/2014/06/21/21220.html
http://www.powerdivision.gov.bd/user/brec/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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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ADB 지원의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ower System 

Expansion Project' 진행 중이며 추후 이와 연계된 세부 프로젝트 발주 예정 
 

ㅇ 본 프로젝트는 송전 용량 증대, 배전 네트워크 개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확장, 네팔 전력청 및 대체에너지지원센터 역량개발 지원로 구성 
 

ㅇ 대체에너지지원센터(AEPC)과 네팔전력청(NEA)이 실행 
 

- 승인 일자 : ′14.07.04 

- 총 사업비 : 4.4 억 달러(약 4,400 억원) 

- 사업 기간 : ′15.01 ~ ′21.12 
 

☞ http://www.adb.org/projects/documents/sasec-power-system-expansion-project-rrp 

 

 

□ 대체에너지지원센터, Biratnagar 지역에 Waste-to-Energy 잠재량 타당성조사 사업 

올해 6 월 발주 
 

ㅇ 본 프로젝트는 네팔의 'National Rural and Renewable Energy Programme*‘의 일환으로, 

Biratnagar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발주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제입찰/′14.06.30 

- 총 사업비 : 최대 50 만 루피(약 850 만원) 

- 기간 : 3 개월(상세한 기간은 계약 시 구체화 될 예정) 
 

* 네팔 농촌 전력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12 년 7 월에서 ′17 년 7 월까지 이행되는 프로그램 
 

☞ http://www.aepc.gov.np/?option=workwithus&page=tor&status=A&mid=9&sub_id=52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중앙지방의회의 발전 및 에너지부, 지속가능에너지청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관리 워크샵 개최 
 

ㅇ 국가의 미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스리랑카 

공공시설위원회(PUCSL)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및 전력사고 방지책에 대해 발표 
 

- 일자 : ′14.07.03 ~ ′14.07.04  

http://www.adb.org/projects/documents/sasec-power-system-expansion-project-rrp
http://www.aepc.gov.np/?option=workwithus&page=tor&status=A&mid=9&sub_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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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ucsl.gov.lk/english/events/renewable-energy-workshop/  
 

 

□ 지속가능에너지청, Vidatha(마을대상 기술이전) 프로그램 소속 에너지관리 담당자를 

위한 에너지관리 교육 진행 
 

- 일자 : ′14.07.03 ~ ′14.07.05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eid=dHU2NDl1cGY0MXV2MG8zZ2trbWtvdTViajAgc2xzZWEuZWNvb

m9taWNAbQ&ctz=Asia/Colombo&pli=1&sf=true&output=xml 

□ 국영 루파바히니 TV,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과 공적원조(ODA) 활동에 대해 취재 및 

방송하여 스리랑카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사업에 대해 알릴 계획 
 

ㅇ 루파바히니 TV 취재팀은 본 다큐멘터리를 다음 달 경 15 분씩 15 회로 제작하여 방송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12099 
 

 

□ 지속가능에너지청, 올해 6 월 바이오가스 기술 및 응용 교육 및 에너지 관리 및 

진단에 대한 의식 제고 프로그램 시행 
 

ㅇ 170 명의 에너지 관리자 대상 바이오가스 기술 및 응용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일자 : ′14.06.10 
 

☞ http://www.energy.gov.lk/sub_pgs/RCL.html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중앙지방의회(Central Provincial Council)로부터 11 개의 에너지 진단 

사업을 요청받아, 동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동 의회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와 진단에 

대한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  
 

- 일자 : ′14.05.30, 06.13, 06.20, 06.27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eid=cW1vcmJ0NDBhYm04OWRtcm9kcW4zdnM1bXMg

c2xzZWEuZWNvbm9taWNAbQ&ctz=Asia/Colombo&pli=1&sf=true&output=xml 

 

 

□ CEMS*社, 올해 6 월 제 12 차 ‘Power Sri Lanka' 국제 박람회 개최 
 

ㅇ 동 박람회는 스리랑카 내 발전 및 송전, 에너지, 태양광발전(PV),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모여 발전·에너지 분야 관련 신규 기술 전시 및 사업 정보 공유 
 

- 일자 : ′14.06.08 ~ ′14.06.10 
 

* Conference and Exhibition Management Services Ltd. : 회의, 박람회 등을 주최 및 관리하는 기업 
 

☞ http://www.powersrilanka.com/main.html 

http://www.pucsl.gov.lk/english/events/renewable-energy-workshop/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eid=dHU2NDl1cGY0MXV2MG8zZ2trbWtvdTViajAgc2xzZWEuZWNvbm9taWNAbQ&ctz=Asia/Colombo&pli=1&sf=true&output=x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12099
http://www.energy.gov.lk/sub_pgs/RCL.html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eid=cW1vcmJ0NDBhYm04OWRtcm9kcW4zdnM1bXMgc2xzZWEuZWNvbm9taWNAbQ&ctz=Asia/Colombo&pli=1&sf=true&output=xml
http://www.powersrilanka.com/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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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독립발전사업자(IPP) 협회, 올해 2 월 제 4 차 아시아 에너지 안보 정상회담 

스리랑카에서 주최 
 

ㅇ 동 회담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에너지 센터 등의 

다자기구 및 17 개국 에너지 전문가가 모여 지정학적 개발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인프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국제 행사 
 

☞ http://www.asiaenergysecurity.com/AboutAsiaEnergyConference.aspx 

 

 

 

▐  파키스탄  

 

□ 민영화추진위원회(Privatization Commission Board) 의장, 석유 및 가스 개발 

공사(OGDCL) 민영화 관련 회의 개최 요청 
 

ㅇ 민영화추진위원회 의장은 OGDCL 민영화 절차가 금년 9 월까지 완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다음 OGDCL 회의를 ′14.07.09 에 개최할 것을 요청 
 

- 정부소유인 OGDCL 의 10% 지분은 국외·내 투자자에게 최고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 
 

☞ http://www.newspakistan.pk/2014/07/09/privatization-ogdcl-completed-september-2014/ 
 

 

□ 대체에너지개발위원회(AEDB)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Scaling-up Wind 

Power Deployment for Pakistan's Sustainable Energy Future’ 컨퍼런스 공동 개최 
 

ㅇ 본 행사에는 100 여명의 전문가가 정부, 기업, 학계,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참가하여 

파키스탄 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풍력발전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 
 

- 일자 : ′14.06.18 
 

☞http://www.wwindea.org/home/index.php/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26&Itemid=40 

 

 

 

▐  방글라데시  

 

□ 총리, 6 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Takehiko Nakao 과의 회담에서 지난 40 년간 

지속된 방글라데시-아시아개발은행 파트너십의 지속여부 논의 
 

ㅇ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최근 방글라데시의 상당한 경제발전에 대해 감탄을 표하였으며 

인프라 발전, 직업훈련 및 사업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 
 

http://www.asiaenergysecurity.com/AboutAsiaEnergyConference.aspx
http://www.newspakistan.pk/2014/07/09/privatization-ogdcl-completed-september-2014/
http://www.wwindea.org/home/index.php/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26&Itemid=40


July 2014 

  32 

ㅇ 또한, Nakao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은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중등교육, 직업훈련, 

에너지 거래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언 
 

- 일자 : ′14.06.15 
 

☞ http://energybangla.com/2014/06/15/21212.html#.U8dhi6CKDIU  

 

 

□ ExpoNet Exhibition 社 및 Greenleaf Green Solutions 社, 금년 3 월 'Global Eco 

Products and Greentech Exhibition and Summit' 공동 개최 
 

ㅇ 본 행사에는 10 개의 국가에서 태양광, 전력, 녹색빌딩 등 산업에서 75 개의 주요업체가 

참여하여 환경산업 관련 상품, 기술 및 서비스를 전시 
 

- 일자 : ′14.03.12 ~ ′14.03.14 
 

☞http://www.eco-business.com/events/geges-14-global-eco-products-and-greentech-exhibition-and-summit/ 

 

 

 

▐  네팔  

 

□ 클린쿡스토브연합(Nep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 NACC), 1 주년 기념식 개최 
 

ㅇ NACC 소속 바이오가스, 전기,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조리 기술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은 동 

행사에서 성공사례 및 lessons learned 공유, 협력방안 모색, NACC 의 발족 기념 등을 진행 
 

- 일자 : ′14.07.10 
 

☞ http://www.aepc.gov.np/?option=events&page=eventsdetail&cat=pevents&eid=9 

 

 

□ 대체에너지지원센터(AEPC), 올해 2 월 ′14 년 신재생에너지 위크 주최 
 

ㅇ 대체에너지 지원 센터는 전력 위기를 겪고 있는 네팔 국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 행사를 주최 
 

- 일자 : ′14.02.06. ~ ′14.02.10 
 

☞http://www.spotlightnepal.com/News/Article/RENEWABLE-ENERGY-WEEK-2014-Power-To-People 
 

ㅇ 한편 올해 3 월 ADB 와 ‘Energy for All Investor Forum’ 공동 주최를 통해 네팔 내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 및 투자 정보 제공  
 

☞ http://www.aepc.gov.np/?option=events&page=eventsdetail&cat=pevents&eid=5 

 

http://energybangla.com/2014/06/15/21212.html
http://www.eco-business.com/events/geges-14-global-eco-products-and-greentech-exhibition-and-summit/
http://www.aepc.gov.np/?option=events&page=eventsdetail&cat=pevents&eid=9
http://www.spotlightnepal.com/News/Article/RENEWABLE-ENERGY-WEEK-2014-Power-To-People
http://www.aepc.gov.np/?option=events&page=eventsdetail&cat=pevents&e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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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스리랑카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내 전력 사업 협력 강화 
 

ㅇ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스리랑카 주관 부처 및 전력청과 LOI 체결, MOU 

가서명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전력분야 협력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 

 

 

□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의 경우 에너지 관리 및 진단 의식 제고, 역량강화프로그램,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관련 프로그램 꾸준히 진행 
 

ㅇ 교육 등 프로그램과 더불어 에너지 관리 및 진단 관련한 2 개 컨설팅 프로젝트 상반기 발주 
 

- 다만 상기와 같은 소규모 컨설팅 사업의 경우 스리랑카 국내 입찰로 진행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은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 구도로 참여 가능 

 

 

□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SHS 조달 사업 발주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은 현 대통령 비전(Mahinda Chinthana)에 따라 시행중인 

Sunithyalok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00 개의 SHS 조달 사업 발주  
 

- 본 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38,000 개 가구에 SHS 가 보급될 예정이며, 향후 SHS 보급 업체 뿐 

아니라, Facilitating Agency 에게도 사업 참여의 기회 존재 
 

- 다만 스리랑카 국내 입찰로 진행되며, 가격 및 납품 계획 등은 관심 보유 기업 대상으로 공개  

 

 

□ 스리랑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에너지 분야 협력 지속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중국 기술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전력 분야 엔지니어링 인력을 

육성하고, 취업 기회 창출 
 

- 선정된 스리랑카 기술자는 중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 
 

ㅇ 중국뿐 아니라 일본-스리랑카 의회 연맹 소속원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할 예정(7 월말),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 
 

- 일본과 스리랑카는 ’13 년 일본 방문 등 꾸준한 양국 간 교류 행사를 개최, 원만한 협력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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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개발은행 사업과의 연계 고려 필요 
 

ㅇ 권역 내 해당 분야 사업 중 대다수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이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장기프로그램의 일환 
 

- 다자개발은행별 해당국가 전략 및 장기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 
 

- MDB 사업의 경우 국제입찰로 진행되므로, 우리나라 기관의 참여에 대한 막대한 가능성 존재 
 

-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 
 

* 2014 년 현재 세계은행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부문 관련하여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없으며, 

아시아개발은행과 UNDP 의 경우 전력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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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스리랑카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스리랑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및 수력이며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산업, 교통, 가정 순 

ㅇ 발전 및 에너지부,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와 석유 산업부는 에너지·환경 분야 총괄, 

공공시설위원회는 에너지, 석유 및 수자원 관련 공공시설 규제 

ㅇ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별 목표 존재, 감축 및 적응 분야 관련 상세 정책·제도 마련 필요 

 

□ 에너지 공급  

 

ㅇ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수력이 에너지 공급의 주요원 

 

- 바이오매스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46%(5,042ktoe), 화석연료는 42%(4,544ktoe)를 차지하며, 나머지 

12%(4.9ktoe) 는 수자원으로부터 공급 (′10 년 기준) 
 

< 에너지원별 총 에너지 공급 2006~2010 > 

 

☞ 스리랑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화석연료와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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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절반 정도(49%)를 차지하며, 교통 

및 산업분야가 각각 26%, 24%를 차지(′10 년 기준) 
 

-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산업분야의 에너지 수요도 지난 5 년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 분야별 에너지 소비 2006~2010 > 

 

 
 

 

 

 

 

 

 

 

 

 

 

 

 

☞ 스리랑카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49%), 교통(26%), 산업(2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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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 

 

ㅇ 스리랑카의 전력 소비량은 2004 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 

 

-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소비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34%, 

상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의 25%를 소비(′12 년 기준) 
 

 

< 분야별 전력 소비 2004~2012 > 

 
 

 

 

< 분야별 전력 소비 2012 > 
 

 
 

 
 

☞ 스리랑카의 부문별 전력 소비는 가정(39%), 산업(34%)이 주 소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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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스리랑카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3 개의 부처와 1 개의 관련 기관이 관리 

 

* ① 발전 및 에너지부, ②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 ③ 석유 산업부, ④ 스리랑카 공공시설위원회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발전 및 에너지부(Ministry of Power and Energy)는 전력부문 관장 및 하기 기관 총괄 
 

ㅇ (전력청)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 CEB)은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및 공급을 담당 
 

- 국가 내 계통 연계된 소비자의 약 90%를 대상으로 전력 직접 공급 

- 약 2,68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20kV, 132kV, 33kV 의 전력선 운영 

 

ㅇ (랑카 전력기업) 랑카 전력기업(Lanka Electricity Company, LECO)는 민간 기업이며 전력청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 확보 
 

- 랑카 전력기업는 전력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약 10%의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전력 공급 

 

ㅇ (LTL Holdings) LTL Holdings 는 스리랑카 내 전력 부문의 최대 엔지니어링 민간 기업 
 

- 송전, 무선통신, 조명, 풍력 등의 공공사업을 위한 타워와 철골구조의 디자인 및 제조 담당 
 

ㅇ (랑카 석탄 기업) 랑카 석탄 기업(Lanka Coal Company)는 석탄을 조달하여 스리랑카 내 

석탄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민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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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는 

스리랑카 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총괄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치청)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치청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SLSEA)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실행 등의 업무 수행 
 

- ‘07 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에너지청 법률에 따라 설립 
 

- 에너지 보존 기금(Energy Conservation Fund)의 에너지 효율 부문 업무가 동 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 
 

- 국가 에너지안보 관련 전략수립과 더불어, 발전 및 에너지부를 대신하여 전략 실행 역할 담당 

 

□ 석유 산업부(Ministry of Petroleum Industries)는 석유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하기 2 개 기관을 총괄 
 

ㅇ (스리랑카 석유공사) 스리랑카 석유공사(Ceylon Petroleum Corporation)는 국가 내 석유 

제품의 수입과 정제 및 보급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내에서 유일하게 정유 공장을 소유 
 

ㅇ (스리랑카 석유 저장 터미널 기업) 스리랑카 석유 저장 터미널 기업(Ceylon Petroleum 

Storage Terminal Ltd.)는 스리랑카 내 석유 제품을 저장 및 분배 

 

□ 스리랑카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PUCSL)는 전력, 

석유 및 수자원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규제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는 수립하였으나 감축 관련 정책제도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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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스리랑카 정부는 ′20 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을 ′10 년 대비 20% 절감하기 위한 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5 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정량적 목표 및 구체적 실행계획은 부재 
 

* ① 에너지, ② 수송, ③ 산업, ④ 폐기물 관리, ⑤ 해양자원 관리 

 

□ 투자 우선순위 분야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리랑카 내 약 24,000MW 의 풍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자원*이 풍부 
 

* 태양전지 주요 구성요소인 실리카 쿼츠(silica quartz) 풍부 

 

ㅇ (수력 발전)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물과 근접해 있으며 비가 자주 내리므로 수력 발전에 

특화된 여건 보유 
 

* 수력 발전용량 : 1,200MW 

 

ㅇ (태양 에너지 및 풍력 파크 설립) 스리랑카 최초 태양광 에너지 파크는 한국 및 일본 

정부의 증여*로 설립되었으며, 총 발전용량은 약 900MW 수준 
 

* 증여액 : USD 14.5 백만 

 

ㅇ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 년까지 에너지 생산량의 20% 절약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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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스리랑카 정부는 ′15 년 목표 전력공급량(1600MW)의 에너지원 별 상세목표를 설정 

 

2015 년 에너지원별 목표(%) 

정통 수력 화석연료 (최대*) 석탄 
신재생에너지 

(최소**) 
총계 

28 8 54 10 100 

 

*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량은 8% 이하로 유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최소 10% 충당 

 

□ 전력 
 

ㅇ 스리랑카의 국가전력보급률은 서남아 권역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85%~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14 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ㅇ 현재로서 대부분의 전력은 수력 및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발전은 미미하여 정부는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FiT 를 제공 

 

ㅇ 스리랑카 공공시설 위원회는 전력 분야를 규제하고, 전력청이 생산, 송·배전을 총괄하며 

랑카전력회사는 배전을 일부 담당 

 

□ 석유 

 

ㅇ 스리랑카는 원유 매장량이 미미하여 자체 생산이 어려움으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 제품의 경우 수요의 50%를 수입하여 공급 
 

ㅇ 전력청이 총괄하는 화력발전소(석유)는 578MW 설치용량을 보유하였으며 민간기업이 

총괄하는 화력발전소(석유)는 841.5MW 설치용량을 보유 
 

ㅇ 현재 석유 분야는 석유 산업부가 관할하고 있으나, 책임·권한을 공공시설위원회에게 

이양하기 위해 실론 석유 기업 법률 및 석유 제품 법률을 수정하는 과정 

 

□ 석탄 

 

ㅇ 스리랑카 발전 및 에너지부는 자국 내 2 개의 석탄 발전소의 설치 및 운행에 대한 허가를 

주었으며, 추가적인 석탄 발전소의 운행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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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talam 지역 내 석탄 발전소는 3 개의 300MW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Trincomalee 

지역 내 석탄 발전소는 1 개의 500MW 발전소로 구성 
 

□ 원자력 
 

ㅇ 스리랑카 내 원자력 분야를 관할하는 원자력 위원회(Atomic Energy Authority of 

Sri Lanka)가 존재하나, 원자력 발전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이미 상당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스리랑카 내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표 발전량 달성  
 

ㅇ 풍력과 수력의 경우 이미 목표량에 조금 못 미치는 발전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의 경우 추가 발전 용량이 필요한 상황 
 

☞ http://www.ceb.lk/sub/db/op_presentstatus.html 

 

2014 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용량 달성 현황(MW) 

바이오매스 수력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총계 

26.50 281.96 98.45 1.38 405.29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스리랑카 정부는 ′15 년까지 총 전력 공급량의 10%를 풍력,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20 년까지 그 비중을 20%으로 증가할 계획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을 5 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 
 

* ①식량생산·안보, ②수자원·생물다양성 보존, ③정주여건 개선, ④적응인프라 조성, ⑤해양자원 관리 

 

 

 

 

 

 

 

☞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 및 원 별 정책제도는 존재하나 적응 관련 정책제도는 부재 

http://www.ceb.lk/sub/db/op_presentsta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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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스리랑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개발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 보유 
 

ㅇ ‘1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 보급의 10%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14 년 현재로써 3%에 그침 
 

- ‘15 년까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에 대한 잠재력은 풍부 
 

-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수력의 경우 이미 목표 개발량을 거의 달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 
 

-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스리랑카 에너지 관리 및 효율 분야 향후 진출 및 협력이 긍정적일 전망 
 

ㅇ 올해 상반기 양국 주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관계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국내기업 진출 가능성 증대 예상 
 

ㅇ 더불어 스리랑카는 ‘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절감률 20%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소비군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재한 상황 
 

- 이에 따라 지속가능에너지청이 앞장서서 다양한 에너지 진단,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관한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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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공무원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년 6 월 25 일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주요 정책 담당자에게 신도시 개발 교육 실행 
 

ㅇ LH 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스리랑카, 네팔, 과테말라 등 16 개의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 전파 
 

- 개도국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도시화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본 강의를 진행 
 

- LH 관계자는 교육 참여자들이 “향후 본국 정부에서 중요정책 결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도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언 

 

□ (교육시스템 견학)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 금년 6 월 27 일 한밭대학교 방문 
 

ㅇ 반둘라 구나와르다나 스리랑카 교육부장관 및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스리랑카 학생 격려 및 국내 대학 교육시스템 견학 등을 진행 
 

- 한밭대학교 이원묵 총장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리랑카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교육정보화 MOU) 스리랑카 교육부, 금년 6 월 25 일 광주교육청과 MOU 체결 
 

ㅇ 반둘라 구나와르다나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정보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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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스리랑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Power and Energy 

 Ceylon Electricity Board 

 Lanka Electricity Company 

 LTL Holdings 

 Lanka Coal Compan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Ministry of Petroleum Industries 

 Ceylon Petroleum Corporation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현지 정보처 Data and Information Unit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국내 정보처 KOTRA 스리랑카 콜롬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  방글라데시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Power Division 

 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ivision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Department of Environment 

현지 정보처 Energy Bangla 

국내 정보처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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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  파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Water and Powe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Board 

 National Engineering Services Pakistan 

 National Power Construction Company 

 National Transmission & Despatch Company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Resources 

국내 정보처 KOTRA 파키스탄 카라치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  네팔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nergy - 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Water and Energy Commission 

 Nepal Electricity Authorit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 Deparment of Environment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re 

국내 정보처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주 네팔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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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주)네오에코즈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세계은행, 2014 년 7%대의 경제성장률 전망(uzdaily.com, 6.11) 
 

ㅇ 세계은행은 「Global Economic Perspectives」(6 월)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2014 년 

경제성장률을 종전과 같이 7%로 전망하였고, 2015 년과 2016 년도에는 6.7%선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을 기존 8%보다 하향조정한 근거로, 우즈벡 수출 부문 효자 품목인 천연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금 및 원면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10~2013 년 보다 

낮아졌고, 주요 무역상대국(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 등)의 경기가 기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 가스프롬 개발 샤흐파흐티 가스전 생산 증가(uzdaily.com, 6.17) 
 

ㅇ 러시아 가스프롬社는 우즈베키스탄 내 샤흐파흐티 가스전의 2014 년 1~5 월간 생산량이 

1.1 억 m3 을 기록하였고, 이는 목표 수치보다 870 만 m3 을 초과한 것이라고 발표 
 

- ‘14. 5. 1. 기준, 샤흐파흐티 가스전내에 21 개의 시추공이 건설되어 일산 90.2 만 m3 의 가스를 생산 

중이며 가스프롬은 ’14 년 기간 샤흐파흐티 가스전에서 3 억 m3 가스 생산을 전망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 2020 년까지 130MW 급의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Noviy Vek, 6.23) 
 

ㅇ 우즈벡에네르고 대변인은 러시아 RIA Novosti 통신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0 년까지 

나보이 지역에 130MW 급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동 지역에 사업 계획서 마련을 착수하였으며, 2016 년까지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동 발전소는 나보이특구 지역 및 입주 기업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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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계획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녹색성장 경제로의 전환 구상’의 일환으로 친환경제품 제조사들에 

특별 인증서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http://primeminister.kz/news/show/65/v-rk-planirujut-vydavat-sertifikaty-na-ekologicheski-chistuju-produktsiju-mosvr-/23

-07-2014 

 

□ 환경수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구입가격 확정  
 

ㅇ 풍력 22.68 tg/kWh, 태양열 34.61 tg/kWh, 소수력 16.71 tg/kWh 및 바이오가스 32.23 

tg/kWh 으로 확정 
 

- 15 년간 고정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요율은 변동되게 되며, 전력구매와 financing 담당 

기관을 설치할 예정 
 

-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구매한도는 전국적으로 1850 ~ 1900MW 또는 전력생산량의 3% 수준으로 

제한 
 

☞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 상공회의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상 채택 예정 
 

ㅇ 누르쟌 상공회의소 부위원장은 금년 말 경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상 채택 예상 
 

- 동 구상안 채택이후 상공회의소는 각 기업 협회들과의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할 것으로 즉 

노사정의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 
 

☞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  투르크메니스탄  

 

□ EU-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문제 논의 
 

ㅇ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ㅇ EU 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지역 협력 문제 논의 
 

- 일자 : ′14.06.25 
 

☞ http://en.trend.az/capital/energy/2288732.html 

http://primeminister.kz/news/show/65/v-rk-planirujut-vydavat-sertifik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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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탄  

 

□ 러시아로부터 10 억 USD 규모 개발펀드 설립 
 

ㅇ 키르기스탄 아탐바예브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5월 2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통합 일환으로 주재국-러시아간 경제발전협력협정 서명  
 

- 상기 협정문, 러시아의 대 주재국 10 억 USD 규모 개발 펀드 투자내용 포함  
 

☞ http://akipress.com/news:542303/ 

 

 

 

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전기 송배전망 건설 (세계은행 차관 지원) 
 

ㅇ 공공서비스청(Uzkommunkhizmat)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스리다리아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IDA 차관 No. 4869-UZ, 88 백만불) 관련 상수도관 및 배급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공고 
 

- 해당지역: 스리다리아주內 △프로젝트 2 지역 (바부르/바호르/양기오보드/파흐타보드/양기키슐락/ 

함미드알림잔/바흐말), △프로젝트 3 지역(굴리스톤/쿠곤테파/출쿠바르/쿠자), △프로젝트 4 지역 

(비노코르/차만조르/호스노보드/카흐라몬/투르키스톤/율도쇼보드) 

 

- 입찰마감 : 2014 년 8 월 19 일 
  

- 담당: 공공서비스청 세계은행 프로젝트팀 (At 수: Mr. Shavkat Akhmatdjanov)  
 

- Tel: 99871) 235-4497, Fax: 99871) 235-8290  
 

- E-mail : pcu.tashkent@pcu.uz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 전력 장비 조달(세계은행 차관 지원) 
 

ㅇ 우즈벡에네르고 산하 페르가나 열난방공사 및 타슈켄트발전소는 세계은행 지원 

「산업시설 에너지효율증진 사업」(No 5241-UZ)에 따라 전력장비 조달을 공고 
 

http://akipress.com/news:542303/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 sol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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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Automated sulfur hexafluoride circuit-breaker 35kV(26 세트), 110kV(79 세트), 220kV(45 세트), 

500kV(9 세트) 
 

- 입찰마감: 2014 년 7 월 31 일 
 

- 담당: Uzconsultservice(Attn: Ms. Oksana Klimenko) 
 

- Tel: 99871) 233-0324, 23-2784, Fax: 99871) 233-0521 
 

- E-mail:o.klimenko@ucs.uz (※ www.ucs.uz 참조)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  카자흐스탄  

 

□ ‘삼룩-카즈나’사, 엑스포 2017 전시회 계기 금년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 
 

ㅇ ‘삼룩-카즈나’사는 주요 비즈니스 투자프로젝트 일환으로 45MW 풍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 2014 년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2017 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천 평방미터 부지에 공급 예정 
 

- 대상의 절반은 주거 아파트이며, 다른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에 할당 계획 
 

☞ http://primeminister.kz/news/show/68/vetrovuju-elektrostantsiju-dlja-%C2%ABekspo-2017% 

C2%BB-zapustjat-v-2014-godu-bbejsengaliev/05-06-2014 

 

□ 카자흐스탄 2017 엑스포 건설 추진 상황 
 

ㅇ 2017 년 예정되어 있는 아스타나 엑스포 행사장 중심부에 독특한 랜드마크 건설 계획 
 

- 동 건물은 직경 80 미터의 球 모양으로, 9 층 높이의 연면적 2 만 제곱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  
 

※ 동 건물을 비롯한 아스타나 엑스포 General Contractor 로 터키 업체 기 선정 
 

- 이 건물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심볼이 될 것이며 미래의 첨단과학과 신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로 만들 계획 
 

- 예를 들어,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산업, 3D 프린팅,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지속 업데이트 하는 공간으로 구성, 또한 이 건물 내에는 

미래 박물관, 실험연구소, 체험관 등을 포함시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 년 아스타나 엑스포 이후 동 건물을 포함한 전체 행사장을 

Eco-Industrial Park 로 만들 계획이며, 인근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리콘 

밸리와 같은 종합 과학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임.  

mailto:o.klimenko@ucs.uz
http://primeminister.kz/news/show/68/vetrovuju-elektrostantsiju-dlja-%C2%ABekspo-2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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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건물의 컨셉을 얻기 위해 한국 KIST 를 비롯한 영국, 일본 등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데 선진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 참여 요청중 
 

☞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무상원조 자금 3 천만 달러를 활용하여 오쉬지역에서 도로 고가교량 건설, 

공급 가스 전환, 식수 공급, 기타 인프라 사업 시행 예정 
 

ㅇ 오쉬시 Alisher Navoi 도로 고가교량 건설(12.87 백만 달러)  

ㅇ 오쉬 지역 공급 가스를 천연가스에서 액화가스로 전환(5 백만 달러)  

ㅇ 오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1.13 백만 달러)  

ㅇ 잔여 자금은 오쉬 지역 여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  

ㅇ 상기 무상원조 자금 지원은 2014.5.2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아탐바예프 

주재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에서 합의 
 

☞ http://akipress.com/news:543656/ 

 

 

□ 재무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시행할「이식쿨 지역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수펌프장 건설, 취수시설 재건 및 상수공급시설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계획 공고 
 

 

ㅇ LOT-1 : 발륵치 하수펌프장 건설  

ㅇ LOT-2 : 카라콜 취수시설 재건, 파이프라인 및 침전시설 건설  
 

☞ http://kgz.mofa.go.kr/korean/eu/kgz/policy/tender/index.jsp 

 

 

□ EBRD, 키리기스스탄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 
 

ㅇ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개선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도록 Demir Kyrgyz 

International Bank (DKIB)에 400 백만 달러 대출 할당 
 

☞ http://www.azernews.az/region/68546.html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http://akipress.com/news:543656/
http://kgz.mofa.go.kr/korean/eu/kgz/policy/tender/index.jsp
http://www.azernews.az/region/685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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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박근혜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ㅇ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확보 
 

-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미래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동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중앙아 5 개국간 협력포럼 사무국 설립 제안 및 대한 지지 확보 
 

ㅇ 경제협력규모 120 억 달러로 확대 
 

- 수르길 프로젝트 등 총 80 억 달러 상당의 기존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로 신규 

프로젝트에서 경협 볌위 다변화 추진 
 

- 40 억 달러 규모의 ‘칸딤 가스전 개발 및 가스처리공장 건설’, 3 억 달러 규모의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 및 3 억 달러 규모의 전자정부사업 등 신규 수주를 지원 

 

ㅇ 4 개 협정, 양해각서 서명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박근혜 

대통령-카리모프 대통령 양 정상이 직접 서명)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양국 외교장관 서명)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양국 외교장관 서명) 

- 수출입은행과 NBU 은행간 차관협정 (수출입은행장-우 NBU 은행장) 

- 투자협력 기본체계에 관한 MOU (산업부 장관-우 대외경제부장관) 

※ 박근혜 대통령님 방문 계기에 여러 부문에서 52 건의 협력 문건 서명 
 

- 일자 : 2014 년 6 월 17 일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relation/index.jsp 

 

 

□ 한-우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6.17 우즈엑스포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총리, 양국 경제인 4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한국측은 경제 4 단체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 84 명 등 300 명 참석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 sol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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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ㅇ 포럼에서는 우즈벡 투자 유망 프로젝트(툴랴가노프 대외경제부 차관), 섬유산업부문 

유망투자 프로젝트(하이다로프 경공업성 회장), 에너지산업 협력방안(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섬유산업 협력 방안(강성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의 발표 

진행 
 

ㅇ 동 포럼 계기에 ‘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MOU(0.7 백만불)(우즈벡경제부-산업부)’ 등 9 건의 

MOU 및 계약 체결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relation/index.jsp 

 

 

□ 기업 상담회 개최 
 

ㅇ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6.17 IBC 센터에서 한국기업 18 개사, 우즈벡 100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상담회 개최 
 

- 자동차 부품, 산업용 펌프, 편직기, 주사제조설비 등 한국의 18 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우즈벡측은 

농림수자원부, 자동차공업협회, 우즈벡석유가스공사 등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인 참석 
 

ㅇ 동 상담회를 통해 117 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계약 및 공급의향 체결 5 건 

1,633 만달러(계약: 3 건 573 만 달러, 공급의향서 2 건 1,060 만달러)의 성과 도출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relation/index.jsp 

 

 

□ 박근혜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ㅇ 양국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에서 무역․경제 및 투자․기술 협력 확대, 한-카 전략적 

파트너 격상 등 주요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 
 

-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용량구매계약 체결(20 년간 188 억 달러 규모) 

- 기존 3 대 경협 본격 개시를 위한 협력 확보 

- 신규 에너지 플랜트 사업 참여 지원 

- 철도협력 MOU 체결, 도로ㆍ교통 인프라 건설 참여 요청 

- 중소기업 진출 위한 협력채널 상설화 제안 

- 협력범위 확대 의견 일치, 카자흐로 경제발전 경험전수 노력 

- 한ㆍ카자흐 30 일 무비자 협정 체결 

-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지지 표명 

☞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relation/index.jsp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 solar.pdf
http://www.energy.gov.lk/pdf/Sunithyaloka sola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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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박근혜 대통령 순방 후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문 발표 
 

ㅇ 갈키니쉬 가스탈황시설 건설사업수주(2009) 후 우리기업의 추가 프로젝트 참여 여건 마련 

ㅇ 농업·교통 등 분야로 협력범위 확대  

ㅇ 북핵·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지지 표명 
 

- 일자 : ′14.06.20 ~ ′14.06.21 
 

☞ http://energybangla.com/2014/06/15/21212.html#.U8dhi6CKDIU  

 

 

 

▐  키르기스스탄  

 

□ 에너지산업장관, 7 월 아시아개발은행과 유라시아개발은행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ㅇ Toktogul 수력발전소의 ADB 자금을 통한 2 단계 사업과 Toktogul HPP 의 1 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일자 : ′14.07.11 
 

☞ http://www.akipress.com/news:544560/ 

 

 

□ 에너지산업장관, 프랑스 알스톰 홀딩스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ㅇ 에너지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한 알스톰의 최신 기술의 도입 

ㅇ 연료 및 에너지 단지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 현대화 등에 알스톰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일자 : ′14.07.17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068:kyrgyzstan-frances-

alstom-to-cooperate-in-energy-sphere&catid=79:economy-a-finances&Itemid=567 

 

 

 

 

http://energybangla.com/2014/06/15/21212.html
http://www.akipress.com/news:544560/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068:kyrgyzstan-frances-alstom-to-cooperate-in-energy-sphere&catid=79:economy-a-finances&Itemid=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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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를 다변화 하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분야 협력 대상국은 기존에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한국,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임 
 

ㅇ 한국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여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나, EU 에서도 에저지 

분야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 관계 유지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및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의 상황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우리나라 정상 방문을 통해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나보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태양광 중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신재생에너지 구입 가격을 확정하고, 풍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및 자원부국으로써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협력 사업을 통한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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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현재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모두 천연가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에너지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ㅇ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추진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에너지 생산의 약 90%가 천연가스에 집중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유라시아지역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임 
 

- IEA(2013)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1 차 에너지 생산은 57.3 백만 toe, 소비는 47.8 백만 toe 이며, 

수출은 11 백만 toe 임 
 

- 1 차 에너지원별 생산비중은 천연가스 89.4%, 석유 6.7%, 석탄 2.4%, 수력 1.5%임 
 

-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일부 물량이 중앙아시아 주변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2001~2012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원유 

(백만톤) 
7.21 7.23 7.16 6.61 5.44 5.37 4.92 4.80 4.5 3.7 3.58 3.16 

천연가스 

(BCM) 
57.4 58.4 58.0 59.8 59.7 62.7 65.3 67.6 61.4 60.1 63.0 62.9 

자료 : State Statistics Committee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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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총에너지 소비는 1990 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오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임 
  

- 1 차 에너지 소비구조는 천연가스 87.7%, 원유 7.6%, 석탄 2.9%, 수력 1.8%임 
 

- 1991 년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석유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석탄소비는 1995 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력소비의 경우, 산업부문이 전체 전력수요의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정·상업부문이 26.1%, 농업이 20.3%임 

 

< 1 차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1 > 

 
자료 : IEA(2013) 

 

 

< 부문별 전력수요 현황 > 

 

 
자료: Uzbekenergo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소비 구조는 천연가스 87.7%, 원유 7.6%, 석탄 2.9%, 수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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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주요 에너지원별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에너지 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국영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1993.1.14 설립된 우즈벡내의 유가스 산업 전분야를 

담당하는 독점 국영기업(정부 지분 100%) 
 

- 우즈벡네프찌가스 산하에 190 개의 관련 기업이 있으며 8 만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 

 

< 우즈벡네프찌가스사 조직도 > 

Uzbekneftegaz 
National Holding Company 
    Uzneftegazdobycha 

생산 및 가스처리 
  Uznefteprodukt 

정유 및 판매   
    Uztransgaz 

가스수송/저장 
  Uzgeoburneftegaz 

탐사/시추평가   
    Uzneftegazstroyinvest 

설비 건설 
  Uzneftegazmash 

장비 생산 
   

 

ㅇ (국영전력공사, Uzbekenergo) 전력생산에서부터 전력망관리, 전력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력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수행함 
 

- 2001 년 기존의 전력부(Ministry of power and electrification)를 재편하여 설립, 총 52 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음 
 

ㅇ (국가지질자원위원회, State Geology Committee) 1991 년에 설립되었으며, 우즈벡내 

탄화수소 및 광물 자원 지질탐사 및 라이센스 발급 등 지질자원 분야를 담당함 
 

- 2010 년 대통령결의(1396 호)에 따라 귀금속·우라늄·비철금속 지질탐사는 NGMK 및 AGMK 로 

이관되었으며 광물자원 매장량을 승인하는 업무도 내각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됨 
 

ㅇ (나보이광업공사, 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1958 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라늄을 독점 관리하는 국영기업(정부 지분 100%)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금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세계 10 대 금 생산기업이기도 함 
 

- NGMK 산하 GMZ-1(나보이 우라늄), GMZ-2(자라프샨 금광), GMZ-3(우츠쿠둑 금광) 

GMZ-4(사마르칸트주 자르미탄 금광)을 운영 
 

ㅇ (알말릭광업공사, Almalyk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 1945 년 설립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일하게 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몰리브덴, 납, 아련, 은(국내 

생산량의 90%), 금(20%)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특정 부처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직으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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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전력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생산/공급채널 

구축을 위해 현재 지나치게 높은 천연가스의존도를 낮추고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영 전력기업인 ‘Uzbekenergo’는 통합전력망과 떨어진 농촌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해결을 고려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안보의 확보 및 산업 발전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효과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석유·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에너지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부문의 법적 기본 틀(legal framework) 마련 및 시장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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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원유 정제능력은 연 11.2 백만톤으로, 페르가나, 부하라, 알티야릭 등 3 개가 있으나, 

노후화 등으로 가동율이 55~60% 선이며, 일일정제량은 약 8.6 만 배럴에 그쳐 국내 

휘발유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정유시설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 
 

ㅇ 우즈베키스탄은 CAC 가스관 및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등 국제 에너지 수송로의 중간 

경유지로서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생산된 에너지 자원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어 수출용 수송망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 CAC 가스관의 수송능력은 연간 1,000 억 ㎥이며, 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가스를 수송하기에는 제한적임 
 

ㅇ 천연가스 수출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가스수송체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전력 
 

ㅇ 2012 년기준으로 국내 전력수요가 8,260MW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로 인해 실제 발전 용량은 7,400MW 에 그치고 있으며, 하절기 540MW, 동절기 

322MW 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력소비 측면에서 효율성 향상을 추진 중이며, 전력 생산 증대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대표적으로 자동전력계량시스템(AEM) 프로젝트는 ADB 의 자금을 지원받아 2013~2015 년 전력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10만 6500 개의 계량장치를 'Uzbekenergo'의 송전센터에, 30만 9000 개의 

계량장치를 일반 기업에, 400 만 개를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1 억 5000 만 달러 프로젝트임 
 

ㅇ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 년 12 월 15 일 자로 대통령령 제 1442 호 “2011~2015 년 

우즈베키스탄 산업 발전 우선순위”를 채택했고, 이에 따라 전력부문에 총 65 억 달러를 

투입해 48 건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 
 

- 부문별로는 화력발전에 12 건, 31 억 2400 만 달러, 수력발전에 10 건 4 억 4400 만 달러, 전력망 

구축사업에 18 억 4900 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 원유/가스 등 수송망 및 전력망 등 다양한 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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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우즈베키스탄 내 신재생에너지 부문 잠재력은 510 억 toe 이며, 그 중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은 98.6%, 수력 1.1%, 풍력 0.2%, 바이오매스 0.1%임 
 

ㅇ 연평균 일조일수가 300 일 이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높음 
 

- 정부는 2016∼2018 년 동안 총 2 억 5,000만 달러를 투입, 50MW 규모의 태양열발전소 건설할 계획 
 

- 우즈베키스탄은 UNDP 의 자금지원으로 풍력태양광 병합형 발전기를 Nukus 지역과 Charvak지역에 

설치한 바 있음 
 

ㅇ 풍력발전이 가장 적합한 지역은 KArakalpakstan 아랄해 주변 지역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Surgil 가스화학 공장에 공급될 수 있음 
 

ㅇ 에너지 다각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6~2018 년 총 2 억 5000 만 달러를 투입해 

1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억10000만 kWh 의 

전력 생산과 연간 천연가스 68 ㎥에 달하는 연료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국가통합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분산전원으로 활용하려고 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계획 비고 

나망간 주 - 태양광 집열기 38.4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67.2 ㎥ 

- 전기 2560 ㎾ h  

- 열 2.208Gcal 

호레즘 주 - 태양광 집열기 16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73.6 ㎥ 

- 전기 2619.2 ㎾ hh  

- 열 2.24Gcal 

페르가나 주 - 태양광 집열기 38.4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67.2 ㎥ 

- 전기 2560 ㎾ h 

- 열 2.208Gcal 

사마르칸트 주 - 1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료: Uzbekenergo 
 

☞ 태양에너지의 잠재력이 가장 높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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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 년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 사용 법안”을 

채택한 이후, 대체에너지가 국가 전력안보 및 미래 전력부문 발전에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 년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 사용 법안”을 

채택한 이후, 대체에너지가 국가 전력안보 및 미래 전력부문 발전에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ㅇ Uzbekenergo 는 법안을 통해 환경보호, 대기 및 수질 오염, 에너지 효율 등의 국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하수처리 

시스템, 토양 오염 등 환경부문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추세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내 전력 수급을 개선하고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제기구 및 해외원조를 통한 자금 확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 
 

ㅇ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인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으로서 입법이 추진 

 

 

 

□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추진 
 

ㅇ 생산공정에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방향은, ①에너지절약을 통한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개선, ②제품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로 

화석연료량 성장 보장, ③천연가스 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제품 수출기조 유지, 

④산업 및 FEC(Fuel and Energy Complex)의 부정적인 환경영향 감소 등 
 

- 중기 에너지 절약 목표는 2015 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27~30% 낮추는 것이며, 아랍 등 산유국 

같이 자국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출을 증진시키고자 함 
 

ㅇ 2007 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On Rational Use of Energy)과 

에너지자원절약위원회 승인안, 에너지회계 및 검사규칙과 같은 법제를 개편하여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에너지의 효율적·환경적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에너지소비량의 과학적 측정 및 이에 따른 요금 부과 등을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추진 



July 2014 

  63 

4. 평가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사업 지속 추진 필요 
 

ㅇ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저감에이라는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및 투자를 지속  
 

-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저감에이라는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및 투자를 지속할 계획 
 

ㅇ 따라서 이번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협력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양국 정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에너지개발 부문 진출 필요 
 

ㅇ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용 천연가스 수송관, 내수용 석유수송관 및 천연가스 정제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ㅇ 따라서, 천연가스 및 석유수송관 설치 등 인프라 건설에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에너지산업 진출시 자원개발과 가스액화시설 또는 정제시설, 석유화학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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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카자흐스탄 경제성장 및 무역부 (www.minplan.gov.kz)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  우즈베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ww.mfa.uz)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www.mineconomy.uz)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무역부 (www.mfer.uz)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eiu.com 

국내 정보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http://www.cci.kz/
http://www.eia.do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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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석유가스자원관리청(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a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석유가스 광물자원부(Ministry of Oil & Gas & Mineral Resources) 

 경제개발부 

국내 정보처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키르기즈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즈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즈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즈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즈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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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RCC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경쟁 심화 
 

 ㅇ ‘13 년 3 월 中 시진핑 국가주석 탄자니아 방문 및 ‘13 년 6 월 26 일~7 월 3 일, 美 오바마 

대통령 탄자니아, 남아공, 세네갈 등 아프리카 순방 
 

   - 중국은 ‘12 년, 2000 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으로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낮은 이율의 

차관 및 무상원조, 인프라 건설 등 아프리카 시장 선점 
 

   - 미국은 향후 5 년간 전력개발 사업인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70 억 달러 투자 

예정으로,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민간 기업의 90 억 달러 투자 전망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9/101129_102_5029920.pdf   

 

 

□ 모든 수입품에 '탄자니아 표준마크' 부착 의무화 
 

 ㅇ 탄자니아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원산지에서 표준인증을 받았더라도 앞으로 

탄자니아 표준청*이 발급하는 '탄자니아 표준마크'를 부착해야함 

 * TBS : Tanzania Bureau of Standards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9/101129_306_5029946.pdf  
 

 

 

▐  에티오피아  

 

□ 2015 년 경제개발계획(GTP) 완료 앞두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도로 건설 중 
 

 ㅇ 경제개발계획(Growth Transformation Plan 2011~2015): 대규모 도로 프로젝트 224 개 포함 
 

   - 총 224 개 프로젝트 중 현재 140 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14 년 1 월 62% 진척)이며 부진한 사업 

20 개 존재: 자금 및 업체의 노동력 부족에 기인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4/101124_203_5055315.pdf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9/101129_102_5029920.pdf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9/101129_306_5029946.pdf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124/101124_203_5055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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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다레살람시, 5 월 버스전용차선제(DART) 프로젝트 입찰 사전공고 예정 
 

ㅇ 입찰대상 : 버스운영사, 요금 징수 서비스, 버스표 발권시스템 등   
 

    - 네덜란드 소재 기업 REBEL GROUP 사, 버스운영사, 요금 징수 서비스 등에 대한 자문을 컨설팅 

(130 만 달러 상당) 
 

ㅇ 사업구간 
 

  - (1) Kimara 터미널 - Kivukoni 지역 간 20.9 ㎞ 도로 건설 

  - (2) Fire - Kariakoo Gerezani 지역을 연결하는 Msimbazi 도로 건설 

  - (3) Magomeni - Morocco 교차로 간 Kawawa 도로 건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

MENU_STEP=3&ARTICLE_ID=5012335 

 

 

□ EDCF 사업 주요입찰 예정 
 

 ㅇ 무힘빌리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사업목적 : 의료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탄자니아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 및 보건의 질 향상 

   - 사업범위 :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앞 의료장비 · 교육훈련 제공 

   - 컨설팅서비스 : 병원운영 컨설팅, 의료장비 구매지원 · 검수 등 

   - 차관한도 : 27.0 백만불 

   - 입찰 예상시기 (변경가능) 

이벤트 컨설턴트 입찰 컨설턴트 계약 본구매 입찰공고 본구매 계약 

예상시기 완료 완료 ‘14 년 3 분기 ‘14 년 3 분기 

 

ㅇ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 사업목적 :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지역 절대빈곤 퇴치 

   - 사업범위 : Unguja(은구자)섬의 Cheju, Channi, Kibokwa, Kilombero 지구, Pemba(펨바) 섬의 

Makwararani, Mlemele 지구 등 총 6 지구, 2,105h 에 대한 관개용수개발 및 평야 개발 

   - 차관한도 : 50.0 백만불 

   - 입찰 예상 시기  

이벤트 컨설턴트 입찰 컨설턴트 계약 본구매 입찰공고 본구매 계약 

예상시기 완료 완료 ‘14 년 4 분기 ‘15 년 1 분기 

☞ 한국수출입은행(EDCF), 「EDCF 국가별지원사업현황」, 2014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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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경전철 건설, 에티오피아 경제개발계획의 최대 화두 
 

ㅇ 아디스아바바 시내 전체 관통하는 31.2 ㎞ 경전철 라인 건설 
 

   - 중국 철도공사(Chinese Railway Engineering Corporation)가 건설 중 

   - 총 비용 4 억 7500 만 달러 소요: 에티오피아 정부가 15% 부담, 나머지 중국 차관 

 - ‘15 년 1 월 개통 예정, 시간당 약 6 만 명 수송 예상, 동서 약 17 ㎞, 남북 약 17 ㎞로 총 39 개 역 

 운영, 지상철 23 ㎞, 교각 7.33 ㎞, 지하철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       

STEP=3&ARTICLE_ID=5017809  

 

 
< 아디스아바바 경전철 노선도 > 

 

□ EDCF 사업 주요입찰 예정 
 

 ㅇ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Phase Ⅰ(Lot 2) 메키-주웨이 구간 
 

   - 사업목적 : 에티오피아 모조와 하와사 지역을 연결하는 1 단계 구간 (Phase Ⅰ, 모조-주웨이 93km) 

4 차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에티오피아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범위 : Design-Build 방식으로 Lot 2(메키-주웨이, 37km) 4 차로 상세설계 및 건설, 메키 및 

주웨이 구간 내 접속도로 연결,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이행 

및 도로 안전 시행 등, 컨설팅 서비스 
 

   - 차관한도 :  1 억불 
 

   - 입찰 예상 시기 (변경가능) 

이벤트 컨설턴트 입찰 컨설턴트 계약 본구매 입찰공고 본구매 계약 

예상시기 ‘14 년 하반기 ‘14 년 하반기 ‘14 년 하반기 ‘14 년 하반기 

   ☞ 한국수출입은행(EDCF), 「EDCF 국가별지원사업현황」, 2014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20%20%20%20%20%20%20STEP=3&ARTICLE_ID=501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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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10.27-11.2, 제 5 회 아프리카 지열 컨퍼런스(ARGeo-C5) 탄자니아 아루샤 개최 예정 
 

 ㅇ 탄자니아 정부는 UNEP, ICEIDA, BGR, UNU-GTP, AUC, IGA-EARB 와 협력하여 ARGeo-C5 를 

아루샤에서 개최할 예정 
 

   - 본 지열 컨퍼런스는 2 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지난 4 회는 에티오피아(2006), 우간다(2008), 

지부티(2010), 케냐(2012)에서 각각 개최되었음 
 

      ☞ http://geo-energy.org/events/Final%20version%20of%20ARgeo-C5%20Flyer.pdf  

 

 

□ 2015 년 1 월 Sustainable Energy for All 지역회의 탄자니아 개최 예정 
 

     ☞ http://www.iisd.ca/energy/se4all/2014f/html/crsvol181num7e.html  

 

 

 

▐  에티오피아  

 

□ Second High Level Meeting of the Africa-EU Energy Partnership  
 

 ㅇ AUC 와 EU 는 “Taking the Next Step: Africa and the EU are tackling energy challenge 

together" 라는 주제로 아프리카와 유럽 정치, 경제 주요 인사 450 명 참석 
 

   - 일시/장소 : 2014. 2. 11-13, 아디스아바바 개최 
 

    ☞ http://www.aeep-conference.org/  

 

 

□ 에티오피아 Infrastructure, Power & Energy Investment Summit  
 

 ㅇ High Level Meeting of the Africa-EU Energy Partnership 의 side event 로 에티오피아 

Infrastructure, Power & Energy Investment Summit 이 개최됨 
 

   - 일시/장소 : 2014 년 5 월 7 일 - 8 일, 아디스아바바 개최 
 

    ☞ http://conventionventures.com/events.php?action=details&event_id=95  

 

 

http://geo-energy.org/events/Final version of ARgeo-C5 Flyer.pdf
http://www.iisd.ca/energy/se4all/2014f/html/crsvol181num7e.html
http://www.aeep-conference.org/
http://conventionventures.com/events.php?action=details&event_i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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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4ALL Africa Hub Workshop  
 

 ㅇ 2014 년 3 월 채택된 Action Agenda process for the ECOWAS region 와 AfDB 의 Africa 

Launch of the SE4ALL Decade 에서 채택된 주제로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협력국 및 경제단체에서 40 여명이 참석 
 

   - 일시/장소 : 2014 년 5 월 29 일 - 30 일, 아디스아바바 개최 
 

☞http://www.afdb.org/news-and-events/article/se4all-africa-hub-convenes-east-central-and-southern-african-countries-to-move-forward-on-se4all-13290/  

 

 

 

4. 시사점 

 

□ 탄자니아, 향후 경제 고성장 전망에 따라 국내 업계의 입찰참여 등 시장 진출 기회 
 

 ㅇ 경제가 천연가스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 년간 高성장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과 시장 진출이 요망됨 
 

   - 탄자니아 버스전용차선제(DART)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5 월 입찰 사전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업계의 관심과 진출 노력이 요구됨 
 

 ㅇ 탄자니아는 2 년 전부터 선적전 검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탄자니아 

표준마크'를 추가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면밀한 대응 필요 
 

 ㅇ 탄자니아 대상 EDCF 사업이 무힘빌리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됨 

 

 

□ 에티오피아, 인프라 건설사업 활발히 추진 중이며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 
 

 ㅇ 에티오피아 경제개발계획(GTP) 프로젝트 관련 중국, 인도 기업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큼 
 

   - 현재 프로젝트 대부분은 중국이 수주한 상황이므로 이보다 좋은 품질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다면 향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음 
 

   - 아직 62%의 프로젝트만이 진행 중이며, 2015 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GTP 계획 완수를 목표로 

하므로 ‘14 년 올해 프로젝트 발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ㅇ 에티오피아는 기존 농업 등 1 차 산업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2 차 산업 발전으로 전환 

중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여건 좋음 
 

http://www.afdb.org/news-and-events/article/se4all-africa-hub-convenes-east-central-and-southern-african-countries-to-move-forward-on-se4all-13290/


July 2014 

  71 

   - 에티오피아 철도 건설 및 열차에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경전철 건설로 경제활성화 및 연관 산업 

발전 기대됨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연합 본부 소재지로서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으며, 향후 

에티오피아뿐 아니라, 지부티 및 타 국가로 철도 건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에티오피아에 대한 EDCF 사업이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메키-주웨이 구간)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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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탄자니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경제활동 규모 확대와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 급증 (연평균 10%) 

ㅇ 낮은 전력보급률(21%)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90%가 바이오매스(땔감 등) 

ㅇ 에너지광물부, TANESCO, 에너지수력규제청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구활동 활발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바이오매스 (땔감 등)이 주요 에너지원, 전력은 수력에 의존 
 

 

   - 전체 에너지소비 중 90%가 바이오매스 
 

   - 전체 전력공급의 90%가 수력발전 

 

 

< 탄자니아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출처 : IEA, (2012)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 탄자니아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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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4.4%, 5.7%, 79.8%를 

차지(‘10 년 기준) 
 

   - 가정용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바이오매스(땔감 등)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 2010 Energy Balance Table > 

 
출처 : IEA, (2012)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  탄자니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80%), 산업(14%), 교통(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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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탄자니아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4 개*의 중앙부처가 관리 

    * ① 환경부, ② 에너지광물부, ③ 천연자원 및 관광부, ④수자원부 
 

 ㅇ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부기관은 부총리실 산하 환경부 및 유관기관*임 

    *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Ministry of Infrastructur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Marketing, Tanzania Meteorological Agency 등 
 

 ㅇ 환경부는 탄자니아 부통령실(Vice President's Office) 산하 기관으로 국가환경관리위원회와  

국가기후변화위원회 등의 산하기관을 운영 
 

   - (국가환경관리위원회) 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준수, 검토 및 

모니터링 및 공공 인식 제고, 정보 수집·배포 등의 환경정책 이행기구 
 

   - (국가기후변화위원회) 부처간 위원회로 기후변화정책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함 

 

< 부통령실 산하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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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광물부(ME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는 탄자니아의 에너지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령,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 
 

    - (탄자니아 전력공사)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 Tanzania Electric Supply Company Limited)는 

에너지 광물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잔지바르 전력공사와 함께 탄자니아의 전력 생산, 송전,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 

 

<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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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자원부(MWI,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는 탄자니아 내 수자원 및 관개시설에 대한 

업무 담당 
 

   - (에너지수력규제청) 에너지수력규제청(EWURA,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수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전기, 석유, 천연가스 및 수자원 분야에 걸친 규제 및 tariff 책정을 담당 

 

 

2) 에너지 정책 

 

□ 정책 및 목표  
 

 ㅇ 탄자니아 정부는 1992 년 첫 번째 국가에너지정책(NEP) 제정에 이어 ‘03 년 수정된 

국가에너지정책을 제정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천연자원 발전 용량의 우선순위 확인 

   - R&D 와 전기 생성을 위한 기술을 적용 

   - 지방의 계통형/독립형 전화를 포함한 에너지 서비스의 가용성 증가를 촉진 

   - 효율적인 지방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규범, 직업규약, 기준, 지침 수립 

   -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회계, 법률, 재정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지원 

   - 에너지 계획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환경적 고려사항을 보장 

   -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 

   - 재생에너지 기술의 R&D 지원 

   - 지방 전화 서비스를 위한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 믹스(1 차 에너지 공급량 : 19,616 Ktoe) > 【석유 소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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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ㅇ 전량 수입(30,040 bb/day), 정제시설 부재 

 ㅇ 해양유전개발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 중 

 

□ 석탄 
 

 ㅇ 매장량 12 억톤 추정, 확정매장량 3 억 4 백만톤, 연간 150 만톤 공급 가능 

 ㅇ 건기에 수력발전을 보완하여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데 사용 

 ㅇ 400MW 화력발전소 건립 중 

 

□ 천연가스 
 

 ㅇ 확인매장량 450 억㎥, Songosongo 지역 매장량 300 억㎥ 

 ㅇ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인 Songas 발전소에서 200MW 전력 생산 

 ㅇ 풍부한 천연가스 보유로 석탄연료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 도모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바이오매스 
 

   - 탄자니아 내 6,000 여 개의 바이오가스 공장이 가동 중  

   - Mtibwa, Kilombero, Kagera, Tanzania Planting Corporation 4 개 설탕공장에서 약 20MW 의 전력 생산  

   -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ㅇ 태양에너지 

 

- 적도 부근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발전에 적합 

 

 - Ensol Tanzania Ltd., Ecotality, Umemejua 등의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기를 공급하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 중 

 

 - 현지 태양광 전지 대규모 생산 미비,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된 태양광 전지 수입하는 실정 

 

 - 탄자니아 정부는 전력망 확충이 어려운 지방에 

정부지원, 국제원조 등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 

< 지역별 태양광 분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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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 
 

   - 해안가 지역 및 고지대의 평균풍속이 4.4 - 6.0m/s 로 측정되고 있음 

   - 현재 신뢰성 높은 풍력자원 분포도 미비, 지속적인 연구개발 要 

   - 2012년 12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영국 Aldwych Int'l, 탄자니아 Six Telecom 3사는 

Singida 지역에 100MW 급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 수립, 총 2 억 8500 만 달러 투자 예정 (8900 만 

달러 공동투자, 1 억 9600 만 달러 국제금융기관 차관) 

 

< 탄자니아 풍력자원 > 
 

Site Study 
10m Wind 

Speed (m/s) 

30m Wind 

Speed (m/s) 

Makambako Original Wind East Africa 7.6 8.7 

Singida Wind East Africa 8.2 9.4 

Karatu (Arusha) DANIDA/Riso/TANESCO 4.9 5.5 

Mkumbara (Tanga) DANIDA/Riso/TANESCO 4.14 4.9 

Gomvu (Kigamboni) DANIDA/Riso/TANESCO 3.56 4.28 

Litembe (Mtwara) DANIDA/Riso/TANESCO 3.21 4.47 

출처 :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GTC) 

 

 

ㅇ 지열 

 

-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건기시즌 

수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에너지광물부와 해외 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지역의 지열 잠재성을 연구 중 

      < 탄자니아 지열 사이트 >  

      Mnjokava (2010) 

 
 

ㅇ 소수력 

 

- REA(Rural Energy Agency)/REF(Rural Energy Fund)를 설립하여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소수력 개발 참여를 장려함 
 

- 소수력 시스템의 대부분이 개인 또는 선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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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소수력 시설의 소유권 현황 > 
 

위치 터빈 종류/제조자 설치용량 
【탄자니아 소수력 사이트】 

TANESCO (2007) 

소유권: TANESCO 

Tosamanganga 

(Iringa) 

Gilkes & 

Gordon/Francis 
1220 

Kikuletwa (Moshi) 
Bocing & Voith 

Reaction 
1160 

Mbalizi 
Gikes & 

Gordon/Francis 
340 

소유권: 선교단 

Kitai (Songea) Gross Flow/Ossberger 45 

Nyagao (Lindi) N/A 15.8 

Isoko (Tukuvu) N/A 15.5 

Uwemba (Njombe) N/A 800 

Bulongwa (Njombe) N/A 180 

Kaengesa (S'wanga) N/A 44 

Rungwe (Tukuyu) N/A 21.2 

Nyagao (Lindi) N/A 38.8 

Peramiho (Songea) N/A 34.6 

Isoko (Tukuvu) N/A 7.3 

Ndanda (Lindi) N/A 14.4 

Ngaresero (Arusha) Gikes 15 

Sakare (Soni) Geiselbrecht 6.3 

Mabarari (Mbeva) Chinese 700 

Ndolage (Bukoba) B. Maler 55 

Ikonda (Njombe) CMTIP 40 

출처 :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GTC) 

 

- 탄자니아의 서쪽, 남서쪽, 북동쪽의 열곡급경사면과 같이 급격한 경사가 있는 지역이 소수력 발전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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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력 발전 잠재지역 > 
 

S/N 사이트 중심지 지역 Head (m) Discharge(㎥/sec) 용량(kW) 

1 Songwe Idunda Rungwe-Mbeya 75 1.5 720 

2 Kiboigizi Karagwe District Kagera 90 3.8 3200 

3 Kenge Bukoba Kagera 10 24 2400 

4 Luamfi Namanyere Rukwa 40 9 1200 

5 Kawa KAsanga and Ngorotwa Sumbawanga 65 0.3 130 

6 Mkuti Kigoma Rural Kigoma 23 3.3 650 

7 Ngongi Ngongi Ruvuma 270.7 1.09 3100 

8 Mngaka Paradiso Mbinga-Ruvuma 15 7.64 900 

9 Mngaka Lipumba Mbinga-Ruvuma 25 4.424 870 

10 Lumeme Mbinga Ruvuma 301.2 1.31 4200 

11 Kiwira Ibililo Rungwe-Mbeya 20 10 1350 

12 Kitewaka Ludewa township Ludewa 50 9.884 4200 

13 Mtigalala falls Kitonga Kilolo-Iringa 70 10 5000 

출처 : REA, (2010) 

 

< 소수력 사업 개발자 현황 > 
 

종류 이름 주소 연락처 

개발 
기관 

UNIDO 

P.O. Box 9182 
Plot 134-140 

Kingsway Matinga st. (Off 
Kinondoni Road), Dar es 

Salaam 

Tel: (255)(0)22 219 9264 
email: Office.tanzania@unido.org 

Internet: 
http://www.unido.org/office/tanzania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Organisation 

(SIDO) 

P.O. Box 2476 
Dar es Salaam 

Tel:(255)(0)22 215 1948 
Email: dg@sido.go.tz 

자문 
회사 

Snowy Mountains 
Engineering Corporation 

(SMEC) 

Plot No. 314B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el: (255)(0)22 260 1596-7 
Email: Africa@smec.com 

International Network on 
Small Hydro Power (INSHP)  

Prof. Dr. Liu Heng  
Email: director @inshp.org 
Internet: www.inshp.org 

정부 
기관 

TANESCO  Internet: http://www.tanesco.com 

EWURA 
P.O.Box 72175, 6F, Harbour 
View Towers, Samora Avnue 

Dar es Salaam 

Tel: (255)(0)22 212 3850/3/4/6 
Internet: www.ewura.go.tz 

에너지광물부 (MEM) P.O. Box 9153, 
Dar es Salaam 

Tel: (255)9))22 245 2035 
Fax: (255)(0)22 245 2037 
Email: 2mm@maji.go.tz 
Internet: 222.mem.go.tz 

REA/REF 

TAC Associates Building, 
3rd Floor 114 Malik Road, 

Upanga 
P.O.Box 7990 
Dar es Salaam 

(255)(0)22 213 4006 
(255)(0)22 213 4334/6/8 

Email: info@rea.go.tz 
Internet: 222.rea.go.tz 

출처 : German Technical Cooperation(GTC) 

 

- 소수력 개발에는 기술다양성, 자본, 운영비용, 효율, 환경영향,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야 함 

- 현재 탄자니아는 관련 정책 부재, 재원 부족, 인적자원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소수력 활용도 낮음 

mailto:tanzania@unido.org
mailto:Africa@sm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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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정책, 전략들을 

제정하였음. 탄자니아의 첫 번째 국가에너지정책(NEP)은 1992 년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에너지 정책은 2003 년에 제정되었음  
 

 ㅇ 탄자니아 정부는 에너지정책 실현 및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함 

    * Rural Energy Act(2005 년), The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EWURA) Act(2001 년), 

Electricity Act(2008 년) 등  
 

 ㅇ NEP 의 주요 목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생산, 조달, 운송, 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제도들이 정비되었음  
 

 ㅇ 재생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NEP 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대체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천연자원 발전 용량의 우선순위 확인 

   - R&D 와 전기 생성을 위한 기술을 적용 

   - 지방의 계통형/독립형 전화를 포함한 에너지 서비스의 가용성 증가를 촉진  

   - 효율적인 지방 에너지 공급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규범, 직업규약, 기준, 지침 수립 

   -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회계, 법률, 재정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지원 

   - 에너지 계획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환경적 고려사항을 보장  

   -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 

   - 재생에너지 기술의 R&D 지원 

   - 지방 전화 서비스를 위한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 

 

 

□ 기후변화 적응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주로 토지이용 및 삼림 분야에 해당함  
 

- NAPA*는 산림황폐화를 줄이는 활동, 바이오디젤과 같은 향상되거나 대체가능한 에너지원, 더욱 

효율적인 숯/목재, 스토브 등을 제안함  

*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2007) : 탄자니아의 주요 환경정책 
 

 ㅇ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생계 및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4 가지 요소에 초점 
 

- ①충분한 음식, ②건강, ③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④가정 및 산업 에너지 

- NAPA 는 적응을 위한 14 가지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결과, 최우선순위 적응수단은 농업, 물, 

에너지, 삼림 및 건강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프로젝트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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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탄자니아는 태양광이 풍부함에 따라 관련 사업 개발 필요 
 

 ㅇ 탄자니아 정부는 태양광발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태양광발전 관련 EDCF 사업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탄자니아의 주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숯/목탄)의 효율적 관리 필요 
 

 ㅇ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스토브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사업이 

유망함. 이러한 문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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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탄자니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 광물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전력공사 (TANESCO) 

에너지수력 규제청 (EWURA)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탄자니아 전경련(CTI: Confederation of Tanzania Industries)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탄자미아 사무소 

탄자니아 산업 연구 및 개발 기관 (TIRDO:Tanzania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다레살람기술연구소(DIT: Dar es Salaam Institute of Technology) 

현지 정보처 

SD Africa(현지 지원기관)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KOTRA 탄자니아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정보처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global window<http://www.globalwindow.org> 

KOICA 본사 

 

 

▐  에티오피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수자원, 관개, 에너지부(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nergy) 

에티오피아 에너지청(Ethiopian Energy Agency) 

현지 정보처 KOTRA 에티오피아사무소 사무소 

국내 정보처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global window<http://www.globalwindow.org> 

KOICA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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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네모파트너즈 NEC 

 

 

1. 주요 동향 

 

▐  페루  

 

□ 에너지광업부, 쿠스코 지역에 신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쿠스코 지역에 총 사업비 11 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 우루밤바 市시에 위치한 102MW 규모의 Machupicchu II 수력발전소, 98MW 규모의 Santa Teresa 

수력발전소, 130MW 규모의 Pucara 수력발전소 건설이 포함  
* 투자액은 약 10 억 달러로 2015 년 2 월, 2017 년 12 월 운영 목표 

 

- 또한, 200MW 규모의 Quilabamba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입찰 중이며, 투자액은 약 1 억 

달러로 2017 년 6 월 준공 목표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161 

 

 

□ 美 상업부, 페루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절단 파견 결정  
 

ㅇ 미국 상업부는 자국의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해 올해 11 월 

12~13 일 간 10~25 업체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페루에 파견하기로 결정 
 

- 미국 정부는 에탄올 관련 분야 및 폐기물 에너지 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 
 

☞ http://gestion.pe/economia/mision-comercial-eeuu-analizara-oportunidades-sector-energia-peru-2099590 

 

 

□ Victor Isla, 신임 에너지광업부 장관으로 내정 
 

ㅇ 7 월 22 일 페루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Rene Cornejo 의 사임에 따라 개각을 단행함 
 

- 현 Eleodoro Mayorga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임명된 지 5 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Victor Isla 가 내정됨 
 

☞ http://gestion.pe/politica/victor-isla-nuevo-ministro-energia-y-minas-2103691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161
http://gestion.pe/economia/mision-comercial-eeuu-analizara-oportunidades-sector-energia-peru-2099590
http://gestion.pe/politica/victor-isla-nuevo-ministro-energia-y-minas-2103691


July 2014 

  85 

□ UN, 페루에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 추진 권고  
 

ㅇ UN 기후변화 책임자 Robert Orr 는 페루 Ollant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COP20 총회 

개최국인 페루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권고 
 

- 페루는 전통적으로 전력 가격이 낮아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업과 수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이 시급함 
 

☞ http://gestion.pe/economia/asesor-onu-cambio-climatico-pide-mayor-eficiencia-energetica-peru-2095681 

 

 

 

▐  아르헨티나  

 

□ 中, 아르헨티나 수력 발전소 건설에 47 억 달러 대출 
 

ㅇ 7 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파타고니아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47 억 

달러를 대출해 줄 것을 약속 
 

- 파타고니아 수력발전소의 공사기간은 약 5 년 반 정도, 아르헨티나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0% 

충당할 전망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01247211&code=970204 

 

 

□ 러-아르헨티나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ㅇ 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협정에 서명 
 

- 러시아 국영 원자력개발업체인 로소탐의 아르헨티나 원자력발전소 건립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현재 아르헨티나는 374MW 규모 ATUCHA 1 호와 648MW 규모 EMBALSE 및 700MW 규모 

ATUCHA 2 호 등 3 개의 원전 보유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3/0200000000AKR20140713066100094.HTML?from=search 

 

 

□ 에너지청장 교체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3 년부터 에너지청장 직을 맡은 Daniel Cameron 을 경질하고 신임 

청장으로 Mariana Matranga 를 내정  
 

- 신임 에너지청장 Mariana Matranga 는 경제부 장관 Axel Kicillof 측 인물로 정부 각 부처의 

세대교체가 가속화 됨 
 

http://gestion.pe/economia/asesor-onu-cambio-climatico-pide-mayor-eficiencia-energetica-peru-209568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01247211&code=9702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3/0200000000AKR2014071306610009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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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으로 전력거래소(CAMMESA), 에너지국영기업(ENARSA), YPF 재무부서 등을 장악한 

경제부 장관 Axel Kicillof 의 에너지 분야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 
 

☞ http://www.lanacion.com.ar/1706213-desplazaron-al-secretario-de-energia-daniel-cameron  

 

 

 

▐  칠레  

 

□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 
 

ㅇ 신재생에너지위원회(CER)에 따르면 올 5 월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474MW 로 확대 
 

- 칠레는 ’25 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현재 목표 수치의 11% 달성 

- 칠레 정부, 43 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가 허가. 총 2,261MW 규모 발전 가능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4021 

 

 

□ 정부, 9 조원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 
 

ㅇ 정부는 스페인 ENDESA 社의 2,750MW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 허가 취소  
 

- 바첼레트 대통령은 환경파괴 문제를 감안하여 태양열, 조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사용을 장려하는 신규 에너지 정책 수립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1/2014061101920.html 

 

 

 

 

2. 사업 정보  

 

▐  페루  

 

□ 에너지광업부,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자문 서비스 입찰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법령 27.435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법”에 근거하여 현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의 종합적 검토 및 분석 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 
 

☞ http://www.minem.gob.pe/_detalle.php?idSector=12&idTitular=6176&idMenu=sub5407&idCateg=1043 

 

 

http://www.lanacion.com.ar/1706213-desplazaron-al-secretario-de-energia-daniel-cameron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402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1/20140611019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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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우루밤바 市와 매립장 건설 협력방안 논의 
 

ㅇ 쿠스코 주는 세계은행(WB)의 재원으로 쿠스코, 우루밤바, 칼카 3 개 市에 2015 년까지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 
 

- 7 월 2 일, 우루밤바 시 Freddy 시장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 매립 기술 보유 기업의 페루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28 

 

 

 

▐  칠레  

 

□ IDB, 칠레 태양광 프로젝트 지원 계획 승인 
 

ㅇ 지난 6 월 4 일 미주개발은행(IDB)는 칠레 ANFOGASTA 지역 CRUCERO 태양광 발전 단지 

건립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 
 

- 총 사업비 : 2 억 6 천 5 백만 불 

- IDB 지원규모 : 일반재원 5 천만 불, Clean Technology Fund(CTF) 기금 1 천 6 백만 불  

- Capacity : 72.8 MW 

- 부지규모 : 212 헥타르 
* 생산 전력은 주변지역 광산업체 및 산업체에 공급될 예정 
☞http://www.iadb.org/es/noticias/comunicados-de-prensa/2014-06-04/planta-de-energia-solar-fotovoltaica-en-chile,10836.html 

 

 

□ 전력거래소(CDEC-SIC), 송전선 사업 입찰 공고 
 

ㅇ 본 사업은 송전시스템 확장(550kV 2 회선, 220kV 2 회선) 및 Nueva Charrua 변전소 건설 

사업으로 구성 
 

- 총 사업비: 약 1 억 6 천만 불 

- 입찰 방식: 국제 공공입찰 

- 참가 자격: 칠레 전력법 (Ley electrica)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국내 및 해외 법인 
*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2015 년 3 월 10 일까지 기술 입찰 안내서 및 기술 명세서를 구입할 수 있음 

 

․주소: Teatinos 280, 6 층, Santiago, Chile 
․전화번호: +56 2 24246300 
․E-mail: licitacion@cdec-sic.cl 

 

☞ http://www.cdec-sic.cl/informacion-adicional/licitaciones/items/licitacion-obras-nuevas-decreto-exento-no201201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28
http://www.iadb.org/es/noticias/comunicados-de-prensa/2014-06-04/planta-de-energia-solar-fotovoltaica-en-chile,10836.html
mailto:licitacion@cdec-sic.cl
http://www.cdec-sic.cl/informacion-adicional/licitaciones/items/licitacion-obras-nuevas-decreto-exento-no2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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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안데스 공동체) 페루,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안데스 국가 통합 

전력시스템 구축 논의 
 

ㅇ 페루,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는 에너지부 장관급 회의에서 각 국가의 현 

전력시장 제도 조화를 이뤄 2024 년까지 통합 전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1 단계로 2014~2015 년 사이 페루-에콰도르 간 전력 시스템 통합을 이루고, 타 국가로 확장 계획 
☞http://gestion.pe/economia/peru-ecuador-chile-colombia-y-bolivia-acuerdan-interconexion-electrica-andina-2096009 

 

 

 

▐  페루  

 

□ 전기국, 전국 수력발전 잠재량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ㅇ 에너지광업부 전기국은 Corporacion Andino de Fomento(안데스지역 발전 공사)의 

재원으로 미국 USGS 와 전국 수력 발전 잠재량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 http://www.minem.gob.pe/descripcion.php?idSector=6idTitular=3164&idTitular=6111 

 

 

□ Energy Efficiency Expo Perú 2014 & LED Expo Perú 2014 
 

ㅇ 한국, 중국, 독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약 50 개 社 참가 예정 
  

- 일자: 2014 년 8 월 15~17 일 

- 장소: “El Vivero” Jockey 컨벤션 센터 
 

☞ http://energyefficiencyexpoperu.com/inicio.php 

 

 

 

▐  칠레  

 

□ 신재생에너지센터, 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ㅇ 에너지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CER),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공모전 개최 
 

-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업체에게 프로젝트 1 건당 초기단계, 진행단계 연구사업비로 각각 최대 

8 만 7000 달러 지원 계획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4083 

http://gestion.pe/economia/peru-ecuador-chile-colombia-y-bolivia-acuerdan-interconexion-electrica-andina-2096009
http://www.minem.gob.pe/descripcion.php?idSector=6idTitular=3164&idTitular=6111
http://energyefficiencyexpoperu.com/inicio.php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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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페루, 발전 부문 지속적인 성장 중 
 

ㅇ 에너지광업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급량 확장 추진 
 

- 에너지광업부는 발전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해 화력발전 부문의 기술을 향상하고, 원유 부산물, 

디젤과 같은 고가의 연료 대신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 이용 발전설비의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형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  
 

- 국내 사업자의 현지 진출 전략으로 공. 민영 합작 프로젝트 수주 또는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 
 

- 지사보다는 현지 법인 설립이 선호되며, 유럽, 미국, 타 남미 국가 등 초기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대부분 합작법인 형태 또는 현지 법인 형태로 사업 운영  
 

- 이에 따라, 국내 EPC 및 IPP 사업자에도 좋은 투자 및 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칠레, 전력망 정비 관련 대형 프로젝트 증가 
 

ㅇ 칠레 정부는 현 반 독과점 형태의 전력시장 개선을 위해 계통 정비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해외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 중 
 

- GDF SUEZ 등 유럽 유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송전, 배전 

기업의 칠레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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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페루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페루 에너지 공급 체계는 화력 발전과 수력발전 중심으로 구성 

ㅇ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5% 

ㅇ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로 에너지 전력난 야기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페루의 에너지 주요 공급원은 화석연료 및 수력 
 

   -  페루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소 및 수력 발전소 중심으로 

총 설비용량은 9,339MW(’13년 기준) 

*(카미세아 가스개발 프로젝트) 페루 역사상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17억달러규모), ’04년～’33년 까지 약 51억 

달러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예상, 아르헨・미국・페루・알제리・한국 컨소시엄 참여 
 

   - 한편, 페루의 수도 리마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으나, 주로 취사용으로 

LPG 가스를 사용 중 

 

 

 
 

< 페루 발전원 별 설비용량(에너지광업부, 2013) > 

 

 

☞ 페루의 주요 에너지공급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및 수력발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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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최근 7년간 페루의 전기 사용량 최종 전력 소비량의 약 18%를 차지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내 경제상황(연간 GDP 7% 상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기 

수요는 평균 7% 이상 상승 

 

< 2004~2011년 페루 전력 수요량 추이 > 

 

           
 

 ㅇ 페루의 전력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은 운송업(38.7%)이며 그 다음

으로 상업용, 가정용 및 공공부문(30.9%), 산업 및 광업 부문(25.5%) 순으로 파악 
 

- 동시에 이는 페루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이기도 함 

 

 

< 산업 분야별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원별 소비량(2010 년) > 

 

☞ 페루의 주요 에너지소비는 수송(38.7%), 상업및가정공공(30.9%), 산업(25.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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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에너지광업부 및 에너지광물투자관리감독청, 전국계통운영위원회 

 
 

< 페루 에너지 유관기관 > 

 

□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는 에너지 관련 최고기관으로 에너지 분야와 

광업 분야로 구분되며 1명의 장관과 에너지부 차관 및 광업부 차관을 두고 있음, 페루의 

전력 관련 정책과 개발 사업을 관리함 

 

 ㅇ 에너지효율국(Direccion General de Eficiencia Energetica)은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정

책 제안 및 검토 담당부처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래 

업무를 분장함 
 

- 국가 발전 정책과 일관된 에너지 분야 정책 제안 

- 에너지 자원의 생산, 운송, 변환, 유통, 상업화 및 가정, 생산업, 서비스업, 공공분야, 운송업 소비 에

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규제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제안 

- 법적 기술 표준 제안 및 확립 

- 신재생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및 잠재력 파악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진단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문화 촉진 

-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제안 및 기획 

-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지원 

-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되는 과학 기술 연구 프로그램 발전 촉진 

-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 활동 결과 측정 

- 에너지 분야 통계 정보 수집 조정, 감독 및 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전략 계획 및 세부 보완, 지원 계획 수립 

- 에너지 효율화 촉진법 및 관련 규제를 통한 에너지 광업부 할당 업무 지휘, 촉진 및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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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광물 투자관리 감독청(Organismo Superviosr de la Inversión en Energía y Minería, 

OSIGNERMIN)는 에너지 관련 법률, 기술 규정, 요금 체계 감독 및 신재생에너지 경매 총괄 

 

□ 전국 계통 운영 위원회(Comité de Operación Económica del 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 

COES-SEIN)는 전국 송전망 감독기관으로 발전업체, 송전업체, 배전업체, 고객 등을 연계하

고 전력 시장 및 계통 운영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페루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의 다각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낙후

지역 전기보급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법령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 온실가스감축 관련 주요 법령> 

 

법령 27,345 “에너지효율 사용 촉진법” 

법령 28,749 “농촌 전력화법” 

법령 26,211 “탄화수소법” 

에너지광업부 장관령 040-99-EM “천연가스 산업 발전 촉진 법령“ 

에너지광업부 장관령 012-2011-EM “ 

에너지광업부 장관령 019-2010-EM “전력산업 활동을 위한 환경보호 법령” 

법령 27,446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법” 

최고법령 095-2002 “환경위원회 신설 법“ 

최고법령 086-2003 “기후변화 대응 국가 전략” 

환경부 장관령 006-2009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 신설 법” 

대통령령 64-2010 “페루 장기 에너지 정책” 

 

ㅇ 에너지광업부는 현재 경제 성장세가 2021 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2040 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대통령령 64-2010)을 수립 

 

< 2010～2040 페루 장기 에너지 정책 > 

 

목적 :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적인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목표 

- 민간투자 장려, 보호하고 국내 legal framework 내에서 지속적인 발전 추구 

- 사회와 환경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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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력시장을 포함한 정책 참여 유도 

- 전력 효율성 증대 

- 에너지 믹스 다양화 

- 탄소배출량 감축 

-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용 장려 

- 수력발전소 건설 우선 추진 

 

- 본 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수력 40%, 가스 40%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20%로 발전 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30년간 18,477MW의 추가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며, 투자액은 약 

245억 불 수준으로 예상됨 

 

< 페루 장기 에너지 공급 계획 > 

 

발전원 
투자액 (백만 달러) 신규 공급용량 (MW)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11-2020 2021-2030 2031-2040 

수력 6,645 2,808 734 3,684 2,475 524 

화력 535 1,669 3,380 700 2,270 5,000 

풍력 1,404 1,380 375 592 300 450 

태양광 652 300 120 140 140 80 

지열 330 1,762 998 - 1,010 490 

바이오매스 650 552 234 282 240 100 

합계 10,216 8,471 5,841 5,398 6,435 6,644 

출처: CENERGIA 

 

 

ㅇ 또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2040년까지 전력 수요의 총 15%를 감축한다는 

장기 목표 설정 
 

- 2040년 기준, 연간 18백만 ton/CO2, 84억 불 감축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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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페루의 석유산업은 1993년 “탄화수소법” (법령 제 26211호) 발효와 국영 석유회사

Petroperu 소유의 광구를 민영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 

 

<탄화수소법 주요 내용> 

  

- 모든 계약은 Perupetro 가 관장  

- 계약권 서명은 에너지광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서명 후 대법원 승인  

- 계약자는 생산물 자유처분 권리 보유  

- 계약 기간은 석유 30년, 가스 40년, 탐사는 7년  

- 세금 안정성 보장(법인 소득세 30%)  

- 국제 중재권 보유  

- 경쟁시장 제도 도입  

- 연료가격의 자율화  

- 종전 법규정의 간소화 및 통일화 

 

ㅇ 2012년 12월 31일 기준 페루의 석유 매장량은 632,906Mbbl로 전년 대비 53.7Mbbl 

(9.28%) 증가한 수치임  
 

- 페루 석유산업 개시 이래, 2011년 한 해 가장 많은 시추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전년 대비 

매장량이 상향됨 

 

< 2012년 페루 석유 매장량 > 

구분 석유(Mbbl) 

2011. 12. 31 일 기준 579,164 

2012 년 생산량 - 24,396 

조정 78,138 

2012. 12. 31 일 기준 632,906 

 

ㅇ 한국기업 또한 광업 중 특히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 및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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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페루의 석탄 매장량은 약 8.7백만 톤, 이 중 약 95%는 무연탄 나머지 5%는 유연탄임 
 

- 매장된 석탄량은 대부분 라 리베르타드, 앙카쉬, 리마 주에 위치 
 

ㅇ 페루는 석탄 순수입국가로 2011년 기준 총 석탄 수요양의 81%가 수입산이며, 국내 생산

량은 19%에 불과 

 

 

□ 원자력 
 

 ㅇ 페루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률 또한 부재  
 

   - 1975년 발표된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기본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페루 원자력 연구

소(IPEN) 개소를 목표로 설정 
 

   - 2006년 6월 페루-러시아 정부 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한 협력 협정 체결 

 

 

□ 전력 
 

ㅇ 전력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에너지광업부(MINEM)가 관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규제, 

감독 기관인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RGMIN)은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주관, 감독하는 역할 담당 
 

ㅇ 에너지광업부는 2017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여 전력 수요 증가 계획 수립 
 

- 중기적으로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 이용한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수력발전소를 통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 

 

< 2012~2017 전력 수급 계획 (단위 : MW)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대수요 5,291 5,698 6,267 6,875 7,526 7,993 

유효 수력 3,136 3,264 3,529 3,884 4,933 5,177 

유효 화력 3,850 5,071 5,343 5,326 5,386 5,615 

수력 생산 비중 54% 52% 52% 52% 60% 59% 

총 유효 전력 6,986 8,335 8,872 9,210 10,319 10,792 

예비 전력 1,307 2,238 2,166 1,854 2,266 2,240 

예비 전력 비중 25% 39% 35% 27% 30% 28% 

출처 : 페루 에너지광업부 

 



July 2014 

  97 

ㅇ 현행 전력거래시장은 규제시장(Regulated Market), 자유시장(Free Market), SPOT시장(SPOT 

Market), 경매시장(Auction Market)으로 구성 
 

- 규제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RGMIN)에서 정한 공급 조건과 가격으

로 거래되는 시장 
 

- 자유시장: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조건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 
 

- SPOT시장: 15분 간격으로 개설하는 전국전력시스템(Sistema Electrico Interconectado Nacional) 

Margin Cost 가격으로 전력이 거래되는 시장 
 

- 경매시장: 공개입찰을 통해 전력 판매가와 구매가가 결정되는 시장 

 

ㅇ 1970~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페루의 전력 산업은 공기업인 ELECTROPERU가 담당  
 

- 1980년 후반부터 늘어난 전력회사의 부채로 1992년 전력 양여법을 발표하고 발전, 송전, 배전 시

장으로 분리하여 전력 인프라를 정비하고 일부 민영화 

 

< 페루 전력 인프라 구조 > 

 
 

ㅇ 민영화 추진 결과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자본 유입 증가 
 

- 북미 (Duke, PSEG, Sempra, NRG Energym Hydro Quebec), 유럽(Tractebel, Endesa, Red Electrica de 

Espana, Skanska) 및 남미(아르헨티나의 IATE 및 콜롬비아의 ISA)로  구성된 외국 민간업체들이 전

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ㅇ 페루의 전기요금은 남미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2013년 기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

는 각각 0.14USD/kWh, 0.075USD/kWh 
 

     * 대규모 산업체의 경우 자유시장에서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낮은 요금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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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ㅇ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 2008년 5월 친환경 에너지원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또한 보호하려는 목

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 투자 촉진 법령(입법 법령 1002)을 발표 
 

   - 아울러, 2011년 3월 신재생 에너지 발전법(최고 법령 012-2011-EM)이 2008년 법령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발효 
 

   - 하지만 이 법령들은 세금혜택과 같은 조세적 인센티브를 주진 않으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공개 

입찰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개입찰은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2년에 한 번) 공고되며, 페루의 에너지 정책 및 국가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을 고려하여 각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참여 비율을 정함 
 

- 2014년 현재 설정된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참여 비율은 5% 

  

 ㅇ 페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 비중을 5%로 설정하고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RGMIN)

을 통해 공개입찰을 공고 
 

- 202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40%, 2040년까지 50% 목표 

  

 ㅇ 태양광 
 

- 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국가 에너지 전략 제1목표로 선정, 연평균 5kWh/㎡전력 생산 가능 
 

- 페루의 일조량은 태양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매를 통한 계통 연계용 및 산악지

대 주민을 위한 독립형 시스템으로 보급 확산 중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현황 (2012.8 월 기준)> < 페루 일조량 지도 > 

프로젝트명 
발전용량 

(MW) 
운영개시 

CS REPARTICION 

SOLAR 20T 
20 2012 (연기) 

CS MAJES SOLAR 20T 20 2012 (연기) 

CS TACNA SOLAR 

20TS 
20 2012 (연기) 

CS PANAMERICANA 

SOLAR 20 TS 
20 2012 

CT MAPLE ETANOL 37.5 2012 

합계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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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 

 

-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현재까지는 미비하나,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2013년 3/4분기에 상업

적 운영 실시하여, 동 발전소는 한해 451GWh를 생산할 예정이며, 295,450톤의 온실가스 절약 가능 
 

- 풍력에너지 자원은 제4의 대체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농촌 전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안 지

역과 중간분지 지역에 위치 
 

- 남북 2,400km (해안선 3,000km)가 태평양에 접하고, 주변에 사막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어 서부해

안지대에 해풍에 의한 풍력자원이 풍부함 
 

- 또한, 평균 고도 4,000m의 국토를 종단하는 안데스산맥은 고원 평야로 되어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이 좋고 전력 수요자와 가까운 관계로 풍력발전의 효용성이 높음 
 

- 최근 페루 시장에서는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풍력 에너지 보급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0년 처음으로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공개입찰을 시행 

 

 

< 페루 풍속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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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열 
 

- 1977년부터 지열 발전 잠재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여섯 지역에서 지열 발전 가능 
 

- ‘09년 에너지광업부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와 공동으로 “페루 지열발전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루 전국에 3,000MW 규모의 지열 발전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현재 타크나 지역에서 200MW 규모에 지열 발전 프로젝트가 계획 중 

 

<페루 지열 발전 가능 지역> 

 
 

 

□ 기후변화 적응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페루는 1992년부터 기후 변화 협약(Convención Marco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Cambio Clima ́tico -CMNUCC)을 시작으로 2002년 교토 의정서(Protocolo de Kyoto)에 이르

기까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시키고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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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08년 5월에 창설된 환경부(El Ministerio del Ambiente -MINAM)의 목적은 기후변화협약과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구심점이 되는 것과 국가기후변화전략(Estrategia Nacional de 

Cambio  Climatico :ENCC) 수행 
 

 ㅇ 2003년 승인 및 2011년 실행 단계에 있는 국가기후변화전략은 페루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기후 변화 관련 활동과 정책의 토대 
 

- ENCC는 1) 취약성과 적응력을 통합한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의 다양한 영향들을 감소시키는 것과 

2) 다양한 생산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통해 온실가스와 지역 대기 오염 물질의 배

출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완화책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으로는 쓰레기 

매립지나 하수처리장 등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포집, 화석연료 대신 청정에너지 사용 권장, 

숲 보호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추진 
 

- 적응책은 실제로 발생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강이나 바다에 댐을 건설, 곡

식 등의 파종시기를 전환, 숲을 재조림하는 등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조직적인 움직임 필요 

 

 

 

4. 평가 및 전망 

 

□ 전력 공급량 확대 필요  

 

 ㅇ 전력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좌초 위기 
 

- 페루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계획 부족으로 국가경제의 성장 확보 저해요인으로 분석 
 

- 전력 부문의 수급 충당을 위해 신규 발전, 배전 및 송전에 매년 최소 10억 불 이상 투자가 필요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 분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오지 지역 전력 보급화 사업 확대 전망 
 

ㅇ 페루 정부는 농촌 전력화 법 (법령 28,749)을 제정하여 기존 전력망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

대 등 오지지역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전망 
 

ㅇ 에너지광업부 농촌전력화국(Direccion General de Electrificacion Rural)은 2040년까지 농촌지

역 전기 보급률 93.1% 달성을 목표로 설정 
 

- 본 사업을 위해 2012~2021년 사이 총 21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5억 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급에 활용될 전망 



July 2014 

  102 

5. 기타 사항 

 

□ 무디스, 페루 국가 신용등급 두 단계 상향 조정 

 

 ㅇ 무디스는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A3”로 두 단계 상향 조정 
 

- 이번 결정은 페루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정성, 교육, 의료보험, 세제 및 노동 분야에서의 개선된 변

화가 긍정적으로 작용 
 

- 한편, 무디스는 향후 페루 정부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18%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http://www.larepublica.pe/26-07-2014/sistema-financiero-peruano-muestra-una-perspectiva-solida-senala-mo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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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CENERGIA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  아르헨티나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전력거래소 (Cammesa) 

 에너지청 (Secretaria de Energia) 

현지 정보처 Clarin 일간지 

 La Nac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  칠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칠레 에너지효율청 (Agencia Chilena de Eficiencia Energetica) 

 에너지부 (Ministerio de Energia) 

 전력거래소 (CDEC-SIG) 

현지 정보처 La Tercera 일간지 

 El Mercurio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주 칠레 한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