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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 기업, 캄보디아에 쌀겨 활용 전력 공급 
 

ㅇ 말레이시아 기업 PMTI Energy, 캄보디아 전력청(Electricite du Cambodge)과 10 년간 

48,000 MWh 의 쌀겨 활용 전력 공급 계약 체결 
 

- 이 중 70%의 전력은 PMTI Energy 가 보유한 정미(精 精 ) 공장을 비롯 Battambang 지역 정미소에 공급 예정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rice-husks-pump-energy-grid 

 

 

▐  라오스  
 

□ 미쓰비시, 라오스에 전기자동차 기부 
 

ㅇ 미쓰비시 모터스는 라오스의 KLM 社를 통해 자사의 모델인 i-MiEV 2 대를 기부  
 

- 미쓰비시는 현재까지 3 대의 i-MiEV 을 들여왔으며, 추가로 반입된 2 대의 차량은 정부의 전기차량 

확산 이니셔티브에 활용될 계획 
 

☞ 

 

http://www.ecoseed.org/low-carbon/green-transportation/17757-mitsubishi-donates-2-e-v-s-to-laos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세계 최대 LNG 공급국가 될 수도 
 

ㅇ 컨설팅 그룹인 우드 맥킨지社는 말레이시아가 2022 년 중으로 현재 세계 최대 LNG 

공급국가인 카타르를 제치고 최대 LNG 공급국가가 될 가능성을 제시 
 

-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공사)는 Sebah, Sarawak 지방의 추가적 개발과 더불어 호주의 Gladstone LNG 와 같이, 

캐나다 내 LNG 지분 협약을 통해 말레이시아 LNG 공급량이 27mtpa(연간 백만 톤)에서 2022 년 42mtpa 가 될 전망 

 

☞ http://www.nst.com.my/node/31656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rice-husks-pump-energy-grid�
http://www.ecoseed.org/low-carbon/green-transportation/17757-mitsubishi-donates-2-e-v-s-to-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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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ADB, 미얀마 1 인당 소득 2030 년까지 500% 증가 잠재력 보유 
 

ㅇ ADB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가 인적자원 및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현재의 900 달러 수준의 1 인당 소득을 ’30 년까지 5,000 달러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ADB 의 연구 결과 미얀마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0 년까지 최대 800 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http://www.elevenmyanma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524:myanmar-can-raise-per- 

capita-income-500-by-2030-adb-says&catid=33:business&Itemid=356 

 

 

 

▐  베트남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3,362 개社로 1 년 새 500 개 증가 
 

ㅇ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최근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 등 전국 63 개 성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현지 진출 한국업체들의 수를 조사한 결과 작년 동기보다 500 곳 이상 증가한 

3,362 개社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 최근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대폭 확대로 인해 동반 진출한 한국의 협력업체도 급증하고 있어 

올해 안에 무난히 4,000 개 社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01/0604000000AKR20140901079700084.HTML 

 

 

 

▐  인도네시아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당선인,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문 개편 추진 
 

ㅇ 2014 년 10 월 집권 예정인 조코 위도도 당선인은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문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 및 국가 수익을 위한 개편 추진 
 

- 개편 추진 사항 

 국영 석유 및 가스청인 Pertamina 의 에너지 수출입 부처인 Petral 의 연료 밀반입 및 부패 감사 

 Pertamina 의 주요 개편 추진 

* 비상장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 역량 및 인적자원 개선, 정치적 개입 방지 

* 만료되는 에너지 계약 관리(Exxon Mobil, Total SA, PetroChina Co, Chevron Corp. 등) 

 발전소 자체공급을 위한 석탄 수출 제한 
 

☞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news/todays-headlines/joko-jokowi-widodo-to-reform-indonesian-energy-sector/item2440 

http://www.elevenmyanma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524:myanmar-can-raise-per-capita-income-500-by-2030-adb-says&catid=33:business&Itemid=356�
http://www.elevenmyanmar.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7524:myanmar-can-raise-per-capita-income-500-by-2030-adb-says&catid=33:business&Itemid=35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01/0604000000AKR20140901079700084.HTML�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news/todays-headlines/joko-jokowi-widodo-to-reform-indonesian-energy-sector/item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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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경제부장관, 에너지, 광물 부문 감독 겸임 
 

ㅇ 최근 부당이득으로 인해 해임된 에너지 및 광물 장관인 Jero Wacik 의 공석을 경제부 

장관인 Chairul Tanjung 이 관리•감독하도록 임명 
 

- Chairul 에너지 및 광물 장관대리는 대통령령에 의해 9 월 9 일부터 임명되었으며 유도요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0 월 20 일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 
 

☞ http://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0562 

 

 

 

▐  필리핀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ㅇ 필리핀의 투자위원회는 Najuan 지방에 1 억 8,500 달러 규모의 40MW 급 지열발전소 

사업을 수행하는 Emerging Power Inc(EPI)에 세금 인센티브 부여 
 

- 세금 혜택의 세부 내용은 7 년간 소득세 면제, 재생에너지 설비 수입세 면제, 지방 전력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에 현금 지원, 내자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포함 
 

☞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4/09/22/1371608/boi-grants-perks-new-renewable-energy-firm 

 

 

 

 

 

 

 

 

 

 

 

 

 

 

 

 

 

 

 

 

 

http://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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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美 기업들, 캄보디아 발전사업 추진 예정 
 

ㅇ 다수의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면담을 가져 총 9 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 논의 
 

- 캄보디아 상무장관 Sun Chanthol 과의 면담에서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Willowbrook 과 Sun 

Edison 은 투자비 4 억 달러 규모의 200MW 급 태양광 발전소 계획 발표하였으며, 미국 발전사인 

Beowulf Energy 와 Colorado Energy Management 는 5 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정유소 건설 

타당성 검토 수행 계획 발표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us-firms-eye-900m-projects 

 

 

▐  라오스   
 

□ ADB, 라오스의 수력발전 사업 자금 지원 
 

ㅇ ADB 는 라오스의 290MW 규모 수력발전소인 Nam Ngiep 1 의 건설을 위해 2 억 1,700 만 

달러 자금 지원 승인 
 

- 동 발전소는 2019 년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태국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태국은 

매년 500,000 톤의 CO2
 

를 감축할 전망 

☞ http://www.energylivenews.com/2014/08/24/hydropower-project-in-laos-secures-217m-loan/ 
 

 

 

 
 

▐  말레이시아  
 

□ 도시바, Jimah 발전 프로젝트 EPC 계약 수주 
 

ㅇ 도시바와 IHI,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제적 기업의 컨소시엄이 말레이시아 Jimah 지역에 2 천 MW 

규모의 초초임계압(Ultra-super-critical)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EPC 계약 수주 
 

- 동 EPC 계약을 통해 도시바는 1,000MW 규모의 고효율 초초임계압 스팀 터빈을 공급 및 설치하여 

2018 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 
 

☞ http://www.aninews.in/newsdetail3/story182686/toshiba-wins-major-order-in-malaysia-for-2-000mw 

-ultra-super-critical-steam-turbine.html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us-firms-eye-900m-projects�
http://www.energylivenews.com/2014/08/24/hydropower-project-in-laos-secures-217m-loan/�
http://www.aninews.in/newsdetail3/story182686/toshiba-wins-major-order-in-malaysia-for-2-000mw-ultra-super-critical-steam-turbine.html�
http://www.aninews.in/newsdetail3/story182686/toshiba-wins-major-order-in-malaysia-for-2-000mw-ultra-super-critical-steam-turb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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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발전소 개발 MOU 체결 
 

ㅇ 말레이시아 TNB(전력공급회사)와 방글라데시 BPDB(전력개발위원회)는 방글라데시 

마헤쉬칼리 지역에 1,320MW 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MOU 를 체결하여 

2019 년까지 완공 예정 
 

- 방글라데시 및 말레이시아 측에서 사업 총 비용의 30% 내지는 20%를 투자하고 나머지 비용은 

외부 대부 자금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 
 

☞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bangladesh-malaysia-sign-agreement-for-1320mw- 

power-plant-development-230914-4381835 

 

 

▐  미얀마  
 

□ 美 기업, 미얀마에 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키로  

 

ㅇ 미국의 ACO 그룹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지방에 4 억 8,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2 기를 건설할 계약을 미얀마 에너지부와 체결 
 

- 동 계약은 지난 2011 년 미얀마의 경제 개방 이후 미국 기업의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중 하나 

 

- 동 발전소는 2016 년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 후 발전량은 미얀마 생산 전력의 10~12%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8/29/0604000000AKR20140829058000076.HTML 

 

 

▐  베트남  
 

□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공급자 선정 입찰 
 

ㅇ 한국수출입은행 EDCF 대부 자금을 이용한 베트남 Quang Binh 태양전지 사업을 위한 

한국의 태양전지 공급업체 입찰 공고 
 

- 총 사업금액: 1,200 만 달러 

- 입찰 개시 공고일: 2014. 8. 13 

- 제출 마감: 2014. 10. 3 08:00AM(현지시각) 

- 문의사항 연락처: Quang Binh Colar Cell Project Management Unit(+84 523 846 488)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337&bbs_code_id=1311913961379&b 

bs_code_tp=BBS_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2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bangladesh-malaysia-sign-agreement-for-1320mw-power-plant-development-230914-4381835�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bangladesh-malaysia-sign-agreement-for-1320mw-power-plant-development-230914-4381835�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8/29/0604000000AKR20140829058000076.HTML�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337&bbs_code_id=1311913961379&bbs_code_tp=BBS_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2�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337&bbs_code_id=1311913961379&bbs_code_tp=BBS_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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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ADB, 자바-발리 500kV 송전라인 구축 사업 
 

ㅇ ADB 와 아세안 인프라 펀드(AIF)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자바-발리 구간 

500kV 송전라인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 
 

- 모집 공고일: 2014. 4. 23 

- 제출 마감: 2014. 10. 3 10:00AM(연장) 

- 문의사항 연락처: Chairman of the Procurement Committee, PT PLN(+62 21 726 1875) 
 

☞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ino3083-500kvTL-ext4.pdf (PDF 문서 다운로드) 

 

□ 인도네시아 정부, 화산 열 에너지 개발 관심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내 수많은 화산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전망 
 

-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화산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지열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것으로, 향후 

활발한 지열에너지 개발 예상 
 

☞ http://www.dw.de/indonesia-eyes-volcano-powered-energy/a-17903711 

 

 

 

▐  필리핀  

 

□ 필리핀 정부, 천연가스 매장 개발 사업 발주 예상 
 

ㅇ 필리핀 정부는 최대 300MW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매장된 천연가스 및 아직 미개발 

된 Malampaya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 사업을 올해 내 발주할 계획 
 

- Malampaya 천연가스 활용 전력 개발 서비스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Shell 필리핀 탐사부의 상무이사인 

Sebastian Quinones 에 의하면 입찰 과정이 현재 준비되고 있으며, 2014 년 내 발표될 예정 
 

☞ http://manilastandardtoday.com/2014/09/25/govt-readies-bidding-of-reserve-natural-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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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nilastandardtoday.com/2014/09/25/govt-readies-bidding-of-reserve-natural-gas/�


September 2014 

 

   

                                                                                             9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라오스   

 

□ 아세안 에너지 장관 회의(AMEM) 비엔티안에서 개최 
 

ㅇ 제 32 회 아세안 에너지 장관 회의(AMEM)가 ‘전력 통합’을 주제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어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전력 통합 사업에 대해 논의 
 

- 일자: 2014. 09. 23 
 

☞ http://english.cntv.cn/2014/09/23/ARTI1411478011468170.shtml 

 

 

 

▐  말레이시아   

 

□ 국제 녹색기술 박람회(IGEM) 개최 
 

ㅇ 국제 녹색기술 및 에코제품 박람회(International Greentech and Eco Products Exhibition 

and Conference Malaysia) 2014 개최를 통해 12 억 링깃에 달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의 녹색기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일자: 2014.10.16 – 2014.10.19 
 

☞ http://www.nst.com.my/node/28950 

 

 

 

▐  미얀마   

 

□ 태국 새 총리, 9 월 말 미얀마 방문 
 

ㅇ 지난 5 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지난달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서 총리로 

선출 된 태국의 신임 총리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얀마를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선택 
 

- 프라윳 총리는 미얀마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등 아세안 회원국들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12/0604000000AKR20140912124700076.HTML 

 

http://english.cntv.cn/2014/09/23/ARTI1411478011468170.shtml�
http://www.nst.com.my/node/2895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12/0604000000AKR2014091212470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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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Oil & Gas 국제 무역 쇼 
 

ㅇ 2014 년 10 월 21 일부터 10 월 29 일까지 3 일간 개최될 예정인 Oil & Gas Vietnam 국제 

무역 쇼에서 최근 해당 산업 부문의 동향을 공유하고 다수의 기술 전문가를 비롯한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 
 

- 장소: Ba Ria 실내 스포츠 단지, Vung Tau 
 

☞ http://10times.com/ogav 

 

 

 

▐  인도네시아  

 

□ 지속가능 에너지 엔지니어링 및 적용 컨퍼런스 
 

ㅇ 인도네시아 과학회(LIPI)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에너지 엔지니어링 및 적용 컨퍼런스가 

인도네시아 Bandung 에서 개최될 예정 
 

- 동 컨퍼런스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 및 설계, 시뮬레이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 

- 일자: 2014. 10. 14 ~ 2014. 10. 16 

- 장소: Bandung 내 추후 공지 예정 
 

☞ http://10times.com/icseea-2014 

 

 

 

▐  필리핀  

 

□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필리핀에 태양광 발전 교육  
 

ㅇ 독일의 5 개 재생에너지 업체가 제 3 차 독일 태양광 교육 주간(GSTW) 개최, 필리핀 

업체들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력 개발 촉진 
 

- 일자: 2014.09.25 ~ 2014.09.29 

- 위치: 마닐라 Makati City, Doehle Haus 
 

☞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380223/scitech/science/german-renewable-energy-firms-to-help-phl-tap-solar-power 

http://10times.com/ogav�
http://10times.com/icseea-2014�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380223/scitech/science/german-renewable-energy-firms-to-help-phl-tap-sola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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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캄보디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증가 
 

ㅇ 캄보디아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0 년 캄보디아의 총 전력 

수요는 1,700MW 를 초과할 전망 
 

ㅇ 해외 국가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 
 

- 중국 국립중장비사(CHMC)가 캄보니아 꼬꽁 남서부에 건설한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여 약 

82MW 의 전력 생산 시작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2014 년 3 월 에너지환경기술 실증 개발 프로젝트 

성과보고를 통해 왕겨발전기를 이용한 개발 성과 발표 
 

ㅇ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전기세 인하 정책 
 

- 캄보디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진출 달성을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저렴한 전력 

생산, 안정적인 전력공급 선행 필요 
 

- 캄보디아 전력사정 상 전력 손실률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지에 진출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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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자원은 화석에너지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및 태양에너지 위주의 개발 

 

- 인도네시아는 석유 수출국이었으나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석유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어 현재는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 

 

< 인도네시아 화석에너지원 잠재량 (2012 년) > 

에너지원 잠재량 연간 생산량 사용 가능 년수 

석유(10 억 배럴) 3.741 0.314 12 년 

가스(TSCF) 103.35 2.98 35 년 

석탄(10 억 톤) 28.17 0.317 89 년 

 

ㅇ 1 차 에너지 공급량의 연료 별 비율은 석유 48%, 석탄 28%, 가스 21%, 수력 3%, 지열 1%로 구성 

< 인도네시아 연료 별 에너지 공급 비중 > 
 

에너지 공급량(100 만 배럴) 공급 비중(%) 

석유 594 48 

석탄 334 27 

가스 262 21 

수력 31 3 

지열 16 1 

총계 1,237 100 

 

 

 

ㅇ 인도네시아 화석에너지 의존도 높음 

ㅇ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 

ㅇ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활성화 전망 

☞ 인도네시아 산유국에서 원유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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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에너지 수요는 2011 년에서 2019 년 까지 연 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9 년~2019 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6.1%, 인구 증가율은 1.1%로 예상되어 2019 년 인구는 

약 2 억 5,6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09-2019 년 에너지 수요 > 

 

 

ㅇ 철강, 시멘트, 섬유, 펄프 및 제지, 화학약품과 같이 에너지집약산업의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 이상 차지 

 

 

 

 

 

 

 

☞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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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인도네시아 내 전반적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에서 관리 

 

<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산하 부처 및 기관 조직도 > 

 
 

ㅇ 에너지광물자원부는 4 개의 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과 4 개의 산하 기관으로 구성 
 

- 석유 및 가스 관리총국: 석유 및 가스 분야 정책, 기준, 가이드라인, 범위, 절차 수립 및 운영, 

기술적 지원 및 평가 
 

- 광물 및 석탄 관리총국: 인도네시아 내 광물, 석탄, 지열, 수력 개발 관리, 광물 및 석탄에 대한 

정책, 기준, 절차, 범위 수립 및 운영 
 

- 전력산업 관리총국: 전력 및 에너지 활용 분야의 정책, 기준, 가이드라인, 범위, 절차 수립 및 운영, 

기술적 지원 및 평가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총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운영, 기술적 제도 수립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인도네시아 전반적 에너지부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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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구조 

 

< 인도네시아 전력 산업 구조 > 

 
 

ㅇ 인도네시아의 전력 생산주체는 PT PLN(국영 전력회사), IPP(독립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주 정부, 인도네시아 재정부(MOF)가 이를 관리•지원 
 

- 2013 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 비율은 PT PLN 이 72%, IPP 가 21%, 기타 소형 민간 발전 

사업자(Private Power Utility Companies)가 4% 차지 
 

- 인도네시아 내 발전사업에 대해 PT PLN 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발전사업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독립발전사업자는 PT PLN 의 전력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발전사업 가능 
 

- 기존 PT PLN 의 전력 그리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발전사업자들은 PT PLN 과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독립발전사업자는 자체적인 전력 그리드를 구축 

 

 

 

 

 

 

 

 

 

☞ 인도네시아 내 전력 산업, 국영 전력회사(PT PLN)에 많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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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 년까지 BAU 대비 26% 
 
 

- 감축 목표량의 41%는 국제적 지원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 7 개의 핵심 

목표를 지정 

 

<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활동계획 >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계획 배출량감축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2. 벌목 및 토지황폐화 방지 

3. 탄소저장방안 개발 

4. 에너지절약 장려 

5. 대안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6. 고형 및 액체폐기물 감량 

7. 저탄소 교통 수단으로 전환 

2020 년까지 

26% 

 

 

- BAU기준 26%감축은 이산화탄소 767ktCO2에 해당하는 양이며, 이중 국제 지원을 통한 감축량은 

477ktCO2

 

에 해당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행동계획(RANGRK) 수립 

 

< 2020 년 각 부문 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행동계획 > 

부문 
배출량감축(ktCO2eq) 

활동 담당부처 
단독 지원 

임야 및 

산지 
672,000 1,039,000 

임야 및 토지 화재 예방, 네트워크 시스템 및 물 

관리, 임야 및 토지 복구, HTO (산업 플랜테이션 

임야), hkM (공동 임야), 불법 벌목 근절, 벌채 

방지, 지역사회 강화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농업 8,000 11,000 
저배출 벼품종 도입, 관개효율성, 유기농 비료 

사용, 토지이용 최적화, 폐기물 활용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에너지 

및 교통 
38,000 56,000 

바이오연료 사용, 고연비엔진, TDM 

(교통수요관리) 개선, 대중교통 및 도로의 질적 

개선,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 

광산개발 후 복구 등 

에너지 광물자원부, 

교통부, 재정부, 공기업, 

자카르타 정부, 

공공사업부 

산업 1,000 5,000 
공정 개조 및 청정기술 적용,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계의 에너지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등 
산업부 

폐기물 48,000 78,000 
3R 및 도시 통합형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한 

폐수처리  
공공사업부 

총계 767,000 1,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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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건물용 에너지효율 등급 프로그램 
 

- 에너지효율 등급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GBCI(친환경건물위원회)가 발행하며, GBCI 는 친환경 

건물을 평가하기 위한 그린쉽 등급제를 개발, 다음 6 가지 측면을 평가 

• 적절한 토지이용 

• 에너지효율 & 냉매 

• 물 절약 

• 원료물질 및 순환물질 

• 대기 질 & 쾌적함 

• 환경 관리건물 
 

 

ㅇ 건물 에너지 규격 
 

-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건물 표준을 갱신하였으며, SNI 건물표준은 다음의 4 가지 분야 포함 

• 건물 외피, 설계기준, 설계절차, 에너지효율 표준 

• 냉방시스템, 기술적 계산, 측정, 평가 및 에너지효율 표준 

• 조명시스템 

• 에너지진단 절차 

 

ㅇ ESCO 
 

- 인도네시아의 ESCO 는 ESCO 협회(APKENINDO, Asosiasi Perusahaan Pendukung Konservasi Energi 

Indonesia)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규제 제 70 조에 따라 기업 간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립 

 

- 정부규제 70/2009 에 따라, 연간 6,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업체는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진단 

실시 의무 

 

ㅇ 지원 정책 
 

- 인도네시아 재정부는 일부 장비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기존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투자비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제당, 신발, 섬유산업에 제공되었으며, 2014 년부터 이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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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효율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25 년까지 에너지 탄성치를 

1 미만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원단위를 매년 1% 감축할 계획 

 

- 에너지효율 전략 및 계획의 세부 전략은 다음을 포함 

•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 지원 

•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개선 

•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 

• 인적 자원의 능력 및 기술 향상 

• 에너지 절약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적용 

 

-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산업계 에너지진단 실시 

• 대규모 산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관리자 자격 인증 

• ESCO 개발 

• 에너지관리시스템 시행 

• 재원 매커니즘 개발 

• 에너지효율 기술 적용 확대 

•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방안 개발 

 

- 교통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자동차용 석유를 가스로 대체 

• 대중 시내교통 확대 

• 전기와 같은 에너지효율 기술을 활용한 교통기술 개발 

• 철도에 기반한 육상교통 증진 

• 교통관리 시스템 증진 

 

- 상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건물부문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진단 전문가 자격 인증 

• 건물 에너지 표준 및 등급 개발 

 

-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성능 표준 개발 

• 가정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등급제 적용 

•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에너지효율 전략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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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인도네시아는 2013 년 말 기준 37 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한 세계 27 위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이나, 최근 매장량 고갈 및 투자부족으로 인해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유의 순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산유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매장량 고갈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와 신규 유전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에 기인 

 

ㅇ 인도네시아 원유의 대부분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수출되어 

정제되며 내수용 원유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이라크 등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 
 

- 2009 년 기준으로 대 일본 수출이 전체의 1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14.6%), 

싱가포르(8.7%), 미국(3.9%) 등의 순 

 

ㅇ 상류 부문의 사업활동(탐사 및 개발)은 에너지부의 허가, SKKMIGAS(석유가스감독국) 및 

지방정부의 협의, 그리고 JCC(합작협력계약)에 의해 결정 
 

- 인도네시아 상류부문 JCC 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PSC(생산물분배협정) 하에서 계약자와 정부는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수익으로 측정되는 생산물 분배 

 

ㅇ 하류부문의 사업활동은 2001 년 공식적으로 석유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자유화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Pertamina(국영 석유 및 가스청)가 시장을 지배 
 

- 가스 및 보조금 연료 배급은 Pertamina 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Pertamina 이외의 

회사들에게도 보조금 연료의 배급 허용 

 

 

 

 

 

 

 

 

 

☞ 인도네시아,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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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5 위의 유연탄 생산국이자 세계 1 위의 수출국 
 

- 수마트라, 깔리만딴에 분포하고 있는 유연탄은 호주탄에 비해 열량이 낮으나,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저유황 및 저회분 등 청정탄의 특성 보유 

 

ㅇ 인도네시아 광물정책의 주요 방향 
 

- 국내수요 우선 충족 

- 광산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감독 및 지도 강화 

- 광산 투자 촉진 및 세수 증대 

- 광산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지속가능한 환경개발(광산 복구 등) 

 

< 인도네시아 내 주요 석탄 광산 > 

광산명 광종 소유회사 
매장량 

(백만톤) 
단계 

생산량 

(백만톤) 
생산개시 

Kaltim Prima Coal 유연탄 
PT Bumi Resources, 

Tata Power 등 
7,057 생산 53.5 ‘91 

Adaro 유연탄 
PT Alam Tri Abadi, 

PT Viscaya Investment 등 
4,130 생산 52.3 ‘91 

Pasir 유연탄 PT Kideco, Jaya Agung 1,376 생산 37 ‘93 

Arutium 유연탄 PT Bumi Resources Tbk 2,486 생산 28.8 ‘89 

Berau 유연탄 PT Berau Coal Energy 1,291 생산 20.3 ‘94 

Tanjung Eninm 유연탄 PT Bukit Asam 7,295 생산 16 - 

 

ㅇ 중앙정부는 광물생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시장 DMO(우선공급의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모든 석탄 

및 광물에 적용 
 

-장관령 34 는 ‘Cap and Trade’ 시스템을 도입하여 DMO 할당 초과량을 다른 회사에 매매/양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 년에는 74 개 석탄회사에서 74.32 백만 톤(연간 

생산량의 20.3%)을 DMO 로 할당 

 

 

 

 

☞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자원, 국내시장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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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2013 년 기준 총 설비용량(Installed capacity) 약 47,128 MW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총 설비용량을 2022 년까지 104.431MW 까지 확대할 예정 

 

ㅇ 2013 년 기준 발전용량(Generating capacity)은 약 213 TWh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총 설비용량을 2022 년까지 438 TWh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가스사용의 최적화, 석유연료 사용 축소, 석탄 사용 증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ㅇ 전력보급율은 80.5%에 불과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자바섬과 발리 등에 송전설비가 집중된 반면 기타 지역은 취약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장기 경제 발전계획(MP3EI)에 의거하여 2025 년까지 90GW 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전력 보급률을 2022 년까지 97.7%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ㅇ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계획은 크게 국가전력계획, 전력공급계획, 지역전력계획으로 구분 
 

<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계획 > 

계획 구분 수립 주체 수립 단위 주요 내용 

국가전력계획(RUKN) 중앙정부 10 년 

• 전력수요 및 공급, 투자 및 

자금조달, 신재생에너지 사용 

•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4.9%에서 12.4%로 

확대 

전력공급계획(RUPTL) 전력공사(PT PLN) 
10 년 

(매년 재조정) 

• 공급 계획, 수요 예측, 전력 확충, 

생산 및 연료조달 및 지수 

• 2021 년까지 57.3GW 의 추가전력 

확보 목표 

지역전력계획(RUKD) 지방정부 - 

• RUKN 에 근거하여 수립 

• 허가 및 전력 관세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전력공급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강화 

 

 

 

 

 

☞ 인도네시아 전력보급률 2022 년까지 97.7%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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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ㅇ 1998 년 국가 원자력 법률기관인 Badan Pengawas Tenaga Nuklir(BAPETEN) 설립 
 

-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연구는 1954 년 처음 시작되었으나, Natuna 가스 매립지를 발견한 

1997 년 원자력 개발에 대한 계획 축소 
 

- 2005 년 재개된 원자력 개발 연구로 2014 년 2 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30MW 규모의 원자력 

반응기 건설 계획 발표 

 

ㅇ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몇몇의 연구 목적 원자력 반응기 존재 
 

- Kartini 연구용 원자로 – Yogyakarta, 중앙 자바섬 

- MPR RSG-GA Siwabessy 연구용 원자로 – Serpong, 반텐 

- Triga Mark III 연구용 원자로 – Bandung, 서부 자바섬 

 

< 인도네시아 연구용 원자로 위치 > 

 
 

ㅇ 국가 원자력에너지 기관인 BATAN, 핵연료 생산량 확충 계획 
 

- BATAN 은 2011 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지에 소량의 몰리브덴-99 핵연료(Mo99)를 

수출한 바가 있으며, 세계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여 BATAN 은 약 1,110 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40Ci 의 생산량을 900Ci 까지 확충할 계획 

 

 

 

☞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개발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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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보유량 및 발전량 > 

구분 잠재량(A) 발전량/확인매장량(B) 비율(B/A) 

수력 75,000 MW 7,572 MW 10.1 % 

지열 28,617 MW 1,343.5 MW 4.7 % 

바이오매스 49,810 MW 1,716 MW 5.26 % 

태양광 4.8 kWh/m2 42.77 MW /d - 

풍력 3-6 m/s 1.87 MW - 

해양 49 GW 0.01 MW 0 

 

ㅇ 지열에너지 
 

- 세계 최대 지열발전 잠재력(29GW) 

-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 3 위의 생산규모(1,226 MW) 

 

< 지열에너지 발전 유망지역 및 잠재력 > 

구분 발전유망지역 수 발전 잠재력(MW) 

수마트라 86 13,516(46.5%) 

자바 71 10,092(34.8%) 

발리, 누사 뜽가라 27 1,767(6.1%) 

깔리만딴 8 115(0.4%) 

슬라웨시 55 2,519(8.7%) 

말루꾸 26 954(3.3%) 

빠쁘아 3 75(0.3%) 

합계 276 29,038(100%) 
 

ㅇ 수력에너지 
 

- 자원 잠재량: 75GW 

- 현재까지 전체 잠재량 중 7.5%인 5.7GW 만이 개발된 상태 

- 소수력 발전의 잠재량은 500MW 로 약 46%가 개발된 수준 
 

ㅇ 바이오매스 
 

- 자원 잠재량: 50GW 

- 현재까지 약 3.3%만이 개발된 상태 

- 현 발전용량 1.7GW 중 약 98.8%가 인도네시아 최대 팜유 생산지인 수마트라 지역에 집중 

- 생산되는 원재료는 팜유, 벼, 사탕수수, 코코넛, 카사바, 목재 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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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에너지 
 

- 평균 일사량: 4.8 kWh/m

- 현재 지붕형 태양광발전이 주를 이루는 13.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 

 

ㅇ 풍력에너지 
 

- 평균 풍속: 3~4 m/s(대규모 풍력발전 부적합) 

- 대부분의 발전소가 비교적 풍속이 빠른 동부지역에 건설 

 

□ 신재생에너지 정책  
 

 

< 인도네시아 장기 에너지 비젼(2025 년까지) > 

구분 석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석탄 액화 

공급비율(%) 20 30 33 5 5 5 2 

 

<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2025 년까지) > 

구분(단위) 2010 2015 2020 2025 

바이오디젤(kL) 1,410,000 4,250,000 7,230,000 10,220,000 

바이오에탄올(kL) 1,480,000 2,780,000 4,530,000 6,280,000 

바이오매스(MW) 30 60 120 200 

지열(MW) 1,320 4,340 5,090 5,270 

풍력(MW) 10 40 80 160 

태양광(MW) 80 100 120 580 

소수력(MW) 450 740 950 950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활용 전략 
 

- 지열 및 대수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력공급 증대 

- 소수력 및 태양, 풍력: 격오지 및 소규모 섬, 국경지역 중심으로 전력 접근성 제공 

- 바이오에너지: 농업/도시의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조성 

- 기타 신에너지: 지속적인 연구 및 시험 추진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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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너지부문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ㅇ 새로 부임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당선인은 본인의 임기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업으로 인프라와 항만시스템 개발을 지목 
 

- 경제성장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인도네시아 신 정부는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열악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할 전망 
 

- 휘발유 등 에너지 보조금에 정부예산의 20% 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한 고소득층이라는 비판 
 

- 조코위 대통령당선인은 2014 년 10 월 20 일 취임 이후 4 년간 단계적으로 에너지보조금을 철폐할 

계획 
 

ㅇ 현 정부가 제출한 2015 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에는 조코위 신정부의 정책 미반영 
 

-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보조금 규모는 8%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유가보조금의 예산은 14 년 246 조 

5,000 억 루피아에서 291 조 1,000 억 루피아로 오히려 18%나 증액 
 

- 반면 인프라 담당 부처인 공공사업부 예산은 총 74 조 2,000 억 루피아로 전년대비 0.4% 가량 축소 
 

-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혁속도는 더뎌질 가능성 농후 

 

<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조 루피아) > 

구분 2014 2015 
증감률(%) 

2015/2014 

부처별 지출, 국가 채무 등 877.4 946.4 8 
에너지 보조금 403 433.5 8 
 1) 연료 보조금 246.5 291.1 18 
 2) 전력 보조금 103.8 72.4 -30 
 3) 기타 보조금 52.7 70 33 

총지출 1,280 1,379 8 
 
 

ㅇ 한국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의료 및 교육분야 등의 

공약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 
 

- 조코위 당선인은 중앙은행 부총재를 대표로 특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높은 관심 
 

- 2015 년 예산이 수정되는 방향을 모니터링 하여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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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인도네시아, 에너지 수입국이 될 전망 
 

ㅇ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현재 2.5 억 명으로 매년 2%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는 매년 약 7% 수준 증가 
 

- 그러나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2019 년에는 에너지수요가 에너지생산량을 

초과하여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 

 

< 에너지 수요 및 생산량 전망 > 

 
 
 

 

 

 

 

 

참고문헌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 5th

DIFFER The Indonesian Electricity System 

 Edition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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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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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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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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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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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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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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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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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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  인도네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Council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APPENAS(국가 개발청) 

PT. PLN(국가 전력청) 

PT. PGN(국가 가스청) 

현지 정보처 The Jakarta Post 

Daily Indonesia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  필리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CleanEnergy Solution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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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보처 The Philippine Star 

The Inquirer 

국내 정보처 KOTRA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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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KPMG 삼정회계법인 

 
 

1. 주요 동향 
 

▐  스리랑카  

 

□ 中 시진핑 주석, 스리랑카 방문 화력발전소 건설 등 20 개 투자프로젝트 체결  
 

ㅇ 중국 시진핑 주석, 9 월 스리랑카 방문하여 파격적인 지원 약속 및 양 국간 협력 강화 모색 
 

- 동 방문은 중국 국가원수로는 28 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방문 
 

ㅇ 중국은 스리랑카 내 900MW 급 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에 13 억 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동 방문에서 발전소 기공식 개최 및 참가 
 

ㅇ 또한 중국은 콜롬보항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에 14 억 불을 투자하는 등 인도양의 

안전항로 확보를 위해 스리랑카 항구개발사업에 투자 확대 계획 
 

ㅇ 아울러 중국인민은행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100 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금융부문 협력 또한 강화 
 

ㅇ 이 같은 중국의 친 스리랑카 행보는 인접한 인도의 세력 확대 견제용이라는 분석 
 

☞

☞

http://www.asianmirror.lk/news/item/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

weeks/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weeks 

 

http://www.ajunews.com/view/20140917134609660 

□ 일본 아베 신조 총리, 9 월 5 일~7 일 스리랑카 방문…협력 MoU 체결 및 

Bandaranaike 국제공항 2 단계 사업 착수로 양 국 관계 강화 
 

ㅇ 일본 총리로는 24 년 만의 첫 방문으로, 13 년 3 월 스리랑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답방 초대로 성사 
 

ㅇ 일본 총리의 동 방문에서 양 국은 경제, 외교, 농업, 산림 및 어업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 

MoU 체결 및 과학 및 기술, 교육, 문화 등에 대한 LoI 체결 
 

ㅇ 또한 동 방문에서 양 국 수상은 9 월 7 일 Bandaranaike 국제공항 2 단계 사업 착수  

 

☞

 

http://www.priu.gov.lk/news_update/Current_Affairs/ca201409/20140907president_rajapaksa_and_japanese_p

remier_abe_unveils.htm 

http://www.asianmirror.lk/news/item/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weeks/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weeks�
http://www.asianmirror.lk/news/item/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weeks/2464-chinese-president-xi-jinping-to-visit-sri-lanka-in-two-weeks�
http://www.ajunews.com/view/2014091713460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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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세이셸, 6 월 28 일 국가 간 협력 증대를 위한 협정 서명 
 

ㅇ 스리랑카는 아프리카 남부 도서국가인 세이셸과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정 체결 
 

ㅇ 동 협정은 총 6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 관광,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세이셸 

내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관련 협력 또한 향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http://www.seychellesnewsagency.com 

 

□ 인도 정부, 스라랑카 북부 산업단지 조성 및 스타디움 개∙보수사업에 무상원조 

제공…8 월 27 일 착수 
 

ㅇ 인도는 스리랑카 북부 Jaffna 지역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 억 2000 만 루피, Duraiappah 

스타디움 개∙보수 사업에 1 억 4500 만 루피로 총 3 억 6500 만 루피를 무상 제공 
 

ㅇ Jaffna 지역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 및 기본 인프라시설 

구축을 포함하며, 스리랑카는 동 사업 수행으로 해외 투자자를 다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Duraiappah 스타디움 개∙보수 사업은 메인홀과 2 층 개∙보수, 수자원 공급 및 폐기물 

관리 네트워크 정비 등을 포함 
 

ㅇ 동 사업으로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오랜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예정  

☞

 

http://www.priu.gov.lk/news_update/Current_Affairs/ca201408/20140828two_major_development_projects_in

augurated_north.htm 

 

□ 전력청, 2013 년 사업 흑자 전환 발표…2014 년에도 성장세 이어질 듯  
 

ㅇ 전력청은 2013 년 사업 결산 결과, 246 억 루피의 흑자를 기록하여 수년 간 지속되어온 

적자 끝에 재무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 
 

- 흑자 전환의 원인은 지난 해 단행한 세제인상 조치 
 

- 2014 년 1 분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4 년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지속 전망 
 

☞

☞

http://powermin.gov.lk/english/?p=3380 

 

http://www.lankabusinessonline.com/news/sri-lankas-ceb-posts-profits-in-2013,-with-rains,-tariff-

hike/20005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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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파키스탄, 8 월 중순 대규모 홍수 발생 
 

ㅇ 파키스탄 내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450 명이 사망하고, 70 만명의 

이주민이 발생  
 

- 특히 인도 Kashmir 지역과 인접한 Punjab 지방 홍수가 극심  
 

☞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29137789 

 

□ 수력 및 전력개발청 5 억 8800 만 불 세계은행 지원 사업 약정서 체결  
 

ㅇ 세계은행은 파키스탄 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5 억 8800 만 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파키스탄 수력 및 전력개발청장, 파키스탄 국가송배전회사 대표, 세계은행 파키스탄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약정서를 체결  
 

- 본 체결식에는 파키스탄 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ㅇ 본 지원은 다수(Dasu)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동 사업은 총 2 단계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 시 잠재 생산전력은 최대 4,320MW 으로 분석됨  
 

ㅇ 동 사업에 대한 세계은행 담당팀은 지난 8 월 1 일 Lahore 에 도착하여 이행 계획 수립, 

차관 제공 세부 원칙 협상 등에 착수 
 

☞http://www.wapda.gov.pk/pdf/PR_Dasu.pdf 

 

 

□ 망글라 댐 건설 이후 최대 저수량 확보 
 

ㅇ 1967 년 건설된 망글라 댐은 2009 년 보수 공사를 통해 7.4 백만에어커피트(Million Acre 

Feet, MAF)로 저수용량이 증대  
 

ㅇ 망글라 댐의 용량 증대로 인해 추가적으로 2.88 MAF 의 수량이 1.3 백만 에이커(acre)의 

토지에 물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연간 1000MW 생산에서 120MW 늘어난 

1120MW 생산이 가능해짐 
 

ㅇ 망글라 댐 용량 증대의 경제적인 가치는 1110 억 루피로 평가되며, 이는 증대된 농업 

생산력, 전력 생산량, 홍수 피해방지를 고려한 것임 
 

☞http://www.wapda.gov.pk/pdf/PR-61.PDF 

 

 

 

http://www.bbc.com/news/world-asia-india-29137789�
http://www.wapda.gov.pk/pdf/PR_Das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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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개발처, 파키스탄 정부와 셰일가스 매장량 관련 연구 TA 사업 약정서 체결 
 

ㅇ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연구 결과 검증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셰일가스 

매장에 대한 장기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TA 사업 약정서를 체결 
 

ㅇ EIA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은 58 조m3인데 반해 셰일가스 

매장량은 51 조m3

 

 로 아직 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더불어 파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0%를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셰일가스 매장량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파키스탄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최초 3 개 셰일가스 매장량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대해 백만 BTU(British Thermal Unit) 당 12 불을 지불할 계획 
 

☞http://74.205.74.128:88/DisplayDetails.aspx?ENI_ID=11201407180047&EN_ID=11201407180026&EMID=11201407180007 

  

 

□ KPK(Khyber Pakhtunkhwa) 지방 정부, Sawat 강 150KW 규모 소수력발전 사업 

착수 계획 발표 
 

ㅇ 파키스탄 Khyber Pakhtunkhwa (KPK) 정부는 8 월 7 일 Sawat 강에 150KW 규모 소수력 

발전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을 발표 
 

☞http://www.dawn.com/news/1123802/imran-to-lay-foundation-of-power-project-in-swat-today 

 

 

□ KPK 정부, Chitral지역 중형 수력발전소 건설 위해 86 억 불 예산 지원  
 

ㅇ 지난 8 월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KPK 정부는 6 개의 중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527MW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86 억 불의 예산을 배정 
 

ㅇ 해당 지역 에너지개발기구인PEDO(Pakhtunlhwa Energy Development Organisation)는 2014-

2015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  
 

☞http://epaper.dawn.com/DetailNews.php?StoryText=18_08_2014_007_004 

 

 

□ 계획개발부 장관, 주 파키스탄 독일 대사와 양자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 협력 논의  
 

ㅇ 파키스탄 계획개발부 장관은 지난 8 월 독일 대사와 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http://www.pc.gov.pk/?p=2898 

 

 

http://74.205.74.128:88/DisplayDetails.aspx?ENI_ID=11201407180047&EN_ID=11201407180026&EMID=11201407180007�
http://www.dawn.com/news/1123802/imran-to-lay-foundation-of-power-project-in-swat-today�
http://epaper.dawn.com/DetailNews.php?StoryText=18_08_2014_007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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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에너지난 심화 

 

ㅇ 방글라데시는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가스 개발 부족으로 천연가스 

고갈이 멀지 않은 상황에 처했으며, 이미 천연가스의 부족은 전력 부족과 산업 생산성 

저하를 심화시켜 전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아울러 공사가 끝난 상업 빌딩, 집단 주택 등도 신규 가스 연결이 되지 않아 분양하지 

못하거나 분양한 후 LPG 실린더를 집집마다 연결해 연료를 공급 
 

ㅇ 방글라데시 정부가 뒤늦게 해상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입찰에 부치는 등 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며 아래와 같은 방향이 추진됨 
 

- 수입 LNG 터미널 조성    

- 수입탄을 사용한 석탄 발전소 설치 

- 기존 가스전의 생산성 제고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

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

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

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

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 국가경제위원단, 일본이 지원하는 1,200MW 규모 석탄발전소 개발 승인 

 

ㅇ 국제경제위원단은 45 억 불 투자가 요구되는 1,20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개발 승인(8.12)   
 

ㅇ 동 사업은 일본정부가 36 억불을 지원하며 방글라데시 석탄발전회사(Coal Power Generation 

Company Bangladesh Ltd.)가 이행할 계획이며, Maheshkhali 지역 Marabari 에 건설 예정 
 

ㅇ 동 사업은 LNG 터미널 확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음 

 

☞

 

Financial Express, Aug 18 2014 [Page 5] 

 

□ 방글라데시 정부 전기 관개 펌프를 태양광으로 대체 추진 

 

ㅇ 동 사업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프라개발공사(IDCO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와 Bangladesh Bank 가 이행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기후변화 및 녹색 펀드(climate change and green fund)의 지원을 받음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si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27&SCH_TYPE=SCH_SJ&MODE=&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139&UPPER_MENU_CD=M10126&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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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프로그램의 예상 규모는 약 6000 만 불이며, 이 중 2450 만 불은 방글라데시 

기후변화적응기금(Bangladesh Climate Change Resilient Fund, BCCRF)의 지원을 받을 예정 
 

- 민간 분야의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1150 만불의 투자를 받을 예정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4&id=17654 

 

 

□ 방글라데시 인프라개발공사, 태양광 펌프 사업 지원 약정 체결 

 

ㅇ 인프라개발공사 Mazand Consortium 사와 태양광 관개 펌프 사업 지원 약정 체결(8.14) 
 

ㅇ 동 사업은 320 만 불 규모의 사업으로 JICA 와 세계은행 지원금을 활용하며, IDCOL 은 

40%의 소프트론(soft loan) 과 40%의 무상지원 형태로 재정지원 
 

-  Jessore 와 Jhenaidah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 
 

☞

 

Bangladesh Financial Express, August 08, 2014; page 9] 

 

 

▐  네팔  

 

□ 네팔, 홍수∙산사태로 약 200 명 사망 실종…기후 재해 리스크 감소 방안 필요 

 

ㅇ 8 월 둘째 주 네팔 중∙서부 지역에 이틀 간 지속된 폭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고 재해 난민이 발생하여 거주지 이동이 이루어짐 
 

-  동 폭우는 1969 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폭우로 기록 
 

- 기상예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타 지역에 100mm 이하의 비가 내린 것에 반해, 8 월 15 일 

오전부터 24 시간 동안 중서부 지역 8 개 구역에 1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Surket 지역에는 동일 기간에 423mm 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됨  
 

ㅇ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이같은 재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네팔은 기후 

재해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네팔정부는 동 사건에서 기후 재해예보 및 대응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기후 재해경보 시스템 등 재해 리스크 감소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 
 

☞http://www.powerdivision.gov.bd/user/imevent#ab100 

☞

 

http://www.nea.org.np/tender_prequalif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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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모디 총리, 네팔 방문…에너지 프로젝트에 차관 10 억 불 제공 약속 
 

ㅇ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 월 8 일~9 일 네팔을 방문해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와 

접견 및 양 국의 이슈에 대해 논의 
 

- 인도 총리가 단독 일정으로 네팔을 공식 방문한 것은 17 년 만임 
 

ㅇ 양 국은 향후 특히 교역과 수력발전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는 동 방문에서 네팔 정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10 억 불의 차관 

제공을 약속 
 

- 추가적으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네팔 내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및 네팔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 방안 또한 모색하겠다고 밝힘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7&news_idx=201408082124571701 

 

□ 주한 네팔 대사, 네팔 정부가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 ‘하이 댐 프로젝트(High 

Dam Project)’를 준비 중임을 언급 
 

ㅇ 꺼만 싱 라마 주한 네팔 대사는 7 월 20 일 국내 신문과 인터뷰에서 네팔 정부가 향후 

네팔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임을 밝힘 
 

- 네팔의 기후는 아열대에서 극한까지 포괄하며, 고도 또한 해발 60cm 부터 8,848m 고도의 

에베레스트까지 다양 
 

- 큰 고도차를 활용한 수력발전이 가능하며, 약 6000 개 이상의 강을 활용한 댐 건설도 모색 가능 
 

ㅇ 네팔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편으로 발전소 건립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재해를 다수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http://www.etnews.com/20140718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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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세계은행, 스리랑카의 태양광 기반 전력요금인하제도 시장평가 사업 발주…   

EOI 8 월 21 일 마감 
 

ㅇ 동 사업은 스리랑카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주되었으며, 폭넓은 과업범위를 포함함 
 

① 과거, 현재 및 향후 시장 구조와 트렌드 검토 
 

② 관세,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시장과 상품 및 사업자 분석 
 

③ 향후 5 년 간의 수요평가 및 시장 전망 
 

④ 태양광 기반 전력요금인하제도의 소비자별 투자 분석 및 손익분석 
 

⑤ 파이낸싱, 시장환경 관련 수요 평가 
 

⑥ 태양광 시장에 대한 사회, 환경 및 안전 부문에서의 분석 
 

⑦ 태양광 시장 확대에 필요한 요소 명확화 
 

⑧ 전력요금인하제도 정착 우수 사례 분석 
 

⑨ 태양광 기 설치 개인 및 사업자의 성공사례 개발 
 

☞

 

https://wbgeconsult2.worldbank.org/wbgec/index.html#$h=1409208937700 

 

 

▐  파키스탄  

 

□ 수력 및 전력 개발청, 다수(Dasu) 수력발전소 건설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ㅇ 수력 및 전력 개발청은 다수(Dasu) 수력발전소 사업(Dasu-MW-01,Dasu-MW-02) 추진을 

위해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공고 
 

ㅇ 동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싱가폴과 런던에서 10 월과 11 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입찰참가 자격 요건, 재정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12.1 
 

☞http://www.wapda.gov.pk/htmls/newsmedia-index.html 

https://wbgeconsult2.worldbank.org/wbgec/index.html#$h=14092089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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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 에너지개발기구인 PEDO(Pakhtunkhwa Energy Development Organisation), 12-

300MW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재공고 
 

ㅇ PEDO 는 Kyber Pakhtunkhwa 지역 12-300MW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 재공고 
 

ㅇ 동 사업은 해당 지역 ‘전력 정책 2006’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BOOT(build–own–operate–transfer)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9.23 
 

☞http://papers.com.pk/ad/pakhtunkhwa-energy-development-organization-govt-of-kpk-peshawar-

corrigendum-notice-for-re-invitation-for-development-of-hydropower-projects-68611/ 

  

 

 

▐  방글라데시  
 

□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MoPEMR), RERED II 전력분야 ICT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 발주 
 

ㅇ MoPEMR, 방글라데시 전력 분야 ICT 로드맵 수립 컨설팅사업 공고 및 입찰의향서 접수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14.9.11 
 

☞

 

http://www.powercell.gov.bd/images/additional_images/EOI_ICT%20Road%20Map_Aug%205,%202014.pdf 

□ 인프라개발공사, RERED II 사업 바이오가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선 사업자 모집 공고 
 

ㅇ 인프라개발공사는 RERED(Rural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I 사업 

추진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재정지원 확보, 본 프로그램의 일부인 바이오가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 
 

-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14.9.9 (국제입찰) 
 

☞

 

http://www.idcol.org/notice/0498ef9eb621eb82a2918e919e9c0de4.pdf 

 

 

▐  네팔  
 

□ 네팔 전력위원회, 내부 역량강화 프로젝트 발주 
 

ㅇ 네팔 전력위원회는 위원회 내부의 제도적 역량강화 프로젝트 발주, 인력 교육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등 제공받을 예정 (제안서 마감: 9 월 14 일까지) 
 

☞http://www.nea.org.np/tender_prequalification.html 

http://papers.com.pk/ad/pakhtunkhwa-energy-development-organization-govt-of-kpk-peshawar-corrigendum-notice-for-re-invitation-for-development-of-hydropower-projects-6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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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국영전력발전위원회, The Sri Jayawardanapura Kotte 지방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력망 정리에 관한 합동 인식증진프로그램 개최 
 

ㅇ 동 프로그램에서는 CEB, LECO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망 정리의 중요성 및 현재 

전력선 정리 불참 건물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 실시 
  

- Kotte 시는 전기안전 모범도시로서 중앙정부기관과 협력 하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며, 최근 

6 년간 전기감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전력선 정리 불참 건물 대응 관련 방안 마련 중       
 

☞

 

http://www.pucsl.gov.lk/english/events/electrical-safety-awareness-campaign/ 

 

□ 지속가능에너지청, LED 완제품 조립 워크샵 개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Vidusara Science Magazine 사와 공동으로 LEB 전구 조립 및 CFL 

전구 교체 관련 워크샵 개최 
 

ㅇ 동 협정은 총 6 개 조항을 포함하며, 정치, 관광, 문화 교류 뿐만 아니라 세이셸 내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또한 향후 추진해 나갈 것을 포함 
 

☞

 

http://www.energy.gov.lk 

 

□ 지속가능에너지청, 일본 신에너지 및 산업개발청(NEDO)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 9 월 2 일 개최 
 

ㅇ 동 세미나는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분야 개발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양 국의 정부담당자, 

민간 업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나절 가량의 일정으로 진행 
 

☞

 

http://www.energy.gov.lk 

 

□ 중앙환경청(CEA), 일본 화력발전사업 사례 관련 실무교육 워크샵 8 월 5 일 개최 
 

ㅇ 중앙환경청은 EIA 보고서에 대한 교육 워크샵의 일환으로 일본의 지열발전사업 사례에 

대한 실무 교육 워크샵을 8 월 5 일 중앙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 
 

- 동 워크샵은 스리랑카-일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최되었으며, 중앙환경청 직원 31 명 외 ERM 

사 컨설턴트 및 일본 담당자가 조언자로 참석 
 

http://www.pucsl.gov.lk/english/events/electrical-safety-awareness-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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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워크샵에서는 스리랑카 Sampur 지역 석탄발전 사례에 대한 EIA 보고서 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일본국제개발은행(JBIC) 체크리스트와 

국제금융공사(IFC)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EIA 검토 과정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에 실무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음 
 

☞

 

http://www.aecen.org/events/training-workshop-eia-report-review-case-thermal-power-sector-japanese-experience 

 

□ 지속가능에너지청, '에너지효율 및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최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이 교통 전력화, 연료 기준, 교통 인프라 

설계를 주제로 관련 정책 담당자, 연구 및 학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 실시 
 

- 일시: 8 월 28~29 일 

- 장소: BMICH, Colombo and Mahaweli Reach Hotel 
 

ㅇ 동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에너지청이 홍콩 Polytechnic 大, 필리핀 Clean Air Asia Centre, 

Moratuwa 大의 지원을 받아 2011년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심포지움과 교육을 매년 실시 
-  

☞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2 

 

□ 지속가능에너지청, 콜롬보 시 스카우트 활동 학생 대상 '스카우트 에너지 숙련도 뱃지 프로그램' 개최 
 

ㅇ 동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에너지청이 주관하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시민 인식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스카우트 활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담당자들의 특별 강연으로 구성 
  

- 1 차 프로그램: 9 월 7 일, Colombo Royal College 

- 2 차 프로그램: 9 월 20 일, Colombo Nalanda College 
 

☞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2 

 

□ 국영전력발전위원회, 대학원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전력발전 인식증진 프로그램 개최 
 

ㅇ 동 프로그램에 약 100 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 일시: 9 월 3 일 

- 장소: Meep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training centre 
 

☞

 

http://www.pucsl.gov.lk/english/category/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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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국가송∙배전회사(NTDC, National Transmission and Despatch Company Limited), 

엔지니어링 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ㅇ 국가송배전회사는 29 개 파키스탄 대학의 170 여 명의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1 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7 월 종료  
 

- 동 인턴십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들이 국가송∙배전회사 전력망 계획 수립, 건설, 관리, 

운영 본부 등 주요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파키스탄 에너지 분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자 함 
 

☞

 

http://www.ntdc.com.pk/DeptNewsEvents.php 

 

□ 중국-파키스탄 합동 작업반 제 3 차 회의 8 월 27 일 개최 
 

ㅇ 파키스탄 계획개발부 장관은 중국-파키스탄 합동 작업반 제 3 차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있을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파키스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ㅇ 특히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및 교통 수송 분야의 대규모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중국 정부와 파키스탄 민간회사가 파키스탄의 장기적 에너지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http://www.wapda.gov.pk/htmls/newsmedia-index.html

 

  

 

□ 전력부하 대응 방안 수립 위해 민간발전 및 인프라 위원회(PPIB,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 이사회 8 월 27 일 개최 
 

ㅇ 파키스탄 정부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기존의 송∙배전시설 효율성을 개선하여 

전력부하에 대응하고자 함 
 

ㅇ 수자원 및 전력부 장관은 민간발전 및 인프라 위원회 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파키스탄 전력부하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6,600MW 규모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870MW 규모 수력 발전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http://www.brecorder.com/top-news/1-front-top-news/190881-steps-being-taken-to-counter-power-load-

shedding-khawaja-asi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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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지속가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청, 산업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절약 세미나 개최 
 

- 일시: ’14.8.13, 오전 10 시 

- 장소: Bidyut Bhaban, Bijoy 홀 
 

☞http://www.powerdivision.gov.bd/user/imevent#ab100 

 

 

□ 미국-방글라데시 조인트벤처 Solaric 사, 신규 공장 가동 시작 
 

ㅇ 방글라데시 조인트벤처인 Solaric 사(Solar Intercontinental Ltd.)는 8 월 26 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상품 제작 관련 Dhaka 공장의 가동을 시작 
 

☞

 

 The Daily Start, Aug 26 2014, [B1, B2] 

 

□ 방글라데시 석유개발회사(BAPEX), 천연가스 매장지역 시추 개시 
 

ㅇ’08 년 2 월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Mubarakpur, Sylhet 지역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0 억~1 조 큐빅피트 가량, 본 매장지역에 대해 석유개발회사(BAPEX)는 시추 개시(8.22) 
 

☞

 

 Financial Express, Aug 24 2014, [page 23] 

 
 

▐  네팔   

 

□ 네팔 도시개발국, '2014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 참여해 1 천만 불 규모의 구매 상담 진행  
 

ㅇ 부산시와 벡스코는 '2014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8.27-29) 
 

-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최대 환경에너지산업 관련 전시회로 풍력, 수력 발전 등 환경∙ 

에너지 제품 선보임 
 

- 동 행사에 국내 참가업체 75 개사 포함 총 281 개 업체 참여, 국내 업체들은 외국 바이어들과 

400 여건의 수출상담을 벌여 약 7 억 1 천만 불의 실적 올림 
 

- 특히 올해에는 필리핀, 에콰도르, 베트남, 네팔 등지에서 환경 에너지관련 차관보급 3 명 등 

정부 고위관계자 10 여명이 방문했고, 세계 3 대 태양광 관련 기업 등에서 100 만 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 발주처를 찾는 대규모 바이어 20 여명 참가 
 

ㅇ 네팔 도시개발국은 동 행사에 참가하여 부산의 수처리 솔루션 업체와 수처리 기기 및 

시스템 구매 예약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구매상담 규모는 약 1 천만 불 가량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9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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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9 월 중 스리랑카 방문 
 

ㅇ 중국 주석과 일본 총리는 9 월 중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양 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현재 중국은 중국-스리랑카 FTA 체결에 대해 논의 중이며, 스리랑카 화력발전소, 항구개발사업 

등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권역 내 인도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이번 일본 총리의 스리랑카 방문은 작년 3 월 스리랑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스리랑카 대통령의 

초대로 이루어 진 것으로 금번 방문에서 외교, 농업, 어업, 제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MOU 및 LoI 를 체결 
 

ㅇ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전력이 스리랑카 전력 및 에너지부, 전력청과 LoI 체결 

및 MOU 가서명을 한 바 있음 
 

 

 

□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다자 및 양자개발기구와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인식 증진 프로그램 추진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에너지 효율 및 절약 관련 인식 증진,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음 
 

- 프로그램 대상은 학생부터 정책 및 실무 담당자까지 다양하고, 프로그램은 홍콩, 필리핀 등 

인근 지역 대학의 지원을 받아 설계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같은 양자 및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수행 
 

ㅇ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 개발 

협력 기구 등의 참여 기회가 있을 것임 

 

 

□ 파키스탄, 네팔 홍수 등 대규모 기후 재난 피해 발생 
 

ㅇ 파키스탄 홍수 사태, 네팔 홍수로 인한 산사태 등 대규모 기후 재난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자 및 이주민이 대거 발생 
 

ㅇ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이러한 재난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국가들의 기후 재난 위험 노출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기후 재해 예보 

시스템 개선 및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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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정부, 수력발전소 건설 적극 추진 
 

ㅇ 파키스탄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공급량을 증대하고자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4,320MW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세계은행 자금 588 백만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지방 정부 또한 중∙소규모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 
 

ㅇ 현재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바, 전력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력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및 셰일가스 매장량에 대한 연구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네팔은 막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강수량이 우기에 

몰려있어 수력에 100% 의존할 시 전력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ㅇ 네팔은 세계 2 위 수자원 보유국가이고, 고도차가 큰 지형을 가지고 있어 수력 발전 

잠재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제로 네팔 정부는 수력 발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하여 있고, 강수량 중 20%가 눈으로 내려, 

수력에 100% 의존할 시 전력부하(load shedding)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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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네팔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을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89%의 에너지가 가정용  

ㅇ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2 개의 중앙 부처가 관리하며, 대체에너지 지원 센터 운영 중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전력 분야 중심으로 수력을 활용한 전력보급률 개선 강조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바이오매스에 90% 이상 의존 
 

- 바이오매스(91%)가 독보적인 에너지공급원이며, 그 외 석유(7%), 석탄(1%) 수력(1%)으로 에너지 공급  
 

- 바이오매스는 땔나무(68%), 농업잔류물(15%), 인분(8%)과 같은 전통적인 천연자원으로 구성됨 
 

- 국가 전체 전력공급률이 53% 정도로 낮으며, 1,250 만 주민이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임 
 

- 보유한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히말라야 고지대에 위치하여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별 에너지 공급> 

 

 
 

 

 

 

☞ 네팔의 주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90%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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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가정용 에너지, 산업 분야, 교통 및 수송 분야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9%, 4.5%, 

3.7%를 소비(‘10 년 기준) 
 

- 89%의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 중 많은 부분이 조리용 연료로 사용됨 
 

- 도시 인구의 약 33%가 조리를 위해 바이오매스,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고체 연료 사용의 비율은 90%까지 상승함 
 

- 2001 년에서 2009 년 사이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2.4% 증가 
 

- 에너지 사용 효율이 낮아 손실이 크지만 대부분이 바이오매스의 연소이기 때문에 타 국가들에 

비하면 비교적으로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에너지 소비> 

 

 
 

< 가정용(도시 지역/농촌 지역) 에너지 소비> 

 

 

 

 

 

 

 

☞ 네팔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89%), 산업(4.5%), 교통(3.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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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처 

 

□ 네팔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2개의 중앙부처와 다양한 산하 기관이 관리 
 

    * ① 에너지부, ② 과학, 기술 및 환경부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는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하기 1개의 

유관부서와 2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 
 

ㅇ (전력 개발 부서) 전력 개발 부서(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DED)는 

에너지부를 도와 발전·전력 관련 정책의 올바른 이행을 담당 
 

ㅇ (수력 및 에너지 위원회) 수력 및 에너지 위원회(Water and Energy Commission, WEC)는 

에너지와 수자원 관련 정책 개발, 개발 전략 수립, 프로젝트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 
 

ㅇ (네팔 전력청) 네팔 전력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 NEA)은 네팔 전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며, 전력 생산, 송·배전 시스템과 국가 전력망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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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 및 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는 과학, 

기술, 그리고 환경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하기 

1개의 유관부서와 3개의 산하기관을 총괄 
 

ㅇ (환경 부서) 환경 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 DOE)는 네팔의 환경오염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담당 
 

ㅇ (기후변화 위원회) 기후변화 위원회(Climate Change Council, CCC)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한 국가목표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 
 

ㅇ (다자 이해관계자 기후변화 전략기획 위원회) 다자 이해관계자 기후변화 전략기획 

위원회(Multi-stakeholder Climate Change Initiatives Coordination Committee, MCCICC)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전략·정책 수립 자문을 제공하며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자금을 지원 
 

ㅇ (대체에너지 지원 센터) 대체에너지 지원 센터(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re)는 

네팔의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기술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수력(10MW 이하)발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업무를 담당 

 

 

 

 

 

 

 

 

 

 

 

 

 

 

 

 

 

☞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2개의 중앙부처 외 대체에너지 지원 센터 등 산하기관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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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제도 
 

□ 에너지 정책 
 

ㅇ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에너지 정책은 현재 국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가 

개발 5 개년 계획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음 
 

ㅇ 에너지 정책(‘07/’08~’09/’10)은 전력 분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 전력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둠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4 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정량적 목표 및 구체적 

액션플랜은 부재 
 

* ① 에너지효율 및 보존을 통해 인프라의 개발과 운영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② 

신재생에너지원 지원 산업, ③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 ④ REDD+ 전략 실행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네팔 정부는 국가 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을 9 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 
 

* ① 농업, 수자원, 산림, 생물다양성 분야의 통합적 관리, ② 농업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적응 능력 강화, ③ 지역단위 재난 관리, ④ 빙하 홍수(GLOF) 

모니터링 및 재난 리스크 관리, ⑤ 산림 및 생태계 관리, ⑥ 공중 보건, ➆ 생태계 관리, ➇ 

수자원 및 청정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⑨ 기후 친화적 정주 여건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네팔의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네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Nepal Energy Efficiency Programme, NEEP)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 및 실행방안은 현재로서는 부재 

 

 

 

 

 

 

 

☞ 국가 에너지 정책은 수력을 활용을 전력보급률 개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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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바이오매스 
 

 ㅇ 바이오매스는 네팔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90% 차지) 땔나무, 

농업 잔여물, 인분 등을 활용 
 

 - 바이오매스는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약 95%의 바이오매스가 가정의 조리 및 난방을 

위해 사용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연간 삼림벌채율은 2.1%에 달하며, 연간 목재 사용량은 17 백만톤임(‘05 년 기준) 

 

□ 석유 
 

 ㅇ 석유는 바이오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요 에너지공급원이지만 전체 에너지공급원의 

약 8%에 불과하며, 전량 수입됨 
 

- 네팔 내 일부 화석연료 매장량이 있어 영국민간회사와 체굴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까지 

생산활동이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임 
 

ㅇ 네팔의 모든 화석연료는 인도로부터 수입됨 
 

- 네팔오일회사(Nepal Oil Company)와 인도오일회사(India Oil Company)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해오고 있으며, 수입되는 연료의 75%는 디젤이며 나머지는 케로젠 및 가솔린임 
 

- 수입된 석유제품의 62%가 교통 수송 분야에 사용되며, 그 외 일부가 도시 거주자들의 

조리용으로 사용됨 
 

- 국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6 년의 경우 

네팔 외화보유액의 53%가 석유제품 수입에 사용되었음  
 

-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리용으로 케로젠을 사용하는 도시 거주민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 
 

- 최근들어 조리용 LPG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지는 않음 
 

 ㅇ 석탄의 경우 네팔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1% 정도를 차지하며, 산업 분야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됨 
 

- 벽돌, 시멘트, 스틸 등 생산업체들이 가열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네팔 내 소재한 소규모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08/’09 년 기준 네팔은 29 만 3,000 톤의 석탄을 인도로부터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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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 
 

 ㅇ 네팔은 높은 수력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산 지대에 위치하여 막대한 유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서몬순기후로 인해 수량이 일정하지 않음 
 

- 네팔 연중 강수량의 80%가 우기인 6~9 월 사이에 내리고, 20%가 건기에 눈의 형태로 내려서 

활용가능한 수량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수력에 100% 의존할 시 건기에 부하차단(load 

shedding)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전력 
 

 ㅇ 네팔의 전력보급은 전력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에 의해 총괄되며, 전력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50% 에 불과함 
 

- 전력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이 도시 거주민이며, 농촌지역 거주민들의 8% 정도 만이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 
 

 ㅇ 전력 수요는 연간 9%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녁 시간 최대 전력 수요(peak demand)가 급격히 증가함 
 

- ‘13/’14 연간 최고 전력 수요는 1,201MW 로, 이중 410MW 는 부하차단 처리 되었으며 실제 

공급된 전력량은 791MW 임. 
 

- 791MW 중 436MW 는 전력청의 수력발전에 의해, 22MW 는 일부 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216MW 는 독립형젼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들이 자체 

발전하며, 나머지 116.2MW 는 수입됨. 
 

 

ㅇ 네팔의 전력 공급량은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청은 다양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 바이오매스는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준이나 석유는 인도 수입에 100%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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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네팔은 소수력,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발전기술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용량이 그리 높지는 않음 
 

-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대부분이 마이크로 규모의 소수력, 가정 단위 바이오가스 및 PV 임  
 

- 풍력의 경우, 네팔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89 년 이후 첫 번째 

풍력발전터빈이 설치 되었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는 않음 
 

-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신재생에너지마을 개발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5KW 풍력터빈이 Dhaubadi 

마을에 설치되었음 
 

ㅇ ‘11 년 기준 네팔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아래와 같음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11년 7월 기준) 

 기술 총 설치 현황 단위 파급 지역 

숫자 용량   

1 수력     

 Mini 수력 40 14.95 MW 31 

 Micro 수력 999 18.65 MW 59 

 Pico 수력 1,480 3.18 MW 53 

 1MW 7,959 -  46 

2 바이오가스     

 가정 단위 258,642 - - 72 

 기관 단위 111 - - 25 

 마을 단위 61 - - 20 

3 태양광     

 HH 태양광 PV 284,097 7.44 MW 74 

 기관용 태양광 PV (컴퓨터 라디오 등) 299 - - 42 

 태양광 펌프 81 - - 22 

 태양광 조리기구/건조기 1,920 - - 30 

 태양광 홈 시스템 11,687 0.05 MW 49 

4 바이오매스     

 ICS 619,816 - - 52 

5 풍력 21 - - 12 

출처 : 네팔 대체에너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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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네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파급을 통해 네팔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재생에너지기술 촉진 전문 기관인 대체에너지보급센터 (Alternative Energy Promoting 

Centre, AEPC)를 설립 
 

- 동 기관은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홍보 및 파급, 농촌 지역 인구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산업 개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짐 
 

- 정부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12 년부터 시행된 5 개년 

국가농촌지역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National Rural and Renewable Energy Programme, 

NRREP)과 ’11 년부터 시행된 농촌지역생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for Rural 

Livelihood, RERL) 이 있음   
 

ㅇ 네팔 정부는 ‘17 년까지 각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 
 

* ① 소수력(Small hydropower) : 50MW, ② 마이크로 수력(Mini & Micro hydropower) : 30MW, ③ 

태양광 홈 시스템 : 50 만 시스템, ④ 바이오가스 발전소(가정) : 14 만 개 ⑤바이오가스 

발전소(기관) : 1 만 개 
 

ㅇ 네팔 정부는 향후 20 년 동안 총 에너지 공급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의 

1%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 2017년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용량 목표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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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너지 안보 개선 및 현대화 필요  
 

ㅇ 바이오매스가 90%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 외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석유, 석탄에 의존  
 

- 전통적인 방식의 연료에 의존하여, 땔나무, 농업잔류물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므로 산림벌채율도 높아 지속가능하지 않음 
 

- 화석연료 또한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전량 인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안정적이지 않음 
 

ㅇ 막대한 수자원 보유, 네팔 정부도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보유 
 

ㅇ 태양광, 풍력 발전 가능한 자연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잠재력이 풍부한 편 
 

ㅇ 현재까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의 소수력,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일부 소형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위주 

 

 

 

5. 기타 사항  
 

□ 우리나라–네팔 외교장관 지난 4월 ‘경제협력강화’ 방안 논의 
 

ㅇ 우리나라-네팔 국가 수교 40 주년을 맞아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협력 방안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 
 

ㅇ 네팔의 풍부한 노동력, 수자원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 국간 향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함 

 

□ 인도 총리, 지난 8월 네팔 방문하여 1조 차관 지원 발표  

 

ㅇ 인도 총리 네팔에 10 억 불(약 1 조 388 억원) 규모의 양허성 차관 지원을 발표 
 

ㅇ 동 차관은 네팔의 수력발전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인도 

정부가 네팔과 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협상을 진전시킬 목적으로 이루어 짐 
 

ㅇ 인도 전임 정부가 경기침체로 주변국에 소홀한 사이 중국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항만 

등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인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남아시아 국가 상대 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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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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 우즈베키스탄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지원 

ㅇ 우즈베키스탄 UNDP 사무소는 UNDP 와 지구환경기금(GEF) 지원하에 추진되는 

『우즈베키스탄 산악 · 사막 등 건조지의 사막화 관련 자연자원 부담경감』 프로젝트 착수 
 

- 금번 착수되는 GEF 사업은 『중앙아시아 지역 토지관리 이니셔티브(CACILM)』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총 규모는 2.5 백만불(GEF: 2.31 백만불, UNDP: 20 만불)으로 2018.8 월 까지 해당 

지역에 산림조성 및 토지관개 사업 관련 연구 및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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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 2 차 태양광발전소 FEED 사업 관련 1.5 백만불 지원 예정 

ㅇ ADB 는 우즈베키스탄에 건설될 2 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ADB 의 기술지원(TA) 프로젝트 시행 예정 
 

- 현재까지 ADB 의 對우즈베키스탄 태양광 관련 지원은, △프로젝트 준비(2.25 백만불), △태양에너지 

연구소 설계(0.225 백만불),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 (1.1 억불 차관 및 0.75 백만불의 

기술지원)외 사마르칸트 등 6 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기술 지원하고 있음 
 

- 금년 6 월 우즈벡에네르고 대변인은 2020 년까지 130MW 급 2 차 나보이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가 2016 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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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빈불락 티타늄 광산 개발 착수 발표 

ㅇ 국가지질자원위원회는 Uzmetkombinat(우즈벡제철공사)가 카라칼팍스탄에 소재한 테빈불 

락 티타늄 광산 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 
 

- 티타늄과 바나디움 철광석 채굴 시설(연 14.7 백만톤) 및 철강 생산 시설 (연 1.5 백만톤)을 건설하게 

되며, 건설에 필요한 30 억불 규모의 사업비는 우즈베키스탄 측 재원 및 외국 차관으로 충당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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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러시아 Uralmekhanobr 사(국영우랄광산철광(UMMC)의 계열사)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 제의에 

따라, 2020 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14 년말 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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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아스타나 학교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지원 완료 

ㅇ EBRD는 KEGOC와 협력을 통해 아스타나에 있는 학교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CO2 

 

배출 

감소를 위해 € 160,000 의 보조금을 지원 

- CO2 배출량은 연간 약 250 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EBRD 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약 65 억달러를 투자할 것 
 

☞ http://www.ebrd.com/pages/news/press/2014/140911.shtml 

 

 

□ 카자흐스탄 2019 년 석유 9 천 6 백만톤 생산 증가 계획 

ㅇ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 Yerbolat Dosayev 는 2015 년 원유 8 천 1 백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노보스티 통신에서 밝힘 
 

-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생산은 2019 년 9 천 6 백만톤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277:kazakhstan- to-increase-

oil-production-to-96-million-tons-by-2019&catid=79&Itemid=567 

 

 

□ S&P, 카자흐스탄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ㅇ Standard & Poor Christian Esters 수석이사는 알마티(9.10)에서 개최된 S&P 연례회의에서 

S&P 가 카자흐스탄의 신용등급을 stable 에서 negative 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전함 
 

-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비효율적 통화정책이 유지된다면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연초 감행한 텡게 평가절하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고 

부언 
 

- 단, 자본 시장의 기능이 개선되고 유연성을 회복하면 현재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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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제품 생산 증가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오일 & 가스산업 및 광물자원부 장관은 2014 년 8 월 현재 석유정제 

규모가 2013 년 같은 기간 대비 101.8% 를 기록했다고 밝힘 
 

- 디젤연료의 생산이 102.1% , 가솔린의 생산이 102.1%를 기록 
 

-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정제산업에 대해 2020 년 20 만톤, 2025 년 22 만톤, 2030 년 30 만톤으로 

점차적으로 설비 용량을 확대할 계획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12641.html 

 

□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수출 확대계획 

ㅇ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전기에너지공사 CEO Rasul Annayev 는 국가 전체 전력생산의 

13~15%에 해당하는 28 억 kWh 이상의 전기를 매년 이웃국가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소비자에게 전력 공급을 향상시키고 전력수출의 증가를 위해 220kV Serdar-Farap, Farap-Watan 및 

Atamyrat-Pelvert 송전선이 건설 
 

- 또한 Mary-Mashhad (이란) 와 Balkanabat-Aliabad (이란)에 400kV 이상의 송전선을 구축할 계획 
 

-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전력산업발전계획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양한 지역에 14 개의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계획하고 있음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13726.html 

 

 

□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Gurbanguly Berdimuhammadov과 아제르바이잔 석유회사 

(SOCAR)는 

 

Ashgabad에서 가진 회의에서 전략적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언급 

- 양국은 석유 및 가스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량의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두 나라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으로 기존의 협력을 지속할 것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14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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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중국회사 키르기스스탄의 유전 지분 인수 완료 

ㅇ 중국 Rongsheng 중공업  그룹의 자회사 Ocean Sino Holdings Limited는 지난 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고 전략적인 석유 프로젝트의 타겟으로 New 

Continental Oil & Gas 
 

주식 매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힘 

- Ocean Sino Holdings Limited 는 약 2 억 8 천만 달러를 들여 14 억주의 주식을 매입 (New Continental 

Oil & Gas 의 주식 60%에 해당)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278:chinese-comp any-

completes-acquisition-of-stakes-in-kyrgyzstan-oil-fields&catid=84&Itemid=576 

 

 

□ 키르기스스탄, 전기요금 4% 인상 

ㅇ 키르기스스탄의 전기요금이 2015 년 4 월 1 일 부로 4%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자원부 산하 연료 및 에너지 관련 부서 보고 인용)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7 년까지 새로운 관제 정책에 따라 관세법령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부서에 해당 정책을 지시함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08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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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나보이아조트(Navoiazot) 질산 생산시설 건설 

ㅇ 나보이아조트(Navoizazot)사는 질산 생산시설 건설 사업(1.85 억불, 공사기간: 36 개월)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2014.9.20 임 
 

- 담당: 타슈켄트 건설입찰센터 

- 6 Abau St., Suite700 Tashkent 

- Tel: 99871) 244-0765, Fax: 99871) 24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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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보이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PQ 입찰(JICA 지원) 

ㅇ 우즈베키스탄 에네르고는 나보이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450MW 급 1 기 턴키 EPC 

공사 관련 입찰 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을 발표 
 

- 담당: 나보이복합발전소 프로젝트(Attn: Mr. Alisher Yunusov) 

- 6 Istiqlol St, Tashkent 100000 

- E-mail : 

* www.uzbekenergo.uz 참조 

pmunavoiy@uzbekenergo.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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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3 대 유전지역 석유채굴 분야 합작 기업 설립 계획 

ㅇ Karabalin 에너지부 제 1 차관은 카자흐 주요 3 대 유전인 ‘카샤간’, ‘텡기즈’, ‘카라차카낙’에 

석유채굴 작업 분야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언급  
 

- Karabalin 차관은 적임의 자국 기업 설립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선도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전함 
 

- 텡기즈 유전에는 채굴 및 프로젝트 작업관련 카자흐스탄 측과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카라차가낙’ 프로젝트에는 Saipem 이탈리아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기업간 합작 회사 설립에 대한 교섭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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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장 - Yangaja 역사간 철로 건설 관련 국제입찰 

ㅇ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위한 새로운 가스복합단지부터 Yangaja” station 간 

새로운 철도 건설 관련 공사 국제 입찰 
 

- 공사 계획에 한 신청서 제출 (입찰자의 법적지위, 국가 및 회사의 활동정보 등) 

- Archabilshayoly, 56, State Concern, Ashgabat, Turkmenistan, “Turkmengas” 

- Tel: (+993 312) 40-32-51 

 

- 기간 : 2014 년 10 월 10 일 (현지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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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O-2015 국제박람회 전시관 건설 및 운영 관련 입찰 (기한연장) 

ㅇ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는 8 월 2 일 EXPO-2015 국제박람회 전시관 건설 및 운영 

관련 국제 입찰에 대한 발표 기한을 연장 
 

- 기간 : 2014 년 9 월 20 일 18 시 

- Ashgabat, B. Karryyev str., 17” 

- Tel: (+993 312) 94-17-74, 94-05-49 

 

- 기간 : 2014 년 10 월 10 일 (현지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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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스스탄  

 

□ 비쉬켁 내 아파트 건설 입찰 

ㅇ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비쉬켁 Kok-Zhar 구역 내 447.72 백만 KGS 규모의 

아파트 건설 입찰을 공고 
 

- 입찰서류 제출 : 2014 년 10 월 10 일 

- 9 개층 아파트 3 개동 건설을 포함한 1 단계 공사 수주 

- 공공 조달 포털에 해당 내용 게시 

☞ http://www.akipress.com/news:546124/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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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 카리모프 대통령 중국방문(8/19~20) 성과 
 

ㅇ (경제·통상) 기업간 거래 활성화 및 무역, 투자, 에너지, 제조업,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부문 협력 발전 방안 협의 
 

- 동 방문시 22 개 협정(52 억불) 및 기타계약(8 억불) 등 총 60 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 (구체적 계약내용 미발표) 
 

ㅇ (에너지) 중국으로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중앙아-중국간 가스파이프 건설/운영사업 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 파이줄라예프 UNG 회장과 저우지핑 CNPC 회장은 무바렉 가스처리공장을 기반으로 가스화학공장 

설립 MOU, 4 차 중앙 아-중국간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을 위한 JV 설립 협정을 체결 
 

- 4 차 라인 준공 시 중앙아산 천연가스의 대중국 공급 및 가능 규모는 연 85BCM 까지 확대될 전망 
 

ㅇ (교통인프라) 중국-우즈베키스탄간 최단거리 철도(중국-키르키즈스탄-우즈베키스탄) 건설은 

양국간 전략 사업으로써 이를 통해 중국이 중앙아 국가 및 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 안그렌-팝간 전철 건설 사업(124km 구간)을 진행(60km 완공)하고 있으며, 캄칙터널공사(4.55 억불, 

19km 구간) 공사는 중국「China Railway Tunnel Group」이 수행 
 

ㅇ (금융) 중앙아-중국 가스파이프 4 차 라인 건설, 중앙아-중국 철도 건설,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사업 등에 차관 제공 협정을 체결 (구체적 체결 협정 미발표) 
 

ㅇ (기타)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은 나보이아조트 질소화학공장 부지 내 PVC(폴리염화비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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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이란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간 경협 강화 논의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9.8~9)한 이란 Hasan Ruhani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철도가 2014 년 

11 월 초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전함 
 

- 카자흐에서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철도 개통으로 카자흐 밀 수출량이 현재 50 만톤에서 향후 

250 만톤으로 증대되어 약 5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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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철도를 통해 카자흐는 페르시아만 국가들로, 이란은 러시아 및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100 억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는 등 양국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부언 
 

ㅇ 크즐로르다에 유리 공장(520 억 텡게) 건설 계획 
 

-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JSC 는 이란 Kaveh Glass Industry Group 과 유리생산 합작기업 설립계약 체결 
 

- 금년 10 월 크즐로르다 신산업지역에 건설이 시작되며, 본격 생산 가동은 2017 년으로 예상 

산출량은 연간 19 만 7 천톤 
 

- 생산품들의 70%는 국내 시장에서 소비, 나머지는 관세동맹국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수출될 예정 
 

ㅇ 경제분야 협정 체결 

- 투자개발부는 금번 이란대통령 주재국 방문계기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대표단들이 

습식제련공장(hydrometallurgical plant) 건설 프로젝트 협정에 서명 
 

- 양측은 남카자흐스탄 지역에 도자기공장 건설 및 대리석 생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Gulistan 지역에 곡물 터미널과 구리광산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 
 

- 지질학, 금속, 농업, 교통, 물류, 관광,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서 총 5 억달러 이상의 협정이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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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켄트 국제 혁신포럼 개최 
 

ㅇ 남카자흐스탄 지역의 혁신 이미지 개선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진을 위해 국제 혁신 

포럼을 개최 
 

- 개최일시: 2014.10.3(금) 

- 장소: 쉼켄트시 Rixos Hadisha Shymkent 

- 연락처: Tel.8 (7252) 53-74-43, Fax. 53-05-27 (D.Kosherba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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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회 아시아 소매무역 및 소비재유통 비즈니스 서밋 2014 개최 
 

ㅇ BBCG 카자흐스탄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1 회 아시아 소매무역 및 소비재 

유통 비즈니스 서밋이 아스타나에서 개최 
 

- 개최일시: 2014.11.6-7 

- 장소: 독립기념궁 (아스타나) 

- 연락처: +7-727-254-77-04 

- E-mail: elena@bbcg.kz (www.b2bc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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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http://www.b2bcg.ru/�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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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국방장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예정 
 

ㅇ Hossein Dehqan 이란 국방장관은 9 월 15 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 이번 방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첫번째 방문 

- 방문기간 동안 최근 지역 및 국제 개발뿐 아니라 양국 관계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 
 

☞ http://en.trend.az/iran/politics/2311610.html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SCO 정상회의 참석 
 

ㅇ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Gurbanguly Berdimuhamedov 는 9 월 11 일~12 일 두샨베이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을 방문 
 

- Gurbanguly Berdimuhamedov 는 투르크메니스탄과 SCO 의 관계는 및 지리적 구조 

다변화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중요한 영역에 있다고 밝힘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271:president-of- 

turkmenistan-attends-sco-summit&catid=78&Itemid=566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한국과 문화협력 논의 
 

ㅇ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9 월 16 일 김창규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와 Kamila Talieva 

문화관광부 장관이 만나 양국간 문화협력에 관한 많은 논의를 나누었다고 발표 
 

- 지난해 개최된 ‘제 1 회 키르기즈스탄 K-POP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면서 현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현재 최고조에 달한 수준이라고 평가 

- 양국 간 교역은 1 억 6 천만 달러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현지의 뜨거운 한류열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도 키르기즈스탄 투자-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함 
 

☞ http://www.emerics.org/eurasia/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ctsno=147355 

 

 

 

 

 

http://en.trend.az/iran/politics/2311610.html�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271:president-of-%20turkmenistan-attends-sco-summit&catid=78&Itemid=566�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271:president-of-%20turkmenistan-attends-sco-summit&catid=78&Itemid=566�
http://www.emerics.org/eurasia/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ctsno=1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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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투자 지속 
 

ㅇ 많은 에너지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ADB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학교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CO2
 

 배출 감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진출 활로를 모색해야 함 

 

 

□ 석유가스 생산 증가와 에너지 협력 지속 추진 
 

ㅇ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의 해이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보유한 에너지 및 자원을 바탕으로 타국과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 카자흐스탄은 유전지역에서의 해외 선도기업들과의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우즈베스키탄간 에너지 부문 협력을 약속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함 
 

ㅇ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내 에너지 개발과 수출을 위해 

인접 국가 및 해외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으나, 협력 관계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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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가스 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임 

ㅇ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60%가 넘고, 발전부문에서 가스화력발전 비중이 

거의 100%에 이르는 등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음 

ㅇ 에너지 정책은 생산 증대에서 높은 수출가격과 신규 석유가스 수출시장 개척으로 전환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주변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럽 및 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는 아직 소극적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 천연가스 주요 공급국으로 중앙아시아 주변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IEA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생산량은 68,028ktoe 로 천연가스 

56,223ktoe, 원유 11,805ktoe 가 생산됨 
 

- 주요 에너지 수출품은 천연가스(36,536ktoe)이며, 그 외 원유(3,115ktoe), 석유제품(2,147ktoe), 

전력(234ktoe) 일부도 수출하고 있음 
 

- 내해인 카스피해에 접해 있는 관계로 사실상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가스수출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가스 수출국은 러시아와 중국임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구입해서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교역구조는 주요 수출노선이 러시아 소유의 

가스수송망과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데에서 비롯됨 
 

-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자국에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건설하여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가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원유가 23.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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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1990~2012 > 

 
자료 : IEA(2014)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 > 

 
자료 : IEA(2014)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원유 등 화석연료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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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총 에너지소비는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음. 
 

- 2012 년 기준 최종 에너지소비 구조를 보면, 석유제품 34.8%, 천연가스 59.0%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이외에도 전력 5.0%, 열에너지 1.2%를 소비 
 

- 석탄은 1990 년대 초까지 소량 소비되었으나, 1997 년 이후에는 소비하고 있지 않음 
 

- 2012 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41%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으며, 교통과 산업부문은 각각 16%와 14%를 소비함 
 

ㅇ 2012년 발전량은 17,750GWh이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 초까지 수력과 가스를 통해 발전하였으나, 이후에는 가스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2 > 

 
자료 : IEA(2014)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 

 
자료 : IEA(2014)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며, 발전은 전적으로 가스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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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에너지산업부, 석유가스관리청, 탄화수소 

관리 및 사용청, 카스피해 자원개발 지원청 등의 정부기관이 있으며,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부 산하에는 각 부문별 국영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한 계약 체결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대통령 1 인에게 집중됨 
 

ㅇ (에너지산업부, Ministry of Energy)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산업은 발전, 송∙배전 모두 

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부(Ministry of Energy)가 전력부문을 담당 
 

ㅇ (탄화수소 관리 및 사용청, State Agency of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외국투자 주요 중개역할, 라이선스 협상 및 승인하며 탐사 및 PSA 에 개입함 
 

ㅇ (투르크메니스탄 소유 카스피해 자원개발 지원청(National Service on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of Turkmenistan’s Sector of the Caspian Sea) 석유 가스 및 환경을 포함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자원의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함 
 

ㅇ (석유가스자원관리청, 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a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에너지 부문 관련 외국기업과의 협상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7.3 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종전 석유가스부(Ministry of Oil & Gas)를 재편하여 탄생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계약 관련 외국기업의 주된 접촉선으로서, 이와 관련 정부내 여러 기관(석유가스 

광물자원부, 재무부, 천연자원부 등)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 및 아래 담당 업무 수행 
 

- 투자 제안 검토 

- 석유, 가스 등 자원의 활용 관련 허가 발급 

- 현장 개발 감독 및 허가 연장 

- 입찰 시행 및 협상 

- 건설 공사 및 파이프라인 활용 관련 계약 체결 

- 감사 시행 

- 국내 및 해외에서의 기업 형성 및 매입, 여타 기업의 주식 매입, 해외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 정부의 생산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관련 소득 관리 등 
 

ㅇ (Turkmenneft) 석유 생산, 처리 및 운송 담당 국영기업이며, 산하에 7 개의 지역 생산 

협회 (Kotur Tepe, Nebit Dag, Kum Dag, Kamishldzha, Cheleken, Korpeje, Yashildepe)가 있음 
 

ㅇ (Turkmengaz) 가스 생산, 처리 및 운송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ㅇ (Turkmengeologia) 자원의 탐사, 평가 및 지질 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으로 

탐사 후 자원 개발 관련 정보를 Turkmenneft 나 Turkmengaz 이관 

ㅇ (Turkmenneftegazstroi) 석유 및 가스 부문과 관련한 건설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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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생산 증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높은 수출가격과 새로운 

석유･가스 수출시장 개척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현 정부는 자국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이 폐쇄적인 경향이 있으나, 자국 소유 카스피해에 위치한 

해상 석유 가스 매장지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 또한, 2008 년 신규 탄화수소법이 채택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투자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경제구조, 관료주의 및 정치부패가 

방해요인으로 작용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기본적으로 해상 매장지 개발만 외국기업에게 개방하고, 육상 매장지 

개발사업은 자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국 가스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국 기업과 육상 매장지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2 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간 경제협정 체결되었고,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발전을 

위한 차관을 지급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육상 매장지 개발사업에 중국기업 참여를 허용 
 

ㅇ 이외의 외국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소유 카스피해 해상 매장지의 탐사･시추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대유럽 가스수출을 기대 

-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과의 합작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작기업에는 국가지분이 포함되어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또한 PSA 계약을 

통한 개발사업을 시행 
 

- 2001 년 11 월 15 개의 유 가스전에 대한 개발권 공개입찰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PSA 방식을 

통한 개발방식이 제시되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 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규제 

- 외국 개발권에 관한 법(Law on Foreign Concessions)은 석유 가스와 같은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을 규정하며, 5 년에서 40 년의 개발권이 부여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은 세금면제, 자유경제구역 거주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안정적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신흥 수출시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한 파키스탄 및 인도로의 가스 수출을 계획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은 각국을 연결하는 가스관(TAPI, Turkmenistan–

Afghanistan–Pakistan–India) 건설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였음 
 

- 또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카스피해를 통과해서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를 통한 精 유럽 수출을 

위해서도 계속 EU 와 협의 중에 있으나, 카스피해를 통한 精 유럽 가스 수출은 현재 해저 가스관 

건설을 반대하는 러시아로 인해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수출가격과 새로운 석유･가스  수출시장 개척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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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에 이어, 구소련 연방 중 제 4 위의 

석유 생산국임 
 

- 2012 년 석유 생산량은 254,000 b/d(Wood Mackenzie) 

- 석유 매장량 대부분이 카스피해에 분포해 있으며, 현재 생산은 남부 카스피해 유전이 중심임 

- 카스피해 연안국인 이란, 아제르바이젠과의 합의가 유전 개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2002 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Dragon Oil 과 

Petronas 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 수행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며, 국영기업의 생산량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2016 년에는 최고점인 312,000 b/d 의 생산량 도달 전망) 
 

- 석유 생산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추가 탐사 및 개발 면허 부여 여부는 

국영기업 Turkmenneft 의 투자 여력 및 기술력에 달려 있음 

ㅇ 정부의 생산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생산으로의 관심 이전, 외국인 투자의 

부진, 카스피해에서의 투자 경쟁 과열로 생산 증대 목표 달성은 난망 
 

- 2030 년까지 해상광구의 석유 생산량을 1,300,000 b/d 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생산량은 300,000 b/d 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 

※ Wood Mackenzie(2013.1)는 2022 년 생산량을 267,000 b/d 로 관측 
 

ㅇ 2012 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 9 위의 가스 생산국(생산량: 64.4bcm)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9% 차지(BP Statistical Review(2013)) 
 

- 2013 년 9 월 대형 가스전인 Galkynysh 가스전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2013 년 가스 생산량은 

75~80 bcm 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 
 

o 대부분의 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의 아무다리아 Basin(약 80%)에서 생산되며, 남부 

카스피해에서도 일부(약 20%) 생산 

 

< 주요 가스전 위치별 생산량(출처: Wood Mackenzie(2013.1)) > 

위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무다리아 4879 5233 5632 2530 3138 4267 4695 

남부 카스피해 1096 1012 887 1019 900 1098 1164 

총생산량(mmcfd) 5975 6245 6519 3549 4038 5365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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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해체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 년 

러시아를 통해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 2008 년 대러 가스 수출은 42 

bcm 에 달함 
 

- 그러나, 2009 년 4 월 대러 가스관 폭발사고 및 가스 수출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수출 중단 
 

- 이후 가스관 보수 완료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최종 소비 시장인 유럽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대러 

가스 수출은 2010 년 1 월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축 
 

o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2009 년 12 월 대중국 가스관 건설이, 

2010 년 제 2 의 대이란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서, 가스 생산량은 다시 증가 추세 
 

ㅇ 카스피해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은 외국기업과의 PSA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Cheleken 지역에는 Dzheitune, Dzhygalybeg, Chelekenyangummez 해상유전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1 년 기준 석유 8 천만톤, 가스 88Bcm 으로 추산됨 
 

o 투르크메니스탄은 2 개의 정유 시설(서부의 Turkmenbashi 정유공장, 동부의 Seidi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시설의 처리 용량은 총 140,000 b/d 임. 
 

o 2011 년 Turkmenneft 는 정유 시설 발전 계획을 발표 
 

- 투르크멘바쉬의 정유공장 현대화 및 3 개의 정유공장 신설을 통해, 정유 처리 용량을 2030 년까지 

매년 15 백만톤(300,000 b/d)씩 증대시켜, 2030 년에는 30 백만톤(600,000 b/d)으로 제고 
 

- 투르크메니스탄과 말레이시아 Petronas 는 카스피해 Block-1(Diyarbekir, Makhtumkuli, Ovez 유전) 

개발을 위하여 2007 년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o 이에 따라, 우리나라 LG 상사/현대 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이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규모: 534 백만불)을 수주, 2015 년 5 월 공사 완료 예정임. 
 

o 노후화된 Seidi 공장은 폐쇄되고, Ekerem 정유공장이 건설될 예정(처리 용량: 100,000 b/d)  
 

- 현재 일본 JGC 그룹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5 년 공사 시작 예정 
 

<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매장지 및 수송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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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아래의 5 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 가스 터빈 플랜트(126 

MW)가 2003.2 월부터 가동 중 
 

- Mary 화력발전소 (1,685 MW) 

- Turkmenbashi 열병합발전소 (580 MW) 

- Abadan 화력발전소 (371 MW) 

- Seidi 화력발전소 (169 MW)  

- Balkanabad 화력발전소 (174 MW) 

 

ㅇ 2011 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소는 국내 수요(136 억 킬로와트/시간)를 상회하는 시간당 

169 억 KW 의 전력을 생산 
 

- 발전 용량 50% 증대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발전소 현대화 및 추가 시설 건설 
 

- 터키의 Calik Enerji 精 가 5 개의 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6 억불 규모), 이를 통해 총 발전 

용량이 400MW 증가된 것으로 평가 
 

- 이밖에도, 수도 아쉬하바드에 246 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스)가 건설되었으며, 다쇼구즈에도 254 

MW 규모의 발전소가 건설 예정 
 

ㅇ 2013 년 9 월 2013~2020 년간의 전력부문 발전 계획을 발표 
 

- 2013~2016 년(1 단계)간 8 개의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 

- 2017~2020 년(2 단계)간 6 개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2006 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UN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일사량은 

23,760kJ/㎥이고 연간 일사량은 8 x 106

 

kJ/㎥임 

ㅇ EBRD 의 2009 년 Country Profile: Turkmenistan 의 보고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사량은 동부로 갈수록 풍부해짐 
 

- 태양에너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국경에 맞닿아 있는 동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에 가장 풍부하며 

이는 구 소련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 
 

ㅇ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지역에 위치한 투르크멘아바트 지역의 연간 직달 일사량은(Direct 

Normal Insolation)은 2,120kWh/㎡/년으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 

중동 지역 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됨 

☞ 석유가스 부문의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75%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도입이 가장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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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비도시지역에 가스관이나 전력망 건설 등 값비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소규모의 태양 및 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을 공급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려 하고 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총 3 단계에 걸쳐 확대할 계획임 
 

- 1 단계에서는 2015 년까지해외기술을도입하여투르크메니스탄상황에맞게적응 
 

- 2 단계인 2020, 3 단계인 2030 년까지는신재생에너지생산을확대및안정화 

ㅇ 신재생에너지 도입 이유 
 

-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전세계적인 경향 
 

- 73% 이상의 투르크메니스탄인이 기존의 가스수송관이나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사막 및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전통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데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 
 

- 투르크메니스탄 태양연구소가 이미 1970 년대에 설립되어 이미 충분한 기술과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국가적 우선순위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순임 
 

- 태양에너지의 경우 태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스발전 단가가 

너무 저렴한 상황이라 이에 비해 값비싼 태양에너지발전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ㅇ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전력회사인 투르크멘에네르고는 2011 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2020 년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함 

- 태양광발전의 경우 해외기술 도입 및 제품 수입을 고려 중이나 가스발전과 비교할 때 태양광발전 

단가가 너무 높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로 분류 
 

- 투르크멘에네르고에 따르면 독일기업이 2011 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MW 급 발전 용량 설치에 1,900 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여 

경제성이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1 년 기준 발전효율이 15%에 불과하여 발전효율을 23~27%까지 제고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 
 

- 2011 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석유화학기업 등의 지원으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학교시설 등에 태양연구소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바 있음 

 
 

☞ 값싼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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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석유가스 가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둠에 따라 외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 추진 예상 
 

ㅇ 정부는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및 석유･가스  가공산업 육성에 큰 중점을 두고,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카스피해를 통한 精 유럽 가스 수출이 러시아의 방해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카스피해 

해상에서의 탐사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상광구 개발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마련 추진하려고 함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 월 

Berdymukhammedov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가스 가공부문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요청하였고, 중국 정부는 지난 9 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 차원에서 

2020 년까지 가스 수입량을 현재의 3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이와 같은 석유가스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추진 파트너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전략적 접근 필요 
 

ㅇ 또한, 산업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국 내 석유가스 가공산업 육성 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플랜트건설부문의 투자수요도 증가 예상 

 

ㅇ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가스처리 공장 건설 등 플랜트 산업 

진출과 연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시장 진출 검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 필요 
 

ㅇ 아직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임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사막 및 

산간지대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주요 석유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상외교를 통합 에너지 분야 협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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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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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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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스스탄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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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RCC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탄자니아 방문 
 

 ㅇ 리우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은 6 월 21 일 - 26 일 탄자니아를 방문, Kikwete 대통령 

예방 및 Bilal 부통령 면담 실시 
 

   - 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관광, 농업가공 및 다양한 기술분야 훈련 등에서 협력 강화 
 

   - 작년 시진핑 주석의 방문시 협의된 바가모요항 건설 및 특별 경제구역 활성화 가속화 
 

   - 탄자니아 전력시장 개선을 위해 전력 생산 및 공급분야에 중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독려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

qno=109339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미 – 아프리카 정상회의 중 탄자니아 Kikwete 대통령 참석 결과 
 

 ㅇ 8 월 4 일 – 6 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 –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탄자니아 Kikwete 

대통령의 참석 결과가 탄자니아 내 주요 언론에 공개됨 
 

   - Obama 대통령은 정부 및 민간 분야를 포함하여 330 억 달러 규모의 대 아프리카 신규 투자 발표 
 

   - 전력분야 120 억 달러, 기타 140 억 달러 및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수출 촉진을 위한 70 억 달러 
 

   - 8 월 5 일 미국에서 개최된 탄자니아 투자포럼에서 Kiktwte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에게 천연가스, 

광물, 농업, 농산물 가공업, 건설업,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요청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0608411269760.htm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qno=109339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qno=109339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0608411269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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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20 곳의 새로운 광물 매장 지대 발견 
 

 ㅇ 에티오피아 지질조사청(Geological Survey of Ethiopia, GSE)은 최근 20 곳의 새로운 광물 

매장지대를 발견하였고, 그 중 18 곳은 석고, 석회석, 대리석, 포타슘이 발견되었음 
 

   - 19 곳은 Oromia 지역에 위치 
 

   - 에티오피아 남부 Wolkite 지역 석탄 매장 확인 
 

   - GSE 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360 백만톤의 석탄 및 5,000MW 규모의 지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

no=10902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에티오피아, 러시아 석유 탐사회사와 계약 체결 
 

 ㅇ 에티오피아 광업부는 러시아 석유 탐사회사인 GBP Global Resources 와 계약 체결(7.17) 
 

   - GBP는 42,226 km2

 

 의 지역에서 25 년간 탐사와 생산을 진행할 예정 

   - 석유 또는 가스 발견될 경우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양측의 분배 비율이 달라짐 
 

☞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

no=108912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에티오피아, 대규모 인플레이션 예상 
 

 ㅇ 에티오피아 정부 공무원 임금 (33~46%) 및 에티오피아 항공 임금 (10~20%), 

주에티오피아 미국 대사관 임금 (42%) 인상 
 

   - 공무원 임금 인상과 이에 따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2014/2015 회계연도 정부예산 15% 증액 
 

   - 2014 년 상반기 음료 가격 및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에티오피아 화폐는 지속적으로 절하 
 

☞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

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

=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

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

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902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902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8912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8912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8732&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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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중국, 모잠비크 송전사업 자금 지원 
 

 ㅇ 중국 국영 국가전망공사(China State Grid Corp)가 모잠비크 중부 및 남부 연결 송전사업 

자금 지원 발표 
 

   - 모잠비크 에너지장관의 발표로 공식화됨 
 

   - 중국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 REN(Redes Energeticas Nacionais)이 모잠비크의 

HCB(카오라바사 수력발전소) 지분의 7.5%를 사들일 것이라는 전망 
 

   - 향후 전력 개발을 위한 투자가 15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모잠비크 에너지장관은 전망함 
 

☞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

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

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

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

&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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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입찰예정 
 

ㅇ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잔지바르 농업자원부가 발주하는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본구매 입찰 올 하반기(9 월 ~ 10 월) 예정 
 

    - 현재 컨설턴트 입찰 마감, 본구매 예정, 입찰서류 준비중 

- 차관한도: 50,000 천 달러 
 

☞http://www.edcfkorea.go.kr/edcf/custo/bid_view.jsp?y=0&x=0&subject_txt=%C5%BA%C0%DA%B4%CF%BE%C6&reg_no=149 

 

 

□ 탄자니아 주민증데이터센터 건립사업 공급자 선정 입찰공고 
 

ㅇ 탄자니아 주민등록청(National Identification Authority, NIDA)에서 공고 
 

    - 공고일: 2014. 9. 16 
 

    - 입찰서류 구입처: 탄자니아 주민등록청 
 

    - 제안서 제출마감: 2014. 10. 27 10:00 AM (현지시간) 
 

    - 참고: 입찰공고문 (아래 링크 참고)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526&bbs_code_id=1311913961379&bbs_code_tp=BBS_

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 

 

 

▐  에티오피아  

 

□ Hawassa 공항 건설공사 입찰 진행 예정 
 

ㅇ Hawassa 공항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에티오피아 공항공사(Ethiopian 

Airport Enterprise, EAE) 측은 공사를 위한 입찰 진행 예정 
 

   - 비행장 설계는 국영 업체인 TCDE(Transport Construction Design Enterprise), 터미널 설계는 민간 

업체인 Bereket Tesfaye Consulting Architects and Engineering 사가 수행 
 

   - 아디스아바바 남쪽으로 275km 떨어진 Hawassa 공항은 완공 후 에티오피아의 19 번째 공항이 됨 
 

http://www.edcfkorea.go.kr/edcf/custo/bid_view.jsp?y=0&x=0&subject_txt=%C5%BA%C0%DA%B4%CF%BE%C6&reg_no=149�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526&bbs_code_id=1311913961379&bbs_code_tp=BBS_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4526&bbs_code_id=1311913961379&bbs_code_tp=BBS_2&code_tp=N03_95_538&code_tp_up=N03_95&code_tp_nm=TA&req_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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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의 GTP(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에 따르면 2014/2015 회계연도 말까지 21 개의 

공항을 건설할 예정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

=108641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에티오피아, 정부주도 도매유통업 확대 
 

ㅇ 에티오피아 총리령으로 ALLE Wholesale 설립 후 2014 년 5 월 첫 매장 개설 
 

   - 전국적 유통망을 갖춰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목적 
 

   -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 외국계 유통업체의 현지 진출을 금지 (Walmart, Carrfour 등) 
 

   - 향후 2 년 내 각 지방 거점 25 개 도시에 총 36 개 매장 개설 예정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

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

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

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

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  모잠비크 

 

□ 모잠비크 지방도로 정비 중국업체 선정 
 

 ㅇ 모잠비크 제 6 번 국도 300km 정비 및 확대 작업을 4 억달러에 제시한 AFECC(Anhui 

Foreign Economic Construction Corp)가 수주 
 

   - 베이라 항구와 내륙 국경지역 마시판다 지역을 연결하는 1 차선 도로로 공사기간은 3 년 예상 
 

   - 모잠비크를 비롯한 짐바브웨, 말라위, DR 콩고, 잠비아 등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 접근성이 좋아져 

물류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

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

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

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

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8641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t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5156&seqno=108641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51&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9677&UPPER_MENU_CD=M10150&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101124&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nolink�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5366&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101155&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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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정상회담에 탄자니아 Kikwete 대통령 참석 
 

 ㅇ 짐바브웨 빅폴에서 개최된 회의에 탄자니아 Kikwete 대통령 포함 13 개국 정상 및 2 개국 

부통령 참석(8.17-18) 
 

 ㅇ “경제변혁을 위한 SADC 의 전략”을 주제로 개최 
 

 ㅇ 남부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 지역정치, 경제현안 및 에볼라 대처방안 등 논의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qno  

=109336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제 5 차 아프리카 가스 & LNG 연례회의 탄자니아 다레살람 개최 
 

 ㅇ 2014 년 9 월 2 – 3 일, 탄자니아 다레살람 제 5 차 아프리카 가스 & LNG 연례회의 개최 
 

 ㅇ TANESCO, EWURA, Statoil 등 에너지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주요 연사로 참가 
 

   ☞ http://neo-edge.com/event-line-up/energy-utilities/5th-annual-africa-gas-lng-summit-2014/ 

 
▐  에티오피아  
 

□ 2014 년 이후 인구 및 개발 지역회의 아디스아바바 개최 
 

 ㅇ 2014 년 9 월 30 일 – 10 월 4 일, 2014 년 이후 인구 및 개발 지역회의가 UNECA 주관, 

미국정부 후원으로 아디스아바바 UN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됨 
 

 ㅇ 본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지역 개발권 협의, 아프리카 각국의 장관급이 참석할 예정임 
 

   ☞http://www.uneca.org/media-centre/stories/regional-conference-population-and-development-beyond-2014-harnessing#.VB9v8fl_thI 

 
▐  모잠비크 
 

□ 2014 모잠비크 광물, 에너지, 석유, 가스 컨퍼런스 개최 
 

 ㅇ 2014 년 3 월 26 일 – 3 월 28 일, AME Trade, AGMM(모잠비크 광물지질협회), ENH(국영 

탄화수소 기업) 주최로 마푸토 Joaquim Chissano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 
 

 ㅇ 미국, 중국, 인도 등 33 개국 및 222 개 기관에서 참가 

 * 2016 년 MMEC 는 2016 년 4 월 27 일 – 28 일 마푸토에서 개최 예정 

    ☞ http://www.mozmec.com/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qno%20%20=109336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tz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684&seqno%20%20=109336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neo-edge.com/event-line-up/energy-utilities/5th-annual-africa-gas-lng-summit-2014/�
http://www.uneca.org/media-centre/stories/regional-conference-population-and-development-beyond-2014-harnessing#.VB9v8fl_thI�
http://www.mozm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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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국, 중국의 對 탄자니아 자원외교 경쟁 심화 
 

 ㅇ 리우위안차오 중국 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차례로 탄자니아 Kikwete 대통령과 자원, 

기술, 경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며 對 탄자니아 외교경쟁이 심해지는 양상 
  

 ㅇ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협력이 주로 논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탄자니아 주민증데이터센터, 잔지바르 관개시설 등 인프라 건설 예정 
 

 ㅇ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중소도시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MDB, ODA 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함 

 

□ 에티오피아 대규모 인플레이션 예상 
 

 ㅇ 현재 에티오피아 공무원, 항공사, 미국 대사관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향후 

물가상승으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ㅇ 에티오피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예정인 국내 업체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반영하여 환율쇼크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에티오피아, 정부주도 도매유통업 확대 
 

 ㅇ 대규모 도매유통 매장이 생겨남에 따라 해당 매장의 에너지 소비 및 효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 장비에 대한 수요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있음 

 

□ 모잠비크 MMEC 2016 개최 
 

 ㅇ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對 아프리카 자원외교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 

 

 ㅇ 정부기관 주도로 MMEC 2016 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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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모잠비크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모잠비크 전체 에너지공급 중 82%가 바이오 연료 

ㅇ 천연가스 및 수력 잠재량 풍부 

ㅇ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에 앞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재래식 에너지 중심의 공급구조이나 일부 용도를 위한 화석에너지 및 수력에너지가 소량 

공급되고 있음 
 

 

   - 전체 에너지공급 중 82%가 바이오 연료 
 

   - 전체 전력공급의 45%가 수력발전, 55%가 화석연료(경유 및 가스) 

   - 전력 보급률 18%, 송∙배전 누전율 25% 

 

< 모잠비크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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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잠비크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 연료 



September 2014 

 

   

                                                                                             90 

□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9%, 7%, 74%를 

차지(‘10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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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공급되고 있음 

 

Table 1 2010 모잠비크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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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잠비크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74%), 산업(19%), 교통(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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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광물자원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 MIREM) 
 

 ㅇ 모잠비크의 광물자원과 에너지 자원은 광물자원부에서 담당 
 

 ㅇ 산하에 광산국과 지질조사국을 두고 있음 
 

- 광산국은 자원개발 및 환경 관리업무, 인∙허가권 등록 등 업무 담당 
 

- 지질조사국은 지하자원에 대한 지질 조사연구, DB 구축, 자원량 관리 등 업무 담당 
 

 ㅇ 광업공사(Empresa Mocambicanna de Exploracao)는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판매, 

컨설팅 등 담당 
 

- 정부지분 50%, 국영기업 IGEPE 지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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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모잠비크 MIREM 조직도1

□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MoE) 

 

 

 ㅇ 국가 에너지 계획 및 정책 입안, 에너지분야 운영 및 개발 관리감독을 담당 
 

- 전력, 신재생, 액체연료의 세가지 하위조직과 중앙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음 
 

- 에너지부는 각 지방에 지방광물자원 및 에너지 부서(Provincial Directorates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DIPREME)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국가에너지펀드(Fundo Nacional de Energia, FUNAE) 
 

 ㅇ 1997 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촌지역의 전력화와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 
 

   - 현재까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학교, 병원, 지역사회 전력화 사업을 수행 

 

□ 모잠비크전력청(Electricidade de Mozambique) 
 

 ㅇ 민영화된 전력회사로 발전, 송전, 배전 등 국가 송전망 관리 담당 

                                           

 

 
1 http://www.mirem.gov.mz/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8&Item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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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잠비크 정부가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립발전회사인 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HCB)에서 대부분의 전력(약 400MW)를 공급받고 있음 
 

 ㅇ HCB 는 2,075MW 급 Zambezi 수력발전소를 소유, 운영하고 대부분의 전력을 남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음 
 

   - 현재 모잠비크의 전력망은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스와질랜드와 연결되어 있음 

 
Figure 2 모잠비크전력 조직도2

 

 

2) 에너지 정책 

 

□ 정책 및 목표  
 

 ㅇ 모잠비크는 PARPA(Programme for Reduction and Alleviation of Absolute Poverty, PRSP)의 

일환으로 전력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ㅇ PARPA II 에서는 전력화, 액체연료, 신재생에너지 및 분야간 협력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ㅇ 모잠비크 에너지 정책은 1998 년 3 월 3 일 각료이사회에서 발효되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2 http://www.edm.co.mz/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37&Itemid=27&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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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요와 경제발전에 따른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 가정용 에너지 증대 
 

- 에너지 효율 확보 
 

- 수력,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기술 장려 
 

- 경쟁력, 활동적, 효율적인 창업 장려 

 

ㅇ 2011 년 5 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정의되었음(Poverty Reduction 

Action Plan, PARP) 
 

-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역량 개발 
 

-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시스템 설치 및 생산기술 개발 장려 
 

- 보건시설 및 학교시설에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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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탄 
 

 ㅇ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석탄 공급국가로 부상 
 

 ㅇ 약 1 억 4 천만 TJ 의 부존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 
 

 ㅇ 하지만 수송, 항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해외 철강,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및 개발이 진행 중 
 

   - 브라질: Vale(철강회사) Moatize-I 프로젝트에 17 억달러 투자 예정 
 

   - 호주: Riverside Mining(광산기업) Benga 프로젝트에서 석탄 생산 
 

   - 인도: Coal India(국영 석탄회사) Tete 주에서 석탄 생산 계획 
 

   - 영국: Beacon Hill(광산기업) Tete 주에서 석탄 생산 계획 
 

   - 컨소시엄(POSCO(한국), Talbot Group Investment(호주), Nippon Steel(일본)): Minas de Revuboe 

탄광에서 25 년간 1,000 만 톤의 석탄 생산  

 

 

□ 천연가스 
 

 ㅇ Rovuma 해상 분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광구에서 천연가스 생산 중 
 

   - 약 7 천억 평방미터의 부존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 
 

   - 현재 Area 1 ~ 6 및 Rovuma 분지에서 활발한 채굴 및 탐사작업이 진행 중 
 

 ㅇ Area 1 과 Area 4 광구에서 Anadarko 와 Eni 가 채굴한 천연가스는 LNG 로 가공되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Area 1 과 Area 4 의 공동개발 협상, 모잠비크 정부의 승인절차 등으로 LNG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 존재 
 

   - 높은 LNG 개발비용과 협소한 국내 가스시장 등 장애요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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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잠비크 가스광구 및 참여기업3 

광구명 개발 참여기업 

Rovuma 해상 Area 1 
Anadarko, Mitsui, Bharat Petroleum Corp. 

Ltd.(BPCL), Videocon, PTTEP, ENH 

Rovuma 해상 Area 2 Statoil, Tullow Oil, ENH 

Rovuma 해상 Area 3 Petronas Carigli Mozambique, Total, ENH 

Rovuma 해상 Area 4 Eni, Galp Energia, Kogas, ENH 

Rovuma 해상 Area 5 Statoil, Tullow Oil, ENH 

Rovuma 해상 Area 6 Petronas Carigali Mozambique, Total, ENH 

Rovuma Area 육상 
Anadarko, Wentworth Resources, Maurel et Prom, 

Cove Energy, ENH 

Area A Sasol 

Block 16, 19 Sasol 

M-10 Sasol 

Pande/Temane Sasol 

Sofara Sasol 

Buzi Buzi Hydrocarbons 

 

                                           

 

 
3 IHS Global Insight (2012), “Mozambique: The next pillar of worldwide LNG production?”,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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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모잠비크 천연가스 매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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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모잠비크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수력발전으로 HCB(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의 

수력발전소에서 전체 전력의 90% 생산 

 

표 2 모잠비크 발전소 현황4 

Project Name Size 

CB North Bank Hydropower expansion (예정) 850 – 1300 MW 

Mphanda Nkuwa Hydropower (예정) 2500 MW 

Massingir Hydropower 40 MW 

Lurio Hydropower 120 MW 

Majawa Hydropower 25 MW 

Malema Hydropower 60 MW 

Moatize Coal fired power plant 1500 MW 

Temane Combined Cycle natural gas fired power plant 300 – 400 MW 

 

 ㅇ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소외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한 전력공급용으로 사용 
 

 ㅇ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됨 
 

 ㅇ 풍부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 프로젝트 및 풍력, 태양열, 소수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표 3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 잠재량5 

자원 잠재량 

풍력 Niassa 해안 (평균풍속 6m/s) 

태양광 4.5 – 7 kWh/m2/day 

수력 12 GW 

바이오매스 약 100 MW 

 

ㅇ 수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 전력보급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독립형 소수력발전, 소형 태양광 발전 잠재수요 존재 

                                           

 

 
4 Energypedia (2014) [https://energypedia.info/wiki/Mozambique_Energy_Situation] 
5 Energypedia (2014) [https://energypedia.info/wiki/Mozambique_Energy_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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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 현황 

자원 발전용량 

풍력 없음 

태양광 소규모 독립발전 (국가송전망 외) 

CSP6 없음  

태양열 소규모 가정용 및 관광산업용 

지열 없음 

바이오에너지 5 – 10 MW (설탕정제공장 5 곳 자체사용) 

수력 2,075 MW Cahora Bassa 댐 (HCB 소유)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모잠비크 정부의 10 대 사업 중 최우선 목표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보급 
 

- 에너지부(MoE)에 따르면, 가정용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바이오매스 
 

- 2014 년 현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7%대 성장률 보임 
 

- 모잠비크 정부는 2020 년까지 전력 보급률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아프리카 평균 1 인당 전기소비량보다 낮은 모잠비크의 전기소비량을 인프라구축 및 태양광, 

수력에너지원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높이고자 함 

 

4. 평가 및 전망 
 

□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및 수력발전 잠재성이 풍부 
 

 ㅇ 천연가스 개발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향후 기후변화협약 준수 및 

청정에너지 개발 추세에 맞춰 수력발전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 

 

□ 국가 송전망의 부족과 높은 손실률로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독립발전수요 예상 
 

 ㅇ 전력보급률이 18%에 불과하고, 손실률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송전망의 확충 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독립형 전력계통의 확대가 예상됨 

 

                                           

 

 
6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September 20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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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현지 정보처 KOTRA 에티오피아사무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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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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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물자원부 (Ministry of Mineral Resource)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모잠비크전력 (Electricidade de Mozambique) 

해외 정보처 
Energypedia <www.energypedia.info> 

IRENA <www.irena.org> 

국내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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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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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네모파트너즈NEC 

 

1. 주요 동향 
 

▐  페루  

 

□ 2015년 광업, 에너지 분야 예산 약 USD 212M 편성 
 

ㅇ ’14년 9월 30일 페루 국회는 광업 에너지 분야 예산으로 약 USD 212M 편성 

 

ㅇ ’13년 예산 집행액은 약 USD 243M로 집행률 91.9%를 달성했으며, 올해 예산 집행률은 

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7&idTitular=6316  

 

 

□ 페루 석유 매장량 감소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2013년 기준 석유매장량 집계를 1,545 백만 배럴로 발표함. 동 발표

자료는 2008년 5,811 백만 배럴 대비 73.4% 감소한 수치임 
 

- 사회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및 기 발견된 광구에 대한 평가 및 개발이 지연 매장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http://elcomercio.pe/economia/peru/reservas-petroleo-han-caido-734-desde-2008-noticia-1758939 

 

 

▐  칠레  

 

□ 칠레 정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USD 1.3M 기금 제공  
 

ㅇ 50MW 미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USD 1.3M 규모에 기금을 제공한다고 밝힘 
 

ㅇ 동 발표로 총 740MW 규모의 51개(소수력 15개, 태양광 12개, 풍력 15개, 바이오매스 7

개, 하이브리드 1개 및 송전망 1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연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http://www.minenergia.cl/ministerio/noticias/generales/gobierno-adjudica-fondo-para-impulsar.html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7&idTitular=6316�
http://elcomercio.pe/economia/peru/reservas-petroleo-han-caido-734-desde-2008-noticia-1758939�
http://www.minenergia.cl/ministerio/noticias/generales/gobierno-adjudica-fondo-para-impulsar.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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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정부 공공조명 교체 추진 
 

ㅇ 칠레 정부는 연간 3천5백만 불, 총 1억 4천만 불을 투입해 4년 동안 공공조명 200,000개

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함 

ㅇ 이번 교체 작업으로 공공조명 부문에서 40%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려짐 

☞http://www.minenergia.cl/ministerio/noticias/generales/gobierno-apuesta-por-modernizar.html 

 

 

▐  니카라과  
 

□ 니카라과 조명 효율화 작업 박차 
 

 ㅇ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일환으로 니카라과 정부는 가정용 전구 4백만개, 공공조명 4만개를 

에너지 저소비 조명으로 교체하였다고 발표함  
 

☞http://energialimpiaparatodos.com/2014/10/03/nicaragua-se-suma-a-alianza-global-por-eficiencia-energetica-2/  

 

 

 

 

 

 

 

 

 

 

 

 

 

 

 

 

 

 

 

 

 

 

 

 

 

http://energialimpiaparatodos.com/2014/10/03/nicaragua-se-suma-a-alianza-global-por-eficiencia-energetica-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47&cid=769&categoryId=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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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칠레  
 

□ 스페인 Cox Energy 社  1,0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발표 
 

ㅇ 스페인 Cox Energy 精 는 아타카마 사막지역에 1,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발표 
 

- 동 프로젝트는 2020 년 최종 운영개시를 목표로, 2014 년 말 300MW 규모의 1 차 운영개시 계획 

- 총 사업비는 340M 유로로 책정됨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la-espanola-cox-energy-construira-en-chile-20140925   

 

 

 

▐  멕시코  
 

□ 멕시코-스페인 30MW 태양광 발전소 합작 건립 

ㅇ 스페인 Alijaval 사는 멕시코 Rancho El Trece 사와 공동으로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았다고 전함 
  

ㅇ 동 발전소는 2015 년 착공하며, 240V 태양광 패널 137,952 개가 설치될 예정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bolivia-construye-la-instalacion-hibrida-fvdiesel-con-20140819   

 

 

 

▐  브라질  
 

□ 스페인 Gamesa 社  브라질 풍력발전 추가 공급계약 
 

ㅇ 스페인 Gamesa 精 는 바이아 주에 위치한 구이라파 풍력 단지에 2 MW 터빈 34 개를 

공급한다고 밝힘 
 

- Gamesa 는 Sequoia Energia 그리고 Companhia Hidroelétrica do São Francisco 와 체결한 본 

계약으로 올해 총 750MW 규모의 터빈을 브라질에 공급하게 됨 

- Gamesa 의 브라질 공장에서 제작될 동 터빈은 2015 년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며, 15 년간 

유지보수를 맡을 예정임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gamesa-consigue-otro-contrato-en-brasil-20141007  

 

□ Acciona 社  3MW급 풍력 발전기 18대 공급 계약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la-espanola-cox-energy-construira-en-chile-20140925�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bolivia-construye-la-instalacion-hibrida-fvdiesel-con-20140819�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gamesa-consigue-otro-contrato-en-brasil-2014100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864&cid=769&categoryId=184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98920&categoryId=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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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cciona 精 는 Atlantic Energias Renovaveis 와 총 54MW 규모의 풍력 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ㅇ 본 계약을 통해 Acciona 精 는 Rio Grande do Sul 주의 Santa Vitoria do Palmar 

풍력단지에 AW 125/3000 모델 18 대 공급 및 설치할 예정임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atlantic-energias-renovaveis-encarga-a-acciona-18-20140828  

 

 

 

▐  페루  
 

□ ContourGlobal 社  페루 최대 규모 풍력단지 준공 
 

ㅇ ContourGlobal 의 계열사인 Energia Eolica S.A.는 지난 9 월 26 일 Cupisnique (83.15MW) 

그리고 Talara (30.6MW) 풍력단지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전함 
 

- 두 발전단지의 총 사업비는 2 억 5 천만 달러로 지난 8 월부터 국가전력통합시스템(Sistema 

Electrico Interconectado Nacional)에 연결됨 

- Energia Eolica S.A.는 20 년간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페루 최대 풍력 발전 사업자로 발돋움함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contourglobal-inaugura-el-mayor-parque-eolico-de-20140927-1   

 

□ 농촌지역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입찰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에너지광업투자관리감독기관(OSINERGMIN)을 통해 오지지역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 500,000개 입찰을 공고함  
 

- 참가 의향서 제출기간 : 2014 년 10 월 1 일까지 

- 서류 제출기간 : 2014 년 10 월 15 일까지  

- 발표일 : 2014 년 11 월 7 일 
 

☞ http://www2.osinerg.gob.pe/EnergiasRenovables/EnergiasRenovables.html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atlantic-energias-renovaveis-encarga-a-acciona-18-20140828�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contourglobal-inaugura-el-mayor-parque-eolico-de-20140927-1�
http://www2.osinerg.gob.pe/EnergiasRenovables/EnergiasRenovables.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September 2014 

 

   

                                                                                             106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칠레-아르헨티나 에너지 분야 MOU 체결 
 

ㅇ 지난 8월 5일 칠레, 아르헨티나 양국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분야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고 발표함 
 

- MOU는 양국 국영 석유기업 간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한 교류 및 전력 수급 위기 시 안정적

인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함 
 

☞ http://www.minenergia.cl/ministerio/noticias/generales/chile-y-argentina-trabajan-en-acuerdo-en.html  

 

□ 페루-콜롬비아 에너지, 광업 분야 MOU 체결 

 
ㅇ 지난 9월 30일 페루 로레토 주에서 개최된 페루, 콜롬비아 에너지부 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에너지, 광업 분야 MOU 체결식을 거행함 
 

-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 Eleodoro Mayorga Alba는 양국의 주요 산업인 금, 은, 구리 등 광업 및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힘 
 

- MOU의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60일 후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318  

http://www.minenergia.cl/ministerio/noticias/generales/chile-y-argentina-trabajan-en-acuerdo-en.html�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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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남미 지역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ㅇ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 간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를 도

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통합 작업이 논의되고 있음 

 

ㅇ 특히, 에너지분야에서는 국가간 전력망 연계 등 전력시장의 통합과 관련된 투자계획 및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ㅇ 향후, 중남미 지역 전력계통 연계가 구현된다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고효율 조명 시장 진출 기회 

 

ㅇ 환경오염,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ㅇ 각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뿐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미비함 

 

ㅇ 하지만 에너지 효율 초기 단계 사업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조명분야 효율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에 국내 친환경, 고효율 조명 제조 업체의 중남미 진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국내 관련 기업은 각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명 입찰 등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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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과테말라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과테말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화력, 수력으로 전체 생산량의 83% 차지 

ㅇ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풍부하나, 발전량은 미비함 

ㅇ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초기 단계로 국제협력 필요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2012 년 기준 과테말라의 총 1 차에너지 공급량은 11,072 KTOE 이며, 주요 에너지원은 장작 

중심의 바이오매스로 63.7%를 차지함 
 

 

출처: IEA  

2.8% 

28.1% 

3.5% 

1.9% 

63.7% 

0.0% 

석탄 

석유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전기 

 1차에너지원  공급량 (KTOE) 

석탄 307 

석유 3112 

수력 383 

지열 211 

바이오매스 7057 

전기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29&cid=769&categoryId=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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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테말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화력, 수력으로 ’13 년 기준 전체 생산량의 83% 차지 

 

- 2013 년 기준 수력 발전량은 4,630.8 GWh, 화력 발전량은 3,153.37 GWh 임 

 

<2013 년 연료별 발전비중> 

 
출처: 과테말라 에너지광업부 

 

공급원 2013 (GWh) 

수력발전 4630.8 

지열발전 212.3 

바이오매스 1,171.1 

화력(석탄) 1,565.7 

화력(벙커유) 1,583.8 

화력(디젤) 4.669 

합계 9,168.6 

 

 

 

 

 

 

50.5% 

2.3% 

12.8% 

17.1% 

17.3% 

0.1%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석탄 

벙커유 

디젤 

☞ 과테말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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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2 년 기준 과테말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 분야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통 분야와 산업 분야가 각각 22%와 9%로 뒤를 이음 

 

< 2011 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 > 

 

출처: IEA 

분야 소비량 (KTOE) 

산업 792 

교통 1,852 

상업&공공분야 333 

가정 5,548 

합계 8,560 

 

 

 

 

 

 

 

9% 

22% 

4% 65% 

0% 0% 

산업 

교통 

상업&공공분야 

가정 

☞ 과테말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65%), 교통(22%), 산업(9%)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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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 

 

ㅇ 과테말라 국가전력시스템(Sistema Nacional Interconectad, SNI)의 수요는 2013 년 기준 

8944.6GWh 로 2007 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과테말라 국가전력시스템 수요(GWh)> 

 
출처: 과테말라 에너지광업부 전력국 
 

ㅇ 산업 및 가정용 전력 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 년 기준 각각 33.4%, 

27.2%를 기록함 
 

<2013 년 부문별 전력수요> 

 

출처: 과테말라 에너지광업부 전력국 
 

 

 

 

 

7804.4 7853.4 7926.3 
8133.6 

8473.2 
8729.6 

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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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3.4% 

27.2% 

22.1% 

13.1% 

4.2% 산업 

가정 

상업&서비스 

손실률 

자체소비 

☞ 과테말라의 부문별 전력 소비는 산업(33.4%), 제조업(27.2%)이 주 소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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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과테말라의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광산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에서 관장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에너지광산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는 에너지 및 광산업 분야 최고 행정 

기관으로 에너지 차관부, 광산-석유 차관부, 지속가능개발 차관부 등 3 개의 하부 

조직으로 나누어짐  

 

 

ㅇ 한편, 에너지 차관부는 에너지 총괄국 (Dirección General de Energía), 행정 총괄국 

(Direccón General Administrativa)로 세분화 됨. 에너지 총괄국은 에너지 계획, 방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을 총괄 담당함  
 

□ 국가전력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Energia Electrica)는 에너지 관련 법률, 기술 

규정, 요금 체계 감독 담당기관임 

 

□ 전력도매조합(Administrador del Mercado Mayorista)는 전력 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전력 거래 중개 및 관리를 책임짐 

 

 

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과테말라 정부는 Política Energética 2013–2027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5 대 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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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믹스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 자원탐사 및 매장 석유 개발  

- 에너지 효율 및 절약 

- 장작 사용량 감축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과테말라 정부는 에너지효율 법 의안을 발의하여 관련 분야를 장려하고자 함 

 

- 산업과 상업 부문에서 25% 에너지 절감을 에너지효율 부문 주요 장기 목표로 설정 

- 또한, 에너지광업부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명 효율화 및 그린 빌딩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2000 년 기준 과테말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309,800 CO2

 

/톤 토지이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CEPAL 
 

부문 배출량 (천 CO2/톤) 

에너지 10,426.6 

산업 1,235.7 

농업 19,471.1 

폐기물 1,049.3 

토지이용 32,182.7 

토지이용변화 11,127.1 

합계 43,309.8 

13.8% 1.6% 

25.8% 

1.4% 

42.6% 

14.7% 

에너지 

산업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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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테말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출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l Cambio Climatico)를 신설함 

- 본 위원회에는 환경부, 농업부, 에너지광업부, 통신부 등 중앙부처 및 환경단체, 농업단체, 

상공인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됨 
 

ㅇ 정부는 ’26 년까지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0.12 CO2

 
/톤 감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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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국가전력위원회에 따르면 전력 수요량이 연평균 7% 성장한다는 가정아래 2027 년도에는 

3,000MW 의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됨 
 

- 과테말라 정부는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을 촉진시켜 벙커유와 디젤 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임 

 

<2027 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 

 

 
출처: 과테말라 에너지광업부 

 

□ 전력 

 

ㅇ 2013 년 기준 과테말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2,973MW 로 수력과 화력 발전에 집중됨 
 
 

<2012-2013 전국전력망(SIN) 유효 설비용량> 

발전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력 775.7 774.1 853.1 902.45 987.96 1,001.99 

지열 44 49.2 49.2 49.2 49.2 49.2 

화력 1,071.1 1,170.6 1,170.6 1,189.51 1,272.51 1,328.42 

바이오매스 306.5 371.5 381.5 450.5 466 594.15 

합계 2,197.3 2,365.4 2,454.3 2,591.66 2,775.67 2,973.7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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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6% 
6% 

0% 

수력 

석탄 

바이오매스 

벙커유 

LNG 수입 

지열 

디젤 



September 2014 

 

   

                                                                                             116 

ㅇ 1990 년대말 과테말라 전력공사(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 INDE)는 배전 업체 

민영화를 통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거래기관인 전력도매조합(Asociacion del Mercado 

Mayorista)을 설립함  

 

ㅇ 현재 과테말라 전력공사(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는 정부기관으로 발전, 송전, 

배전 자회사를 두고 있음 

 

 

□ 석유 

 

ㅇ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로 2011 년 기준 원유매장량은 

약 8.3 억배럴로 추정됨 

- 이 중 Perenco Guatemala 精 가 총 생산량의 98%를 차지함 

 

ㅇ 생산된 원유는 선적을 위한 간단한 정제 과정을 거쳐 거의 대부분 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용 유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과테말라 원유 매장 확인량> 
(단위: 배럴) 
 

 

 

2002 2003 2008 2010 2011 

263,000,000 263,000,000 83,070,000 83,070,000 83,070,000 

 

출처: indexmundi 
 

□ 석탄 
 

 

ㅇ 현재 과테말라에서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전무하며, 2012 년 기준 발전용으로 역청탄 

577 kt 을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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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ㅇ 과테말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 계획이 전무함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의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량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 에너지원의 발전량은 미비한 

수준임 
 

- 풍력발전량은 전무하며,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지지역에 일부 설치 됨 
 

 

 

발전방식 발전가능 사용량 

풍력 780 MW 0.1 MW 

태양광 10,446 GWh/연 52.2 GWh/연 

바이오매스 700 MW 381 MW 

수력 5,000 MW 853 MW 

지열 1,000 MW 49.2 MW 

출처: 과테말라 에너지광업부 

 

ㅇ 2014 년 5 월 29 일 과테말라 첫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을 개시함 

- 사업주: Gran Solar (스페인), Grupo Green (과테말라) 

- 설비용량: 5MW (중미 최대 규모) 

- 사업비: 1,400 백만 달러 

- 태양광 패널 20,320 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2013 년 기준 과테말라의 전력 보급률은 89.58%로 전체 인구의 10% 약 150 만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음. 과테말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임 

 

ㅇ 또한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과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하는 전기가격 

또한 변동성이 심함. 이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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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테말라 정부는 2003 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법”(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de Proyectos de Energia Renovable)을 발효하고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 

-10 년간 관련 장비, 설비 수입 무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10 년간 면제  

-사회연대세(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10 년간 면제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과테말라 정부는 계속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세계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등이 

과테말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 

 

 - 과테말라는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약 120 만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음 

 

 ㅇ 과테말라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 복원 투자 비용으로 매년 약 4500 만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과테말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상위 15 개국 중 

하나임 

  

 ㅇ 전세계적으로 과테말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현재 정부와 국제 

구호기관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초기 단계로 발전량 또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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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망 
 

ㅇ 현재 과테말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는 중서부 

16 개주를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 과테말라의 주식인 콩, 옥수수 등 농작지 80%가 황폐화되어 26 만가구가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고자 하므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친환경 제품 관련 업체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5. 기타 사항  

 

□ 과테말라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 7 억 1 천 불 상회 
 

ㅇ 과테말라 은행 (Banguat)에 따르면 1/4 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투자금액은 3 억 7 천 불로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이 7 억 1 천 불을 넘었다고 전함 

 

-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으로 총 투자액의 1/3 이 집중됐으며, 상업, 제조업, 금융업이 뒤를 이음 

- 에너지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 천 1 백 불로 미국, 콜롬비아, 영국이 주요 투자 국가임 

- 현지 언론은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를 긍정적인 경제성장 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으나, 광업에 

집중된 투자분야 다변화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http://www.elperiodico.com.gt/es/20141003/economia/2766/País-percibió-US$7134-millones-en-inversiones.html     

 

□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액 급증 
 

ㅇ 과테말라 은행(Banguat) 통계에 따르면 2014 년도 상반기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의 4 대 

수출대상국이자 7 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통계에 따르면 수출 2.47 억불, 수입 2.29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수출 31.7%, 수입 

135.8% 증가)함 

- 우리나라에 대 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자동차 및 화학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당, 광물, 커피 등으로 나타남  

ㅇ 과테말라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http://www.elperiodico.com.gt/es/20141003/economia/2766/País-percibió-US$7134-millones-en-inversio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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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CENERGIA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콜롬비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산에너지부 (Ministerio de Minas y Energia) 

 UPME 

 CREG 

 XM (전력거래소) 

 IPSE 

현지 정보처 El Tiempo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보고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칠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부 (Ministerio de Energia) 

 칠레 에너지효율청 (Agencia Chilena de Eficiencia Energetica) 

현지 정보처 La Tercera 

 El Mercurio 

국내 정보처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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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칠레 한국 대사관 
 

▐  과테말라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국가전력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Energia Electrica) 

현지 정보처 El Periodico 

국내 정보처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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