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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ㅇ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제 10 회 ASEM(아시아유럽회의)를 위해 방문한 밀라노에서 태국의 

프라윳 찬-오차 총리와 면담을 가져 양국간 경제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 
 

- 프라윳 총리는 양국간 해양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10 월 

30 일부터 31 일까지 프라윳 총리의 캄보디아 방문 시 진행할 예정 
 

☞ 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438184/pm-hun-sen-boost-energy-ties 

 

 

 

▐  라오스  
 

□ 라오스 정부 2015 년 1,500 만 MWh 발전 목표 
 

ㅇ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5 년 1,500 만 MWh 의 전력 

생산 목표 공표 
 

- 13 년 ~ 14 년 간 라오스는 116 만 MWh 의 전력을 수입하여 약 6,300 만 달러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 
 

- 2014 년 말까지 14MW 의 Nam Sana 발전소와 44MW 의 Nam Ngiep 3A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며 

2015 년에 8 개의 신규 댐이 건설되면 2,247MW 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6556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 스리랑카에 5 억 달러 투자 계획 
 

ㅇ EXIM Malaysia(말레이시아 수출입 은행)은 스리랑카에 5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구상  
 

- EXIM Malaysia 는 스리랑카 현지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IT 및 에너지 관련 사업 동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단일 업체 당 최대 2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http://www.bangkokpost.com/news/politics/438184/pm-hun-sen-boost-energy-ties�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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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투자자들은 스리랑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사업 역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예상 
 

☞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7305 

 

 

 

▐  미얀마  
 

□ 미얀마 2015 년 에너지수요 2,500MW 증가 전망 
 

ㅇ 미얀마 전력부(MEP)에 의하면 내년 국가 전력 그리드에 2,500MW 의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천연가스 5 억 입방피트에 해당하는 양 
 

- 미얀마 정부는 급증하는 자국 내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인접국가로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조정할 계획 
 

☞ http://www.nationmultimedia.com/aec/Myanmar-needs-an-extra-2500MW-next-year-30246337.html 

 

 

 

▐  베트남  
 

□ 인도 발전업체, 베트남 발전소 건설 촉진 
 

ㅇ 인도 Tata 전력회사는 18 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발전소 건설 계획을 예정보다 3 년 

앞당겨 완공할 예정 
 

- 이는 최근 인도-베트남 간 국방 및 에너지 부문 협력체계 강화의 영향으로 2022 년 완공 

예정이었던 베트남 Soc Trang 남부지역의 1,320MW 급 Long Phu 2 발전소 건설을 2019 년 

완공하기로 합의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M54420141027 

 

▐  인도네시아  
 

□ 이탈리아 에너지업체 인도네시아 해상 천연가스 매장량 발견 
 

ㅇ 이탈리아의 에너지 업체인 Eni 는 인도네시아 Bontang LNG 발전소 100 마일 남부 부근 

해상 심해에 최대 1.3 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 
 

- 발견된 매장량은 인도네시아의 LNG 발전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 
 

☞ http://www.upi.com/Business_News/Energy-Resources/2014/10/27/Eni-finds-major-gas-deposit-off-Indonesia/6491414409241/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47305�
http://www.nationmultimedia.com/aec/Myanmar-needs-an-extra-2500MW-next-year-30246337.html�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M54420141027�
http://www.upi.com/Business_News/Energy-Resources/2014/10/27/Eni-finds-major-gas-deposit-off-Indonesia/64914144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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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필리핀 대통령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증대 촉구 
 

ㅇ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2014 에너지 스마트 필리핀 행사에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필리핀은 국가 재생에너지프로그램을 통해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설비 9,931 MW 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아키노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동안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공약 
 

- 아키노 대통령은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 450MW 이상의 태양광 설비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공표 
 

☞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4/10/01/1375130/noy-wants-more-investments-renewable-energy 

 

 

 

 

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한국 태양광 업체, 캄보디아 학교에 태양광전력설비 설치 
 

ㅇ 태양광 시스템 제작업체인 한빛 DNS 는 캄보디아 내 학교에 40kW 용량의 전력설비 

설치사업을 10 월 20 일 완료 
 

- 동 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후원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으로 2014 년 4 월부터 총 3 개의 학교에 태양광전력설비 설치 

☞ http://www.businesskorea.co.kr/article/6882/giving-back-hanvit-dns-installs-solar-power-facilities-cambodian-schools 
 

 

▐  라오스   
 

□ 라오스 석유회사, 베트남 송유관 설치사업 계약 체결 
 

ㅇ PetroLao 는 베트남 Quang Binh 지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290km 에 달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할 예정 
 

- 동 사업은 라오스 정부와 다수의 라오스 기업이 100%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4 억 ~ 5 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전망 
 

- 송유관 및 저장고 설비의 설치사업은 2018 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5 년 4 분기에 착공될 전망 
 

☞ http://tuoitrenews.vn/business/23496/lao-petrol-firm-inks-deal-on-300500mn-oil-pipeline-from-central-vietnam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4/10/01/1375130/noy-wants-more-investments-renewable-energy�
http://www.businesskorea.co.kr/article/6882/giving-back-hanvit-dns-installs-solar-power-facilities-cambodian-schools�
http://tuoitrenews.vn/business/23496/lao-petrol-firm-inks-deal-on-300500mn-oil-pipeline-from-central-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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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에너지 업체 10 억 달러 규모의 사업 추진 계획 
 

ㅇ 말레이시아의 Masers Energy 는 2015 년 초 2 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1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공표 
 

- 동 사업은 정부의 300 억 달러 보증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10 년간 2,400 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http://www.nst.com.my/node/47093 

 

 

▐  미얀마  
 

□ 미얀마, 석유 및 가스 블록 경매 예정 
 

ㅇ 미얀마 석유가스청(MOGE)은 해외 기술을 활용한 자원탐사를 위해 4 개의 얕은 해상 

블록과 5 개의 심해 블록을 2015 년 입찰 경매에 부칠 예정 
 

- 얕은 해상 블록의 65%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심해 블록은 현재까지 성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얀마 석유가스청의 기술력 부족으로 석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O63L20141029 

 

▐  베트남  
 

□ 하노이 및 호치민 시 전력 그리드 개발 사업 자재 납부 
 

ㅇ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및 호치민 시의 전력 그리드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융자 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튜브형 스틸폴 및 Tay Ho 220kV 송전라인 납부 업체 모집 
 

- 연락처 및 제출처 : 하노이 전력공단, No. 69 Dinh Tien Hoang, Hoan Kiem District, Hanoi City, Vietnam, +84 4 222 00852 

- 입찰 기한: 2014 년 12 월 8 일 오후 2 시(현지 시각) 
 

☞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vie3161-CTHG01.pdf 
 

 

□ 포스코 에너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설 
 

ㅇ 포스코 에너지가 10 월 30 일 베트남 Quang Ninh 성과 MOU 를 체결해 Mong Duong 

지역(Moung Duong II 발전소)에 이어 하노이 북동쪽의 Ba Che 지역에 1,200MW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예정 
 

- 포스코 에너지가 2011 년 베트남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 중인 Mong Duong II 발전소는 

1,200MW 규모로 2015 년 상반기 중 준공 예상 
 

☞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1 

http://www.nst.com.my/node/47093�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O63L20141029�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coso/vie3161-CTHG01.pdf�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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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독일,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 투자  
 

ㅇ 독일이 인도네시아 지속가능 수력발전 프로그램을 위해 우선적 융자의 형태로 1 억 

7,500 만 유로(2 억 2,000 만 달러)를 투자할 전망 
 

- 동 융자지원은 PT. PLN(인도네시아 국영 전력청)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PT. PLN 은 향후 

동 자금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다수 발주할 것으로 예상 
 

☞  

 

http://www.antaranews.com/en/news/96312/germany-to-invest-in-hydro-power-project-in-indonesia 

 

 

▐  필리핀  

 

□ 필리핀 최대규모 풍력에너지 사업 자금 확보 
 

ㅇ 필리핀 에너지개발공단(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은 다수의 국내 및 국외 

은행들과 3 억 1,500 만 달러 융자 계약을 맺어 필리핀 최대 규모의 풍력에너지 사업인 

Burgos 풍력사업을 지원할 계획 
 

- 본 사업은 50 기의 Vestas V90-3MW 터빈을 가동하여 연간 370GWh 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 
 

☞  

 

http://cleantechnica.com/2014/10/29/philippines-largest-wind-energy-project-secures-315-million-loan/ 

□ 수자원공사, 최초로 필리핀 수력발전시설 인수 
 

ㅇ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으로 해외 투자개발형 수력발전시설을 인수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4 년 10 월 31 일 마닐라 현지에서의 ‘Angat 다목적댐 인수인계 행사’ 이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 
 

- Angat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에 위치한 수력발전용량 218MW 규모의 댐으로 마닐라 

수돗물 공급량의 약 98%를 담당하는 시설이며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연평균 약 120 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30_0013264417&cID=10401&pID=10400 

 

 

 

 

 

http://www.antaranews.com/en/news/96312/germany-to-invest-in-hydro-power-project-in-indonesia�
http://cleantechnica.com/2014/10/29/philippines-largest-wind-energy-project-secures-315-million-loan/�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30_0013264417&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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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캄보디아  
 

□ SEAGA 국제 컨퍼런스 
 

ㅇ SEAGA(동남아시아 지리학협회)가 주관하는 SEAGA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형 변화와 국제 환경변화와 관련한 기술 등을 논의할 예정 
 

-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 프놈펜 대학(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 일시: 2014 년 11 월 25 일 ~ 11 월 28 일 

☞ http://eventful.com/events/seaga-international-conference-/E0-001-075850610-5 

 

 

▐  말레이시아   
 

□ 냉난방 기술 국제 컨퍼런스 
 

ㅇ 냉난방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산화탄소 절감 및 저탄소기술, 효율적 냉난방 기술, 

HVAC(난방, 환지, 공조) 및 자연환기, 열교환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뤄질 예정 
 

- 위치: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Grand Dorsett Subang Hotel 

- 일시: 2014 년 11 월 4 일 ~ 11 월 6 일 

☞ http://www.myiem.org.my/iccht2014/ 
 

□ 아시아 광물 및 에너지 투자 포럼 
 

ㅇ 아리아태평양 혁신센터(APIC)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광물 및 에너지 투자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광물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쉽 네트워크 구축방안, 자본 출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 
 

- 위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Grand Millennium Kuala Lumpur 

- 일시: 2014 년 11 월 18 일 ~ 11 월 19 일 

☞ 

 

http://10times.com/asian-mining-and-energy-investment-forum 

 

▐  미얀마   
 

□ 전기, 전력 & 재생에너지 포럼 

ㅇ 동 포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 및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전력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사항 등을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위치: 미얀마 양곤 Myanmar Convention Center 

- 일시: 2014 년 10 월 30 ~ 11 월 1 일 

☞ http://www.electricmyanmar.com/electric/2014/en/index.asp 

http://eventful.com/events/seaga-international-conference-/E0-001-075850610-5�
http://www.myiem.org.my/iccht2014/�
http://10times.com/asian-mining-and-energy-investment-forum�
http://www.electricmyanmar.com/electric/2014/e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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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Vietwater 2014 
 

ㅇ Vietwater 2014 박람회 및 포럼이 개최되어 일본, 한국, 프랑스, 중국, 미국 등 32 개 

국가에서 300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자원 개발 기술에 대한 신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지식을 공유할 예정 
 

- 장소: 베트남 호치민 시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일시: 2014 년 11 월 12 일 ~ 11 월 14 일 
 

☞ http://www.vietwater.com/ 

 

 

 

▐  인도네시아  
 

□ 환경 친화적 토목공학 공사 및 자재 국제 컨퍼런스 
 

ㅇ 마나도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동 컨퍼런스에서는 토지 중합물(Geopolymer) 기술, 환경 

친화적 건축 자재, 건축물 설계 및 청정 건축 모델링, 저 에너지 건물 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 
 

- 장소: 인도네시아 마나도 Sintesal Penninsula Hotel 

 

- 일시: 2014 년 11 월 13 일 ~ 11 월 14 일 
 

☞ http://www.science-community.org/ru/node/98798 

 

 

 

▐  필리핀  
 

□ HVACR 필리핀 2014 박람회 
 

ㅇ 난방, 환기, 공조, 냉동 시스템에 대한 동 행사에는 약 72 개 업체에서 참가하여 설비 

생산업체와 건축 업체 간 연결고리를 형성함과 더불어 분야 내 신기술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장소: 필리핀 파사이 SMX Convention Center 

 

- 일시: 2014 년 11 월 5 일 ~ 11 월 8 일 
 

☞ http://www.gesi.com.ph/hvacr/ 

 

http://www.vietwater.com/�
http://www.science-community.org/ru/node/98798�
http://www.gesi.com.ph/hva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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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남아시아국가 에너지부문 개혁 기회 확대 
 

ㅇ 미국 셰일가스 혁명, 유럽•중국의 경제부진, 중동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보조금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들에는 

에너지부문의 개혁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높은 

에너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최근 저유가 추세가 물가압력 완화와 재정개혁을 위한 기회인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에너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코위 신임 

대통령의 에너지보조금제도 축소 및 폐지 공약을 단행할 최적의 여건 
 

- 에너지부문 개혁을 통해 동남아시아 인프라구축 및 전력개발 부문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인 동남아시아 에너지부문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개발시장 

진출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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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라오스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라오스의 에너지 공급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땔감나무 형태가 대부분 차지 

 

 

 

< 라오스 연료 별 에너지 공급 비중 (2011) > < 라오스 에너지 공급량 전망 (2011) > 

 

ㅇ 라오스의 에너지공급량은 2005 년부터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2035 년에는 

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공급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라오스는 목재 또는 농업 폐기물 등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으나 

2035 년 이 비중은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공급량 증가에 따라 2000 년부터 2035 년까지 주변국으로의 에너지 수출량이 연평균 9%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라오스 정부, 2008 년 국가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ㅇ 라오스 수력발전 비중 증가 전망 

ㅇ 라오스 내 생산 전력 주변국으로 수출 

☞ 라오스 수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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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라오스 내 에너지 수요는 가정 및 운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양 부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 
 

- 최근 개인 차량을 소유한 국민 수가 증가하면서 운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 
 

 

< 라오스 부문 별 에너지 수요 (2011) > 

 
 

ㅇ 라오스의 에너지 수요는 2035 년까지 연평균증가율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기반 산업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산업부문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5 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부문 별 에너지 수요 전망 (2011) > 

 

☞ 라오스, 2035 년까지 에너지 수요 연평균 4%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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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라오스의 에너지 부문은 MEM(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에너지광물부)에서 담당 

 

< MEM 산하 부처 조직도 > 
 

 
 

ㅇ MEM 은 라오스 내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및 광물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종 법규, 규정 및 

전략 계획을 수립 
 

ㅇ MEM 의 부처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부문으로 분류 
 

- DEPARTMENTS 

☞ 에너지진흥 및 개발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 에너지 부문 정책, 전략 수립 및 운영 

☞ 전력부: 전력 부문 정책 제정, 전략 수립 및 운영, 발전 잠재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광물부: 광물자원 관련 정책, 전략 수립 및 운영 

☞ 지질부: 토양 분석 및 토지 개발 관련 정책, 전략 수립 및 운영 
 

- DIVISIONS:  
 

☞ 사업화 및 계획부: 에너지 관련 사업 계획 및 운영 

☞ 행정 및 재정부: 행정업무 및 재정 관리 

☞ 사업관리부: 라오스 내 에너지 사업 관리(발전소 사업 진행 관리) 

 

 

 

 

 

  

☞ 라오스 에너지광물부(MEM) 전반적 에너지부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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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전력산업 구조 

 

< 라오스 전력 산업 구조 > 
 

 
 

ㅇ 라오스 전반적인 전력산업은 에너지광물부 산하 전력부(Department of Electricity)에서 관리 
 

- 전력부는 전력 부문의 법규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발전 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발전업체의 에너지 진단을 수행 
 

- 전력부 산하의 국영 전력청(EdL)은 라오스 내 발전 및 송•배전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전력 그리드 내 전력 도입과 더불어 발전소로부터 외부로 송전되는 전력을 관리 
 

- 라오스 국가 지주기업(LSHE, Lao Holding State Enterprise)은 국가 기업 경영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라오스 내 발전소 수익 관리 
 

 

 

 

 

 

 

 
 

 

 

 

☞ DOE(Department of Electricity)와 EdL(Electricite du Lao) 라오스 내 전력 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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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라오스 정부는 2008 년 NSCCC(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Climate Change,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 2010 년 3 월, NSCC(National Strategy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업&식량 안보, 삼림&토양 이용, 수자원, 에너지&수송, 산업, 도시개발, 

공중 보건 등의 7 가지 분야에서의 ‘완화’ 와 ‘적응’의 실행방안 마련 

 

- CECCC (Capacity Enhancement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분야에 2 개 사업, 수자원 분야에 2 개 사업 등 총 4 개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수행 

 

< 라오스 기후변화 국가전략> 
 

분야 분야 별 전략 

농업 

& 

식량 

적용 

1. 농업분야의 정책, 전략, 액션 플랜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의 개념을 도입 

2. 바이오매스의 거름화, 기후변화 대응 식물종 개발 등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  

3. 수자원, 물 공급 시스템, 홍수방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 

4. 커뮤니티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방안 도출 

5. 라오스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및 영향도에 대한 리서치 실행  

6.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농민 및 관련 기술자에게 교육 및 전파 

7. 관련 분야에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관계 강화  

완화 

1. 메탄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게 농수관리, 토양 개간 활동 촉진  

2. 생산 효율성을 높여 메탄가스의 배출을 저감  

3. 가축의 거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4.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바이오 에탄올을 활용한 폐수 처리 등의 신기술 사용 촉진 

삼림 

& 

토양 

이용 

완화 

1. 기후변화 대응의 개념을 삼림 관리 활동에 도입 

2. 기후변화 및 해충에 강한 식물 종자 개발 

3. 삼림 관련 기후변화 대응 자료, 시뮬레이션 모델, 취약성 테스트 등을 강화 

4.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삼림 관리 시스템 개발  

5. 삼림지역 근방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 

6.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삼림 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적용 

1. 무분별한 삼림 개간작업을 중지하고, 훼손된 삼림을 회복시키는 숲 가꾸기 활동 촉진 

2. 나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주민들에게 바이오가스, 소수력 등의 대체에너지원 제공 

3.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법령을 제정하고 산불에서 오는 피해에 대한 교육 제공 

4. 산림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수입 증대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치를 리스크 관리와 계획절차에 융합 

6. 삼림. 토양관련하여 탄소시장의 기회를 탐색하여 사업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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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적용 

1. 수자원 관련 산업의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평가 

2. 강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 

3. 신뢰성 있는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수나 가뭄 피해를 예측 및 최소화 

4. 기후변화 데이터를 낮은 단위의 수자원까지 확인 가능하게 다운스케일링 

5.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과 리스크관리 전략, 절차 수립 등의 분야와의 결합 

6. 수자원 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게 설계 

에너지 

& 

수송 

완화 

1. 기후변화 대응 방법론과 수송 분야의 투자전략 등을 결합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송 분야의 투자전략 수립 

3. 리스크가 높은 시설을 추출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 

적용 

1. 2010 년 전력화율 70% 달성 목표, 2020 년 전력화율 90% 달성 목표  

2. 고립된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태양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등) 

3. 그린 에너지 사용 장려 

4.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및 가정기기 사용, 에너지 효율화 빌딩 건립 장려  

5.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저탄소 운송수단 이용 장려  

6. 자동차 금지의 날,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국민 환경 의식 제고 

7. CDM 등의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장려 

산업 

완화 1. 그린 에너지 기술 및 그린 생산 기술의 이용 장려 

적용 

1.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증진 

2. 가구생산 과정의 개선으로 목재잔여물 저감 

3.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생산품의 건조, 가열과정에 활용 

도시 

개발 

완화 

1.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장려 

2. 주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진단 

3. 기존 사회기반 시설중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폐수관리 시설에 태풍시의 홍수를 방지하는 보호막 설치  

5. 유동적 물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 설계 

적용 

1. 쓰레기 감소,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2. 쓰레기 소각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소각 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3. 재활용시설 설립하여 매립쓰레기를 줄임 

4. 친환경 퇴비 및 농약 사용 

5. 오수정화조에서 걸러진 하수찌꺼기의 효율적 관리  

6. 메탄가스를 수집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지 건립. 가능하다면, 기존 쓰레기 매립지 개선 

7. 쓰레기 관리, 저탄소 운송방안등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촉진 

8.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의 CDM 등의 온실가스 저감활동 투자 장려 

공중 

보건 
적용 

1.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3. 민간부분의 의식 제고, 커뮤니티의 참여 유도  

4.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진단할 방법론 개발  
 

 

 

☞  라오스 정부, 2008 년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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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라오스 정부는 아직까지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한 정책이나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MEM 에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규정, 법령, 규범, 라벨링, 역량강화, 시범사업 

등 총 8 개 분야의 포괄적 에너지 효율화 Action Plan 을 수립 
 

- 라오스 에너지 효율화 액션플랜에 따라 2013 년 말 에너지효율화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2014 년까지 이를 확정하고, 2015 년부터 2017 년 까지 ACE 의 자문을 통해 세부적인 

항목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법령을 도입할 계획  
 

- 액션플랜에 속해있는 에너지 효율 정책, 법령, 기술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에 대한 세미나 또는 

OJT 형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020 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무 수행능력 증진을 추진 
 

 

< 라오스 에너지 효율화 액션플랜 (2012) > 

 

 

ㅇ 국가차원에서 의무적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나, 다수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편찬, 

민간에 배포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관련 가이드라인으로는 공장, 건물, 가정 분야의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에너지 경영 가이드라인, 

공장, 건물 분야의 에너지 진단 가이드라인, 에너지 절약 교육 가이드라인 등 

 

 

 

☞ 라오스 정부 에너지효율화 액션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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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라오스 내 사용되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은 100% 수입에 의존 
 

- 2008 년 기준 총 수입량은 558,426,822 L(차량용 가솔린, 디젤, 제트유, 벙커유, 윤활유 등) 
 

- 라오스 내 석유 소비는 운송 부문이 88%로 가장 많으며 상업부문이 11%로 양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 

 

ㅇ 라오스의 국영 석유청인 LSFC(Lao State Fuel Company)는 MOIC(산업 및 상업부) 산하에 

위치하여 라오스 내 지상운송, 항공 등 부문에 연료를 공급 
 

- 라오스 내에는 LSFC 외에 몇몇의 석유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LSFC 와 경쟁하는 구도로 석유 

시장이 형성 

 

ㅇ 라오스 내 연료 시장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MOIC 는 세계 유가의 변동사항에 

따라 모든 연료에 대한 가격을 결정 
 

- LSFC 는 라오스 내 유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사항을 서면으로 국가 전역의 석유 업체들에 

배포하게 되어 별도로 석유를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격에 석유를 판매 

 

□ 석탄 
 

ㅇ  라오스 내 석탄 매장량은 약 630,901,776 톤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 중 채굴이 가능한 석탄의 

양은 약 370,000,000 톤 가량으로 파악 
 

- 이 중 대부분의 매장량은 라오스 북부지방과 비엔티안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라오스 내 석탄 채굴 활동은 대부분 노천굴(open-cast mining) 형태 

 

ㅇ 라오스 내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라오스 정부는 이를 충족하고 발전소 

증축을 통한 주변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위해 몇몇의 석탄 매장부지 탐사사업을 수행 
 

- 2012 년 3 월 라오스 정부는 태국 업체의 Feuang 지방의 36.7km2 탐사를 승인 
 

- 라오스는 현재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으며 2015 년 완공 예정인 1,653MW 급 Hongsa 발전소가 

첫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전망 

 

 

 

☞ 라오스 석유 전량 수입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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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2012 년 기준 총 설비용량(Installed capacity) 약 3,205 MW 
 

- 설비용량 중 606MW 는 국영 전력청인 EdL 이 소유하고 있으며 2,599MW 는 IPP 업체들 소유로 구성 

- 라오스 내 생산된 전력 중 약 85%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 수출  

 

ㅇ 현재 라오스 국가 전역에 전력 송•배전 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방으로 

갈수록 전력이 보급되고 있지 않으며 가정 전력보급률은 2010 년 기준 70%에 불과 
 

- 라오스 정부는 현저히 낮은 전력 보급률을 2020 년까지 90% 수준으로 증대할 계획 

 

ㅇ 라오스 정부는 전력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다섯 항목의 정책을 수립 
 

①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 가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유지 및 확대 

② 내수용 발전과 함께 정부의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수출 추진활동을 통한 수익 마련 

③ 전력부문 개발을 위해 공공, 개인 및 공공-개인 간 연계를 통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④ 국가간 기술 노하우 및 전문성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⑤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 

 

ㅇ 라오스의 전력 관세 
 

< 라오스 전력 관세(단위 라오스 낍(Kip)/kWh (2012) > 

항목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가정부문 

0~25kWh 175 201 231 266 

26~150kWh 290 298 307 316 

>150kWh 765 765 765 765 

사업체 
저압 826 826 826 826 

중압 702 702 702 702 

정부 
저압 677 667 658 649 

중압 575 567 559 551 

다국적 기업 1,066 1,066 1,066 1,066 

산업부문 
저압 610 601 593 584 

중압 518 511 504 497 

농업부문 
저압 341 359 377 395 

중압 290 305 320 336 

 

□ 원자력 
 

ㅇ 라오스 내 원자력 발전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 역시 부재 

 

☞ 라오스 2020 년까지 전력 보급률 9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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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수력에너지 
 

- 수력발전 잠재력: 23,000MW 

- 현 개발 용량: 약 15,000MW(가동 및 개발 중) 

- 라오스의 주요 발전사업 대상 에너지원 

 

< 라오스 수력발전소 가동 현황 (2014) > 

발전소 명 
설치용량 

(MW) 
소유주 용도 완공 년도 

Houay Ho 150 

Suez Energy(벨기에) 60% 

EdL(라오스) 20% 

HHTC(태국) 20% 

태국 수출 1999 년 

Nam Leuk 60 EdL(라오스) 내수 사용/태국 수출 2000 년 

Nam Lik 1-2 100 
NIWEC(중국) 90% 

EdL(라오스) 10% 
내수 사용 2006 년 

Nam Mang 3 40 EdL(라오스) 내수 사용/태국 수출 2004 년 

Nam Mong 70 일본 자금; EdL(라오스) 내수 사용 2009 년 

Nam Ngum 1 155 EdL(라오스) 내수 사용/태국 수출 

1971 년 

(라오스 첫 

수력발전소) 

Nam Thrun 2 1,070 

EDF(프랑스) 40% 

EGCO(태국) 35% 

LHSE(라오스) 25% 

내수 사용/태국 수출 2004 년 

Theun-Hinboun 210 

EdL(라오스) 60%, 

Nordic Group(노르웨이) 20% 

MDX(태국) 20% 

내수 사용/태국 수출 1998 년 

Xeset 1 45 EdL(라오스) 내수 사용/태국 수출 1990 년 

Xeset 2 76 EdL(라오스) 내수 사용/태국 수출 2009 년 

 

ㅇ 태양에너지 
 

- 라오스 태양광 조도: 3.6 ~ 5.5 kWh/m2 

- 조광 시간: 1,800 ~ 2,000 hours/year 

- 잠재량: 146kWh/m2/year (태양광 판넬 효율 10% 기준) 

- 설치 용량: 285kW 
 

ㅇ 바이오매스 
 

- 라오스 가정의 주요 에너지원(땔감 나무 형태) 

- 농림업 폐기물 에너지 잠재량: 500MTOE 

 



October 2014 

 

  21 

□ 신재생에너지 정책  
 

 

< 라오스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2025 년까지의 개발 목표 (2011) > 

 

항목 
재생에너지 

종류 

잠재량 현 용량 2015 2020 2025 

MW MW MW KTOE MW KTOE MW KTOE 

A 전력   140  243  728 416 

1 소수력 2,000 12 80 51 134 85 400 256 

2 태양광 511 1 22 14 36 23 33 21 

3 풍력 >40  6 4 12 8 73 47 

4 바이오매스 938  13 8 24 16 58 37 

5 바이오가스 313  10 6 19 12 51 33 

6 고체폐기물 216  9 6 17 11 36 23 

7 지열 59        

B 바이오연료 ML ML ML  ML  ML  

1 에탄올 600  10 7 106 178 150 279 

2 바이오디젤 1,200 0.01 15 13 205 239 300 383 

C 지열에너지 KTOE KTOE       

1 바이오매스 277   23  29  113 

2 바이오가스 444   22  44  178 

3 태양광 218   17  22  109 

에너지수요(KTOE)    2,504  4,064  4,930 

재생에너지 계    172  668  1,479 

재생에너지 비율    7%  20%  30% 

 

ㅇ 라오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11 년 발표된 라오스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에 의거하여 추진 
 

- 본 전략에서는 2025 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도입량이 전체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설정 
 

- 특히 수력발전과 바이오연료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 수송부문의 연료 

소비량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도입 목표를 채택 
 

- 또한 202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의 전력 공급을 발전원별로 바이오매스 58MW, 풍력 

73MW, 태양열 33MW, 소수력 400MW 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도입 촉진방안은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 
 

 

 

 

☞ 라오스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으나 구체적 도입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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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라오스 수력발전 댐 건설 계획, 주변국들 반감 
 

ㅇ 라오스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를 목표로 향후 15 년간 다수의 수력발전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의 수렵 협회와 환경 단체의 반감이 발생 
 

- 수력발전소 건설은 라오스 정부의 장기적 경제 전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메콩강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과 주변국 주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라오스의 첫 메콩강 댐인 

Xayaburi dam 하류 거주 주민들은 태국 법원에 법적인 청원을 제출하여 35 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 라오스는 최빈국에 속하며 수력발전소 부문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나 향후 발생할 생태계 교란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 

 

ㅇ 메콩강을 둘러싼 환경영향 논란은 라오스뿐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의 총 6 개국에 민감한 사안 
 

- 1995 년 하류지역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4 개국이 MRC(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하여 

하류지역 본류에 댐 혹은 기타 인공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1 년 라오스정부가 메콩강 하류 본류에 1,285MW 

규모의 사야부리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진행하면서 쟁점이 가속화 
 

- 라오스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고 국내 에너지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비교적 희망적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메콩강 유역국들간의 다양한 경제•문화협력 사업 등을 통한 이익공유(Benefit-Sharing)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 선행 필요 

 

< 메콩강 댐 건설 현황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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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 우대제도 
 

ㅇ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 외국인 합작투자사업 및 단독 투자사업에 대해 법인세 20% 일률적용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 수입된 건설장비, 각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감세  
 

-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ㅇ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FIMC: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의 승인을 득한 

후 건 별로 일정의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아래 중 3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5%의 세금을 감면 
 

- 생산제품의 70%이상 제 3 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의 원자재중 70% 이상을 현지 조달하는 경우  
 

- 공장의 입지조건이 불리한 경우  
 

- 이윤율은 낮으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고문헌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in Lao PDR 

Energy Sector Development in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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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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전력 요금 인하 
 

ㅇ 전력청은 스리랑카 내 모든 전력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전력요금의 25%를 인하하는 

방안을 9 월 16 일자로 시행 
 

- 동 전력요금 인하는 일반 전력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Puttlam Lakvijaya 석탄발전소의 1 단계 

사업 완공에 따라 실시 
 

ㅇ 수정된 전력 요금 정책은 10 월 전력요금 산정부터 반영될 예정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2 

 
스리랑카 전력요금 개정 내용 (‘14 년 9 월 16 일 시행)  

 

- 동 전력요금 개정안은 월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함 

- 월별 소비량에 따라 전력요금 인하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소비량이 적을수록 인하 폭이 큼 

 

(* 1 루피=약 8 원) 

월별 소비량  

(단위: kW 또는 unit) 

기존안 

(단위: 루피) 

개정안 

(단위: 루피) 

인하율 

30 142.50 105.00 26% 

60 371.85 280.50 25% 

90 1,146.50 861.00 25% 

120 2,772.00 2,083.50 25% 

180 5,334.00 4,003.50 25% 

250 9,555.00 7,213.50 25% 

300 12,495.00 9,463.50 24% 

500 24,255.00 18,463.50 24% 

1,000 53,655.00 40,963.5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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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청, Lakvijaya 석탄발전소 2 단계 착공 
 

ㅇ Puttlam 지역 Lakvijaya 석탄발전소 2 단계 사업이 9 월 16 일 착공 
 

- 동 발전소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동 착공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스리랑카 

방문 기간 중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짐 
 

ㅇ Lakvijaya 석탄발전소는 2 단계 사업으로 구성 
 

- 1 단계 사업은 300MW 용량으로 ‘11 년 3 월 착공 이후 현재 가동 중이며, 2 단계 사업은 총 

600MW 용량 규모로 이번에 착공 
 

ㅇ 동 발전소 건설로 기존 대비 3 분의 1 비용으로 전력 생산 가능해질 전망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1 

 

□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그린포트 운영기술 스리랑카에 전수 
 

ㅇ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선진 항만 운영 체계와 해양∙항만 오염방지 시스템을 스리랑카에 소개 
 

- 스리랑카 정부 및 항만공사 소속 고위 관계자 15 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지난 9 월 12 일 입국해 

27 일까지 국내 항을 둘러보며 항만 운영 체계 기술 등을 습득 
 

ㅇ  인천항은 아시아 최초 친환경 LNG 동력선을 도입한데 이어 항만 창고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확대 등 친환경 그린포트를 위한 사업 경험 등을 스리랑카에 전수 
 

- 또한 인천항은 부산항, 여수·광양항 등의 협조를 통해 ▲항만 건설 시 환경 오염방지 대책 ▲항만 

대기오염 규제 ▲폐기물 해양배출정보 관리시스템 ▲기름 유출 등 국가재난 대비 ▲해상·해안 

방제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ㅇ  동 연수는 항만 운영 방안을 모색하던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 현지 사무소를 

통해 국내 항만 운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물류 비즈니스 기회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온 인천항만공사가 연결되면서 추진됨 
 

- 현재 스리랑카는 물류 허브 실현을 위해 항만과 물류 비즈니스 사업에 주력 중으로, ‘08 년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을 받아 수도 콜롬보항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 
 

- 콜롬보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문제와 콜롬보 기존 항만 관리의 애로 등을 인천항 

운영 벤치마킹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사업 추진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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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교황 방문 맞춰 조기 대선 움직임 
 

ㅇ 스리랑카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교황의 방문과 비슷한 시기인 내년 초 예정에 없던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 ‘10 년 재선에 성공한 후 대통령 2 회 연임 제한을 철폐한 라자팍사 대통령이 내년 초 다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의 집중 분석이 제기 
 

- 스리랑카는 대체적으로 불교국가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7.5%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투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님 
 

ㅇ 이에 교황청은 9 월 12 일 스리랑카 정부에 내년 1 월 13~15 일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스리랑카 방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청 
 

☞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62770&ACID=3 

 

□ 국영전력발전위원회, ‘2015 연간 활동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ㅇ 국영전력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연간 활동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 
 

 

-  전력 생산 및 사용 관련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 월 24 일까지 온라인 서면 

제출을 통해 참여 가능 
 

☞

 

http://www.pucsl.gov.lk/english/notices/public-consultation-on-annual-activity-plan-2015/ 

 

 

▐  파키스탄  

 

□ 파키스탄,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카타르와 LNG 수입 협정 맺어 
 

ㅇ 기존 CNG 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천연자원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이었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14 년 상반기 카타르와 LNG 수입에 관한 협정을 맺어 LNG 를 수입할 예정 
 

- LNG 수입은 석유수입과 비교 연간 25 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100 만명의 일자리 창출 전망 
 

ㅇ  CNG 는 석유보다 30~35% 저렴할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저렴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금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선언  
 

- 추가적인 LNG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 예상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

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0394&ARTICLE_SE=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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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 파키스탄 Engro LNG 프로젝트에 3,000 만 달러 차관 제공 결정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Engro 사의 ‘Fast track Liquefied Natural Gas regasification’ 프로젝트에 

3,000 만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 파키스탄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 차관 제공은 파키스탄 정부의 최근 노력의 결과임 
 

ㅇ 동 프로젝트는 재 기화된 LNG 를 수송하기 위한 24km 상당의 파이프라인 설비 증축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 Quasim 항에 LNG 터미널 건설 및 운용하고자 함 
 

ㅇ 전체 비용 약 1 억 달러에서 30%는 Engro 자회사에서 제공하고 남은 70%는 기타 국제 

금융기관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예정 
 

- 국제금융공사 또한 터미널 건설을 위해 약 3000 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

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0579&ARTICLE_SE=20302 

 

 

□ 미국, 4,500 MW 규모 Diamer Basha 댐 프로젝트에 140 억 달러 지원 약속 
 

ㅇ 미국 국제개발처 행정관 및 대표자는 파키스탄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에게 발전 및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의 투자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키스탄 

4,500 MW Diamer Basha 댐 프로젝트에 140 억 달러 지원 약속   
 

- 동 지원을 통해 파키스탄-미국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경제 및 투자 관계 강화 
 

ㅇ 급속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10,000 MW 상당의 전력이 필요한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에 동 프로젝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  
 

ㅇ Diamer Basha 댐은 4,500 MW 의 발전뿐 아니라 400 만 에이커에 관개를 위한 수자원을 

공급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수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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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Sinohydro 사와 파키스탄 Hajvairy 그룹 간 합작회사, 약 2 억 3,700 만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수주 
 

ㅇ 파키스탄 수력 및 전력 개발청은 중국 Sinohydro 사 및 파키스탄 Hajvairy 그룹 합작회사와 약 2 억 

3,700 만 달러 규모의 Keyal Khwar 수력발전 프로젝트 토목설비 계약 체결 합의  
 

- 128 MW Keyal Khwar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인더스강의 Kohistan 지역에 위치하며 동 

프로젝트는 약 4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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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프로젝트에 유럽개발은행, 독일개발은행, 및 파키스탄 정부가 공동 재정 지원 예정  
 

- 유럽개발은행과 독일은행이 각각 1 억 2,700 만 달러, 1 억 2,300 만 달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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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정부, 가스비 20% 인상 계획 
 

ㅇ 파키스탄 정부는 국유 가스발전 수익증진을 위해 국내소비자를 제외한 수요에 대해 

가스비를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7 억 3,300 만 달러 수익 기대 전망 
 

ㅇ 석유가스규제국은 금년 회계연도에 최대 14% 가스비 인상을 승인한 바 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ㅇ 국내소비자들에게 가스비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CNG 소비자, 산업 및 발전 부문이 

6 억 6,800 만 달러의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보조금으로 연결될 수 있음 
 

☞ 

 

http://www.pakistantoday.com.pk/2014/09/25/business/govt-set-to-hike-gas-tariff-by-20-domestic-consumers-need-not-worry/ 

 

□ 파키스탄-인도 천연가스 수입 가격측정 구조 합의  
 

ㅇ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 결정 방식에 동의, 인도 에너지사인 

게일사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에 수출할 것이며 동 파이프라인 

제작에는 게일사가 8,100 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파키스탄은 LNG 를 수입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게일사는 LNG 를 수입하여 인도 내에서 

가스화시켜 파키스탄에 수출 
 

☞ 

 

http://www.pakistantoday.com.pk/2014/09/15/business/pakistan-india-agree-on-gas-price-formula/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Khula 지역에 건설 예정 
 

ㅇ 과학기술 국무장관인 Yeafesh Osman 은 Khula 지역 남서쪽에 위치한 Labanchhara 에 

파키스탄의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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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기 결정된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으로 Labanchhara 지역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중국 정부가 동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의 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국무장관이 사전에 동 지역 타당성 검사를 요청 
 

☞

 

http://www.energybangla.com/2014/09/20/21335.html 

 

□ 에너지자원부 장관, 급격한 가스비 인상 제안…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 진행 
 

ㅇ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가스비를 5%에서 최대 122%까지 인상시키는 제안서 제출,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bangla 가 방글라데시 전력청에 동 제안서를 전달 
 

- Petrobangla 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가스비로 인한 방글라데시 가스 공급회사들의 어려움을 

근거로 가스비 인상의 필요성 주장  
 

ㅇ 전력청은 동 제안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 결정 예정 
 

ㅇ 급격한 가스비 상승에 대한 일반 시빈들의 우려가 존재하며, 현재 방글라데시 민족주의 

당에서 강력하게 반대  
 

☞ 

☞ 

http://bdnews24.com/economy/2014/10/01/post-eid-berc-public-hearing-on-plans-to-hike-gas-prices 

 

http://en.prothom-alo.com/bangladesh/news/54635/No-gas-price-hike-BNP-to-govt 

□ 방글라-말레이, Maheshkhali 섬에 1,320 MW 규모 석탄발전소 건설 합작 투자 MOU 체결  
 

ㅇ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청, 말레이시아 에너지사 Powertek Berhad 사 

간 컨소시움(TNB-PB)이 합작투자로 1,320 MW 규모 석탄 발전소 건설 MOU 체결  
 

- 프로젝트는 BOOT(build–own–operate–transfer)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에 사용될 석탄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수입될 수 있음  
 

☞

 

http://en.prothom-alo.com/bangladesh/news/54065/MoU-signed-with-Malaysia-to-set-up-1320-MW-power 

 

□ 러, 엔지니어링 회사 Inter Rao, 방글라데시 최대화력발전소 설비점검 계약 체결 
 

ㅇ 러시아 주요 엔지니어링회사 Inter Rao 사,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방글라데시 최대규모 

Ghorashal 화력발전소의 설비점검 계약 체결 
 

- 약 3 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며 Inter Rao 사는 턴키방식(tern-key)으로 스팀 터빈, 발전기, 

보일러,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 할 예정 
 

☞

 

http://www.irao-engineering.ru/en/pressroom/events/inter-rao-engineering-llc-has-signed-a-

contract-for-overhaul-of-unit-no-5-of-the-ghorashal-tps-i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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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방글라데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4 억 9200 만 달러 차관지원 약속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 향후 3 년에 걸쳐 방글라데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4 억 9,200 만 달러 차관지원 예정  
 

ㅇ  동 차관 중 1 억 500 만 달러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2 차 전력망 연결사업에 지원 예정 
 

  -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력을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여 남아시아의 전력망 연결을 추진 

해왔으며 현재까지 4,000 만 달러 이상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전력망 구축에 지원 
  

  - 현재 방글라데시는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인도로부터 500 MW 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2030 년까지 서남아소지역 경제협력국가들로부터 3,500 MW 의 전기를 수입할 계획  
 

☞ 

 

http://www.thedailystar.net/adb-to-lend-492m-for-infrastructure-45221 

 

 

▐  네팔  

 

□ 네팔-인도 정부, 6,720 MW 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하는 Pancheshwar 다목적 개발 프로 

젝트의 작업 착수 약속  
 

ㅇ 네팔과 인도 정부는 17 년 간 지연되어온 Pancheshwar 다목적개발 프로젝트 작업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6,720 MW 규모의 수력발전시설을 포함 
 

- 네팔과 인도 사이의 Mahakali 강에서 시행되는 동 프로젝트는 두 국가의 수력발전부문의 

대표적인 개발 협력활동이 될 전망 
 

ㅇ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의 초기 CEO 는 네팔인이 선정 될 것이며, 프로젝트 본부는 네팔 

서쪽 Mahendranagar 에 자리잡을 예정  
 

- Rupaligad 의 댐에 대한 재 규제화를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과정은 6 개월 이내로 컨설팅 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http://www.masterbuilder.co.in/nepal-india-to-expedite-stalled-pancheshwar-multipurpose-development-project/  

 

  

□ 네팔 대규모 수력발전소 사업, 인도 기업 GMR 수주  
 

ㅇ 인도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기업 GMR 은 네팔의 Karnali 강에 900MW 수력발전 프로 

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1 년부터 전력 생산예정 
 

-  GMR 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12%는 카트만두지역에 무료로 제공 될 

것이며 나머지 전력에 대해서 인도 또는 방글라데시에 수출할 예정  
 

http://www.masterbuilder.co.in/nepal-india-to-expedite-stalled-pancheshwar-multipurpose-development-project/�


October 2014 

 

  36 

ㅇ 인도는 오래 전부터 두 이웃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쳐왔으나 최근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 국가들의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강한 

참여의사를 보임 
 

☞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business/international/nepal-india-sign-deal-to/1370844.html  

 

□ 네팔-인도 전력수출협약에 서명  
 

ㅇ 네팔, 인도 정부는 전력의 교환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업을 위한 전기무역협약에 서명 
 

- 모디 총리의 8 월 네팔 방문 당시 동 협약에 서명키로 합의 
 

ㅇ 동 협약에는 인도와 네팔의 전기부문 상호작용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 개최 내용이 포함 

되어있으며 각 국의 국장들을 비롯하여 전기무역협약 공동작업그룹을 설립할 예정 
 

- 동 협약은 2010 년부터 이어진 네팔과 인도의 전기부문 협력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http://www.masterbuilder.co.in/india-nepal-ink-power-trading-agreement/  

 

 

□ 네팔 정부, 노르웨이, 덴마크, 아시아개발은행, UN 개발계획과 Energy +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ㅇ 동 프레임워크 협약을 통해서 개발 파트너들은 네팔의 지속가능 에너지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원 
 

- 개발파트너들과 네팔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지방 신재생에너지 프로 

그램을 시작했음 

* Energy+는 UN 이니셔티브인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SE4ALL)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기구로서 ‘11 년 시작됨. SE4ALL 은 현대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발전을 두 배로 향상시키면서, ‘30 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함  
  

☞ http://www.mof.gov.np/en/2014/09/24/news/september-24-framework-agreement-for-energy-cooperation/256/    

http://www.masterbuilder.co.in/india-nepal-ink-power-trading-agreement/�
http://www.mof.gov.np/en/2014/09/24/news/september-24-framework-agreement-for-energy-cooperatio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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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국영전력발전위원회, 전력소비자 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ㅇ Uva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Uva 지역 전력소비자 자문위원회 위원 모집(10.6 까지) 
 

- 국영전력발전위원회는 스리랑카 전력산업 분야의 경제, 기술, 안전 측면의 규제 시행기관으로서, 

규제 시행 관련 전력 소비자의 의견을 자문받을 창구가 필요 

- 이에 전력소비자 자문위원회가 전력 소비자의 이해관계 논의를 통해 전력소비자의 입장을 국영 

전력발전위원회에 제공할 예정 
 

ㅇ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지원자격: *65 세 이하, 해당 지역 관련자, 영어 및 Sinhala 또는 Tamil 어 가능자 

- 제출서류: '소비자 보호' 관련 에세이 1 편, 거주 증명서, 신원증명서 

 

☞ 

 

http://www.pucsl.gov.lk/english/notices/vacancy-announcement-ccc-uva/ 

 

□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 '2014 스리랑카 국가 녹색 보고 시스템'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공고 
 

ㅇ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지속가능성 성과보고 체계의 향상을 위해 '국가 녹색 보고 시스템'을 구성 
 

- 동 시스템은 녹색보고 이니셔티브(GRI)의 G3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24 개 환경지표, 20 개 사회지표, 6 개 경제지표 등 총 50 개 지표로 구성됨 
 

ㅇ '국가 녹색 보고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은 ‘11 년 6 월 17 일 발행되었으며 동 시스템에 

기존 참여 2 개팀에 추가적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4 개 팀을 10 월 20 일까지 모집 
 

☞

 

http://www.environmentmin.gov.lk/web/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45%3Aministry-of-environment-and-renewable-

energy-calling-for-expression-of-interest-eoi-2014-the-national-green-reporting-system-of-sri-lanka&lang=en&Itemid=334 

 

□ 지속가능에너지청, 지붕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기술 관계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지붕 태양광 설비 기반의 현 전력요금 인하 제도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동 사업을 발주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양식에 의거하여 수행 예정인 모든 범위의 업무를 설명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은 출력본은 지속가능에너지청으로 제출하고, 파일본은 명시된 이메일로 9 월 

26 일 이전까지 제출 
 

☞http://www.energy.gov.lk/pdf/Advertisemen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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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민간발전및인프라위원회, Gadani 에 수입석탄 기반 IPP 프로젝트 입찰 희망서 접수일 연기 
 

ㅇ 자가발전 및 사회기반시설 이사회는 누적 발전량 6600MW 규모의 파키스탄 Gadani 지역 

석탄 IPP 프로젝트 입찰참가희망서 접수일 연기 
 

ㅇ 동 사업에 대한 입찰 희망서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200 달러의 등록비와 1,500 달러의 

문서비용 지불 후 수령 가능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10.31 
 

☞ 

 

http://www.ppib.gov.pk/gadani.htm 

 

□ 민간발전 및 인프라 위원회, 80 MW 규모 Neckeherdim-Paur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58 MW Turtonas-Uzghor 수력발전 프로젝트 제안서 접수 일자 연기 
 

ㅇ PPIB 는 2002 년 파키스탄 정부의 발전프로젝트 정책에 따른 Yarkun river 강에 80MW 의 

Neckeherdim-Paur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Golen Gol 강에 58MW Turtonas-Uzghor 

수력발전프로젝트 제안서 접수일 연기  
 

ㅇ 동 프로젝트는 민간부문 기업들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지역 모두 또는 한 지역에 신청 가능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11.27 
 

☞ 

  

http://www.ppib.gov.pk/neck_turt.htm 

 

 

▐  방글라데시  

 

□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10 월 RERED II 전력분야 ICT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 

입찰참가의향서 모집 공고 
 

ㅇ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및 관계부처는 방글라데시 전력 분야 ICT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 

공고를 내고, 입찰참가의향서를 모집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14.9.11 

☞ 

 

http://www.powercell.gov.bd/images/additional_images/EOI_ICT%20Road%20Map_Aug%205,%20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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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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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일부인 

바이오가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을 공고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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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 네팔 전력위원회, 수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컨설턴트 모집 
 

ㅇ 네팔 전력위원회는 네팔 정부의 지원으로 수력발전 프로젝트 스크리닝 연구, 수력발전소 

디자인 지침, 발전소 및 변전소 평가 지침 사업을 위한 개별 컨설턴트를 모집 
 

ㅇ 네팔 컨설팅 회사 및 합작 투자사(JV)를 대상으로 함 
 

- 제안서 마감: 10 월 16 일까지  
 

☞ 

☞ 

http://www.doed.gov.np/notices/EOI-of-Screening-and-Ranking.pdf 

☞ 

http://www.doed.gov.np/notices/EOI-of-Powerhouse-Design-Guidelines.pdf 

 

http://www.doed.gov.np/notices/EOI-of-Inspection-Guide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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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2014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11 월 25~26 일 콜롬보에서 개최 
 

ㅇ 금년 포럼은 ‘역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주제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주최 하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 
 

ㅇ 정부 관계자, 민간기업 담당자 등 약 500 명 이상의 전문가가 금년 포럼에 참석할 예정 
 

☞http://www.investsrilanka.com/news/story/4057/Asia-Pacific-Business-Forum-APBF-2014  

 

 

□ 지속가능에너지청, Kotte 시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교내 인식 증진 프로그램 실시 
 

ㅇ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는 Kotte 시 지속가능에너지 관련 학교 대상 인식 증진 프로 

그램을 10 월 7 일 President's College 에서 개시 
 

- 동 프로그램은 교내 관련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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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유치원 교사 대상 2 차 연수 프로그램 개최 
 

ㅇ 동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내 언론사인 ‘Blindu’와 협력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유치원 교사들의 에너지 인식을 증진시키고, 교수법 교육을 통해 유치원생들의 에너지 

인식 증진 또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에너지 인식 증진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토리북 교육법 등을 소개 
 

ㅇ 동 프로그램에는 100 여 명의 유치원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10 월 12 일 Matara 지역 

Sanasa 빌딩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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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주방" 프로그램 개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9 월 27 일 Maharagama 에 위치한 Youth Centre 에서 가정 주부 등 

1400 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 개최 
 

http://www.investsrilanka.com/news/story/4057/Asia-Pacific-Business-Forum-APBF-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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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내 언론사인 ‘Sirikatha’와 협력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대한 인식 증진과 가정 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방안 교육을 목적으로 함 
 

- 동 프로그램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주방 배치부터 친환경적인 음식쓰레기 저감법,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주방도구 등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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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초∙중∙고 대상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커리큘럼 개발, 국가 에너지 절약의 날 기념 행사 관련 

프로그램 및 교내 에너지 클럽 실행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속가능에너지청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절약 관련 인식 증진 및 실무 경험 전수를 

목표로 함 
 

ㅇ 또한 지속가능에너지청은 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워크샵을 9 월 15~16 일 Wadduwa 지역 Blue Water 호텔에서 실시함 
 

- 동 워크샵을 통해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 및 실행 전략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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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에너지 및 환경 연구그룹, '세 번째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개발 국제컨퍼런스' 

10 월 22 일-24 일 개최 
 

ㅇ 컨퍼런스를 통해 전세계 산업계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 마련,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장을 목표로 하는 최근 연구,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논의 
 

- 일시: 2014 년 10 월 22~24 일 

- 장소: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UET) 
 

☞

 

http://eesd.muet.edu.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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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정부, 9 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관한 지원요청 
 

ㅇ 파키스탄 정부는 9 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기후 연구를 위해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협조 요청 
 

ㅇ 국가 재난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1,547 km 의 도로가 홍수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파괴된 도로를 회복하는 작업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출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 요청 
 

☞

 

http://tribune.com.pk/story/769556/seeking-assistance-govt-to-stage-donors-conference-for-flood-relief/ 

 

 

▐  방글라데시  

 

□ Chittagong 대학 공대, ‘제 9 회 전략기술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 
 

ㅇ 매년 개최되는 ‘전략기술에 관한 국제포럼’ 컨퍼런스가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에 주최로 

10 월 21 일부터 3 일간 Long Beach Hotel 에서 개최 
 

ㅇ ICT, 대학들을 대상으로 발전 엔지니어링,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논의하며 다양한 

참여기구들간에 협업을 도모하고자 함 
 

- 일시: ‘14 년 10 월 21~23 일 

- 장소: Long Beach Hotel 
 

☞

 

http://www.cuet.ac.bd/ifostnew.php 

 

 

▐  네팔   

 

□ 국제수자원협회,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속가능한 폐수처리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ㅇ 국제수자원협회는 지속가능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퍼런스를 카트만두에서 

개최하고, 수자원, 에너지, 관개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일시: ‘14 년 10 월 26~30 일 

- 장소: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UET) 
 

☞

 
http://10times.com/specialist-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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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 유라시안 아카데미 주최, 환경리서치 국제 과학 컨퍼런스가 네팔 

Siddharthanagar 에서 개최 
 

ㅇ  동 국제과학 컨퍼런스에서는 농업, 생물다양성, 산림, 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가뭄 및 수자원, 천연자원, 에너지 등 광범위한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 예정  
  

- 일시: ‘14 년 11 월 1~3 일 

- 장소: Hotel Nirvana, Paklihawa Road, Siddharathanagar (Bhairahawa) 

☞

 

http://10times.com/environmental-research 

 

4. 시사점  
 

□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다양한 에너지 효율 관련 인식증진 프로그램 추진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생 및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관련 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ㅇ 동 프로그램은 지난 9 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에너지 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증진에 대한 스리랑카의 전 국민적인 인식 증진 활동이 추진 중임 
 

 

□ 스리랑카, 대외 원조로 건설한 발전소로 전력 요금 인하 
 

ㅇ 스리랑카는 최근 중국, 일본, 인도의 주요 협력 국가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당국들로부터 각종 원조 및 차관 제공받음 
 

ㅇ 최근 중국의 원조를 활용하여 건설한 화력발전소의 1 단계 완공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전력 요금 인하 실시 
 

 

□ 파키스탄은 인도, 중국, 미국 등과의 협력 강화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 마련 
 

ㅇ 파키스탄은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ADB 로부터 3 천만 달러 차관 및 미국으로부터 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협약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기구 및 국가들로부터 지원 협약 체결 
 

ㅇ 인도, 카타르와 같은 주변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협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 
 

 

□ 네팔-인도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 
 

ㅇ 바이오매스에 의존적인 네팔의 에너지 공급 믹스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와의 

에너지 수입 및 관련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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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몰디브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에너지 공급은 100%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ㅇ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1 개의 중앙 부처, 2 개 산하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100%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 
 

- 디젤연료가 전체 82%를 차지하고, 석유 수입비용은 ‘12 년 기준 4 억 7 천만 달러로 GDP의 35% 수준임 
 

- 보유한 천연자원은 없으며, 디젤 및 석유(Petroleum)는 GDP 의 50%를 차지하는 교통, 여행, 

어업의 중요 에너지원이므로 꾸준한 화석연료의 수입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임 
 

- 디젤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은 24 시간 전기를 공급받으며, 1,000 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지형적 특징으로 각 섬마다 자체 발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기 발전비용은 kWh 당 30~70 센트로 매우 높은 편   

 

 < 원별 에너지 공급(2009)> 
 

 
☞ 몰디브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며 주 공급원은 디젤로 전체 공급의 약 8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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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 에너지 수요 
 

 ㅇ 몰디브 에너지 수요는 향후 큰 폭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생산된 전기는 섬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소비됨 
 

-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는 전기사용 및 교통량 증가로’02 년 223,970 톤에서 ‘09 년 

340,311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현대식 건물과 차량의 증가로 매년 8.5%씩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 82% 디젤연료 중에서 67.7%는 전기발전, 21%는 해양교통, 8.9%는 어선, 1%는 내륙교통에 사용 
 

- 생산된 전기는 섬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며 특히 중심지역인 말레(Male), 빌리질리(Villigili) 

지역과 외곽지역간의 차이가 많이 남 
 

-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8.3% 정도 리조트 운영에 사용 
 

- 화석연료 가격변동에 따른 전기비 상승을 막기 위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12 년 기준 2 천 6 백만 달러 이상으로 막대함 
 

 

< 에너지원 별 소비(2009)>  

 

 

 

 

 

 

 

 

 

☞ 몰디브 에너지 사용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모도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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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처 

 

□ 몰디브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부 산하 두 개의 기관에서 주도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환경 및 에너지부는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하기 2개의 산하기관을 

관리·감독 
 

ㅇ (환경청) 법적 규제력을 가진 독립체로서 2008 년 환경연구센터와 몰디브 수자원위생청이 

결합하여 만들어짐. 환경보호, 산업, 환경과학, 환경법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경청 

이사회 구성 
 

ㅇ (에너지청) 발전, 분배, 가동 전반을 규제, 특히 공공전력회사(State Electric Company 

Ltd ,STELCO)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업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설정하는 등 광범위한 전기부문 규제를 담당 
 

 

 

 

환경청 

환경 및 

에너지부 

몰디브 

에너지청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유관부처 

몰디브 정부 

산하기관 

대통령실 공공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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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발계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산호섬관리부(Ministry of Atolls 

Administration) 등 기타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 관여 
 

ㅇ (국가개발계획부) ‘섬나라인 자 국에 직면한 특별한 환경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5 개년 개발계획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유관부서와 함께 활동 
 

ㅇ (재무부) 국가무역기구(State Trading Organization)는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의 수입을 

담당하며, 공공전력회사(The State Electricity Company, STELCO)는 200 여개의 유인도 중 

28 개의 섬에 전력을 공급하고, 국가 에너지설비의 전체 35%를 차지하는 주요 

전력회사로서 몰디브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수행 
 

ㅇ (산호섬관리부) 섬 개발 위원회(Island Development Committees, IDC)는 전기의 공급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전력회사(STELCO)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외곽 

섬들에 산호섬관리부(Ministry of Atolls Development, MoAD)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기공급 
 

ㅇ (항공관광부) 섬의 관광관련 모든 부분을 관리, 몰디브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약 

48.3%가 리조트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에너지 절약 측정을 

강조하는 관광마스터계획 수립을 통해 리조트의 지속가능에너지, 원료 관리기술 등의 

사용을 촉진 
 

ㅇ (국가재해관리센터) 국가 재해 및 재난과 같은 응급상황 시, 이동 가능한 전기발전기 및 

연료 공급 노력 

 

 

 

 

 

 

 

 

 

 

 

 

 

☞ 환경 및 에너지부 유관 기관 외 기타 다양한 부처에서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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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제도 
 

□ 에너지 정책 
 

ㅇ 높은 석유가격과 높은 탄소 집약도를 배경으로 ‘05 년 수립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화석연료의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ㅇ 국가 에너지 정책(2005)는 다음과 같은 목표*에 우선순위를 가짐 
 

* ①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지속적인 전기공급, ② ‘2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③ 비용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조, ④ 원료다양성을 통한 국가에너지 안보 향상, 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⑥ 에너지부문의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청정에너지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시켜 

3 개 목표로 설정 
 

* ① ‘15년까지 전력공급의 50%는 재생에너지 활용, ② 2000년 대비 ‘15년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③ ‘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통해 최종 에너지 수요의 7.5%를 절약 
 

□ 전략적 활동계획(2009-2013) 
 

ㅇ 몰디브 정부는 전략적 활동계획에서 국가의 주요 어려움을 파악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  
 

* ① 섬들의 발전시스템 비 전문적 개발로 인한 불확실성, 낮은 효율과 질, 높은 유지 및 운영비용, 

② 섬에 위치한 대부분의 발전소가 주거지와 근접하여 국민건강 위협, ③ 취약한 발전시스템 

관리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재무, 엔지니어 전문가의 부족, ④ 섬 사이를 

이어주는 수송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연료공급비용 증가 및 불확실, ⑤ 에너지 규제역할을 하는 

몰디브 에너지청 인력부족으로 인한 규제프레임워크 개발의 어려움, ⑥ 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및 

활용의 어려움  

 

 

 

 

 

 

 

☞ 국가 에너지 정책은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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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몰디브의 잠재적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임 
 

-  적도근처 위치한 지리적 요건으로 충분한 태양에너지를 받음 (연중 280~300 일이 맑음)  
 

- 풍력의 경우 7.2~11.3 노트로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큼 
 

- 외곽에 위치한 섬들의 경우에는 나무 사용금지 규제로 Kerosene 및 LPG 로 전환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또 다른 원료는 종이, 음식물 쓰레기, 건축기자재폐기물 등의 도시 고형폐기물임 
 

ㅇ 최근 몰디브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아래와 같음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기술 지역 또는 주체 용량 설치년도 

태양광 PV A.dh. Mandhoo 12.8kWp 2006 

태양광 PV, 풍력 R. Faninu 5kWp PV / 3.5kW wind  

태양광 PV, 풍력 B.Goidhoo 5kWp PV / 3.5kW wind 2007 

태양광 PV L. Fonadhoo 5kWp  2007 

태양광 PV L. Gan 10kWp  2007 

태양광 PV Private house 1.8kWp  2008 

태양광 PV Presidential Palace 11.1kWp  2010 

태양광 PV Sonevafushi resort 70kWp  2011 

태양광 PV STELCO 652kW 2011 

태양광 PV STELCO 395 kW 2012 

태양광 PV Various Owners A total of 10MW  

System sizes between  

100kW and 2MW 

2012 

풍력 Southern Utilities 25 MW  

풍력 Upper South Utilities 25MW   

출처 : 몰디브 환경 및 에너지부 

*kWp: kilowatts peak, 전력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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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몰디브 정부는 각 신재생에너지원 별에 대한 정량적 목표는 설정되지 않음 
 

- 에너지 공급에서의 외부요소 위협을 최소화 하고자 자체적으로 재생 에너지 원료를 사용한 발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나 구체적으로 
 

- 몰디브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동 

재생에너지와 디젤, LPG 등을 혼합시킨 복합 시스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며 성공적인 

전기발전 결과로 국가 전체로 시행 가능해 짐 
 

- 재생에너지 부문은 개발 역량부족, 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한 자산 부족,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옵션 정보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당면 
 

- 몰디브 정부는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원료 사용을 독려하며, 

그러한 원료의 장점을 여러 미디어, 워크샵, 정보센터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함 
 

ㅇ 몰디브 정부는 ‘15 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도모를 위주로, ‘15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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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원 별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정책 수립 필요 
 

ㅇ 몰디브는 현재 '15 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ㅇ 상세 에너지원별 목표치가 부재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가능 에너지원별 

목표치가 제시된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 

 

 

□ 몰디브 국내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최대 에너지 소비 분야인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감축 정책 필요 
 

ㅇ 국내 전기사용, 교통량 증가 등으로 매년 8.5%씩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이를 고려한 감축 정책 필요 
 

ㅇ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48.3%가 리조트 운영에 사용되므로, 관광업 중심의 감축 정책 

마련 필요 

 

 

□ 몰디브는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국내 정책 및 대외 선진국 원조가 모두 기후변화 적응 중심 
 

ㅇ 몰디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내∙외적인 관심 및 지원이 감축 대비 크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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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몰디브,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발표 
 

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 월 14 일, 중국-몰디브 1972 년 수교 이래 중국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몰디브를 방문하여, 중국에서 동남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교역로를 건설하는 21 세기 해양 실크로드 강조 
 

ㅇ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제안한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환영하였으며 중국과 몰디브는 해양과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고 투자 분야 등 9 개 협정에도 서명 
 

ㅇ 중국은 몰디브 수도 섬인 말레와 인근 훌룰레 섬을 잇는 다리 건설 계획 또한 추후 

지원하기로 약속  

 

□ 아시아개발은행,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아시아 6 개국의 피해 경고  

 

ㅇ  지난 19 일,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부탄·몰디브 등 6 개국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보고서 발간  
 

ㅇ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스리랑카 연안지역은 해수면 상승 위험이 높아 주거지 

이동, 해수 유입, 농경지와 습지 유실, 관광·어업 타격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 
 

ㅇ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될 경우, 빠르면 50 년안에 물에 잠길 수 있는 

몰디브는 이미 지난 ‘09 년 침수 위기에 대비해 인도와 스리랑카 등에 주민 이주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공개 발표한 바 있음 

 

※ 참고문헌  
 

http://www.sari-energy.org/pagefiles/countries/nepal_energy_detail.asp   

http://www.se4all.org/wp-content/uploads/2014/01/Maldives-Rapid-Assessment.pdf  

http://www.environment.gov.mv/v/1  

http://www.sari-energy.org/pagefiles/countries/maldives_energy_detail.asp   

http://www.environment.gov.mv/v1/wp-content/blogs.dir/1/files/publications/20131212-Pub-MaldivesNational-Energy-Policy-and-Strategy-2010.pdf   

http://www.reegle.info/policy-and-regulatory-overviews/MV  

http://www.irena.org/REmaps/countryprofiles/asia/Maldives.pdf   

http://www.unosd.org/content/documents/807Maldives.pdf  

http://www.wipo.int/edocs/mdocs/aspac/en/wipo_ip_co_12/wipo_ip_co_12_ref_t3zmaldiv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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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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네오에코즈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 의회선거 위해 선거구 만들기로 결정 
 

ㅇ 2014 년 10 월 3 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타슈켄트 구역 및 시 정부(khokimiyats) 

요카리 케네쉬의 제안을 염두에 두면서, 입법부 선거를 위해 선거구 형성에 관한 결정을 채택 
 

- 법령 7 조에 따르면, 유권자의 이름, 일련번호, 경계, 그리고 유권자의 수가 선거구 목록에 표시 

- 선거 준비 및 진행조치 이외에 중앙선거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http://politics.uzreport.uz/news_r_124923.html 

 
 

□ 우즈베키스탄 전기/수도/난방 등 공공요금 인상 
 

ㅇ 10 월 1 일부터 전기/가스/수도/난방 등 공공요금을 기존 대비 5~10% 인상 발표 
 

- △전기: 131.4 UZS → 144.3UZS/kW(10%↑), △가스: 165.24 UZS → 181.62 숨/m3(9.91%↑), △수도: 

아파트(미터기 설치시) 294 → 310 UZS /m2 또는 1 인당 3,603.46 UZS → 3,490.26 UZS, 주택 212 UZS 

→ 225 UZS (5.4~5.8%↑), △난방: 787.95 UZS → 844.67 UZS /m2(7.2%↑), △온수: 2,524.99→2,706.76 UZS 

또는 1 인당 9,860 UZS →10.570.54 UZS (7%↑)으로 각각 인상 
 

-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주식인 ‘부한’빵 가격도 600 숨에서 650 숨으로 

인상되었으며, 조만간 기타 요금도 인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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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12 월경 5 개의 수력발전소 현대화 주사업자 입찰 예정 
 

ㅇ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우즈벡에네르고)는 타슈켄트 및 페르가나 지역의 5 개 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주사업자 입찰이 12 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 
 

- 상기 5 개 발전소는 페르가나주 1 개(샤흐리한 케스케이드(2 번)) 및 타슈켄트주 4 개(타슈켄트 

케스케이드 (9 번), 카디리아 케스케이드(3 번) 파르하드, 니즈니보수즈(14 번))이며, 총 사업비는 

2.81 억불로 이슬람개발은행(2 억불)의 차관으로 진행 
 

- 한편, 2013 년 4 월에 공고된 2 개의 타슈켄트주 발전소(파르하드/니즈니보수즈 (14 번))의 사전자격심사 

(PQ)가 현재 완료됨에 따라 12 월에 상기 3 개 발전소와 같이 주사업자 입찰을 공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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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개발은행,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 전망치 4.5%로 수정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2014 년에 4.5%, 2015 년에는 5.2%가 

될 것이라고 9 월 25 일(화) 아시아개발전망 (Asian Development Outlook) 보고서에 밝힘 
 

- 아시아개발은행은 2014 년 4 월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치를 6%, 2015 년에 대해서는 6.4%로 전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러시아 경제의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음, 2014 년 이 지역에 대해 

경제활동의 악화로 인해 4 월의 전망수치 보다 낮아진 수정된 전망치를 발표 
 

☞ http://www.interfax.kz/?lang=eng&int_id=expert_opinions&news_id=7629 
 
 

□ 러-서방간 경제제재 조치 영향 
 

ㅇ Zhaksylykov 국가경제부 차관은 러시아와 서방국의 상호 제재조치로 인한 직접적 여파는 

카자흐스탄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는 카자흐의 주요 교역 파트너국으로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생산량 감소가 자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 둔화는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조치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부언 
 

-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ㅇ 동 차관은 러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제재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사안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 
 

- 유라시아경제연합(EEU)내 단일 에너지시장 조성시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 국에 

러시아 시장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Komsomolskaya Pravda 紙 보도를 인용,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상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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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중국과 국방협력 강화하기로 
 

ㅇ 중국 리커창 총리는 9 월 23 일 (목)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중국에서 가진 회의에서 카자흐 국방장관 아흐메토프(S. Akhmetov)에게 SCO 회원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비롯한 다른 영역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함 
 

- 중국-카자흐스탄 관계의 발전을 강조하고 양국이 핵심적 이해관계와 주요 관심사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확고하게 옹호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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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4-09/23/c_1336666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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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텡게화, 올 들어 두 번째 평가절하 가능성 제기 
 

ㅇ 카자흐스탄 텡게화가 지난 2 월에 이어 또 한번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제기됨 
 

- Halyk finace 의 한 연구원은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모든 지표가 국제적 신뢰와 글로벌 외환시장의 

위기 심화에 따른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고 밝힘 
 

- 텡게화 환율이 1USD 당 183.2KZT 에서 210KZT 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되며, 환율시장들의 큰 손들이 

1USD 당 181.50~181.55KZT 를 지키기 위해 6 억 2 천만 달러를 외환시장에 매도하였다고 밝힘 
 

- 관세동맹 주도국인 러시아의 루불화가 사실상 변동환율제인 가운데, 변두리 국가가 관리 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렵고 또, WTO 를 바라보는 나라가 관리 환율제를 채택하고 환율을 정부의 뜻대로 

통제한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 
 

☞ 

 

http://haninnews.info/board.php?board=pxxnews01&page=1&call=tmob&command=body&no =2702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무역-경제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을 준비 

ㅇ 투르크메니스탄 구르방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제 4 회 카스피해 정상회담 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의 초안 

준비를 제안했다고 밝힘 
 

-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문제들의 해답으로 협력의 확장과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 
 

- 투르크메니스탄은 협력의 주요 영역 안에 무역과 경제적 유대의 강화가 있음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17066.html 

 

 

□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에 전력 수출 증대 계획 

ㅇ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Murad Artykov 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에 전력수출을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란 에너지부 대변인 Houshang Falahati 는 양국 간 에너지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주 

아슈하바트를 방문 
 

-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장관 Reshid Meredov 는 2013 년 15 억 kWh 의 전기를 이란에 수출했으며, 차후 

50 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0 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지역의 전기수출 허브가 되겠다고 밝힘 
 

☞ http://en.trend.az/iran/business/2319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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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력 추가 수입 계획 

ㅇ 키르기스스탄은 2014~2015 년 다가오는 겨울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력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계획 
 

- 이 문제는 키르키스스탄 총리 Joomart Otorbaev 와 카자흐스탄의 카운터파트 Karim Masimov 간의 

회담에서 논의 됨 (전력 공급량 및 단가는 공개되지 않음) 

 

- 올해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최대의 Toktogu 수력발전소의 수위저하와 인구증가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384:kyrgyzstan -

to-import-electricity-from-kazakhstan-in-winter&catid=79&Itemid=567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국가 에너지 위기현황에 대해 언급 

ㅇ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Almazbek Atambayev 는 국가의 에너지 부문의 위기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담당 공무원들의 부족한 연구 및 에너지 산업부 장관의 부적합한 결정, 정부의 수동적 태도 등이 

이러한 사태를 야기함 
 

- 대통령은 물부족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전기 생산 잠재력이 하락하였지만, 산업용 및 가정용 

소비를 전환하여 24 억 KWH 의 부족분을 해결하기로 결정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375:kyrgyz-presi dent-tasks-

the-government-to-provide-the-population-with-electricity-and-heat&catid=79&Itemid=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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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앙그레 특구에 1 억 6 천만 달러 투자 집행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0 월 2 일 ‘앙그렌 경제 특구 투자협력 위원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총 1 억 6 천 3 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총 8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힘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09 년부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발전을 국가우선정책으로 

지정하고 경제특구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음 
 

- 우선적으로 나보이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이끌어왔으며, 2012 년 

수도 타슈켄트 인근의 앙그렌(Angren)지역에도 경제특구를 설립하며 나보이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해, 현재까지 약 2 억 2 천만 달러의 투자가 결정된 상황 
 

- 앙그렌 특구는 수도 인근이라는 교통 인프라와 이번 투자협력 위원회 조직을 통해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 
 

☞ http://www.uzdaily.com/articles-id-29477.htm 

 

 

□ 공공서비스청의 호레즘 지역의 상수도 공사 (ADB 차관 지원) 
 

ㅇ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청(Uzkommunkhizamt)은 ADB 지원 상하수도 사업(No. 2825 -

UZB)에 따라 진행되는 호레즘 지역의 상수도 재건 공사 (펌핑장/저수지/수도관 등)를 

공고 (마감 2014.11.4) 
 

- 담당기관: 공공서비스청(Attn: Mr. Bakhrom Umirzakov) 

- 주소: 1 Niyozbek yuli Str, Tashkent 100035 

- 전화: 99871) 235-2678 

- 팩스: 99871) 234-0559 

- 이메일: ppmuuc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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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전철화 사업 관련 장비 조달 
 

ㅇ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은 안그렌-팝 구간 전철화 사업 관련 설비 및 기계류 조달을 공고 (2014.11.3) 
 

- 담당 : 철도청 입찰/조달국(Temiryo'lyengilta'min) 

- 7 Shevchenk St., Tashkent 100029 

- Tel: 99871) 237-9472 

- Fax: 99871) 238-8443 

- E-mail: israilov55@mail.ru 

☞ http://tenders.uzreport.uz/cgi-bin/main.cgi?lan=r&id=17&tid=3806&p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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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플랜트 건설 동향 

ㅇ Geopolymer LLP 는 카라간다 지역 사란에 시멘트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힘 
 

- 2015 년 가동 예정인 동 공장 건설에는 14 억텡게(약 $780 만불)가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10 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 동 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을 위해 Temirtau 금속 공장의 공급 원료인 미네랄 함유 폐기물을 사용 
 

 

 

ㅇ COWI社는 향후 3 년내 알마티로부터 20km 지역 내 폐기물처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 발표 
 

- 공장 건설에는 약 1 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6 개월내 건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카자흐 정부 및 민간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며, 알마티市와 COWI社가 

설계 및 건설 자문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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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만겔진 가스전, 매년 3 억 m3 이상 가스 생산 

ㅇ 아만겔드 가스社는 2013 년 천연가스 채굴량은 3 억 2 천만 m3 를, 가스 응축액은 약 

2 만톤을 기록하였으며, 2014 년에도 약 3 억 2 천만 m3 의 가스를 채굴할 계획으로 이미 

2 억 1 천만 m3 의 가스를 생산하였다고 밝힘 
 

- 아만겔드 가스는 잠블지역에서 탐사, 채굴 및 탄화수소 분야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 

지역주민에게는 저가로 가스를 공급 중 
 

 

 

ㅇ 현재 신규 가스전 발굴을 위한 대규모 지질 탐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채굴량을 증대시킬 계획 
 

- 아만겔진 가스전 하루 평균 생산량은 87 만 큐빅미터이며, 아만겔진 가스 가공공장에서는 55 톤의 

가스응축액을 생산 
 

- 2015 년에는 코스쿠두크 및 술탄쿠두크 가스전 지질탐사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2018-2019 년에는 

아이락트이 및 아나바이 가스전 탐사를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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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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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2014 

 

  61 

▐  투르크메니스탄  
 

□ 아쉬하바드시 고급 주상복합단지 설계 및 건축관련 입찰 

ㅇ 아쉬하바드시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경관을 위해 1 층에 상점을 포함하는 12 층의 

고급 아파트(66 가구) 건설관련 입찰 
 

- 지원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산업부에 입찰자의 법적지위,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 주소 : Ashgabat, Archabil shayoly,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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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2014 년 10 월 7 일 16 시 (현지시간 기준), 제한시간에 늦을 경우 접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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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년 말,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이란 남북철도 개통 예정 

ㅇ 10 월 9 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잇는 남북철도가 2014 년 말 개통될 예정이라고 발표 
 

-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 (10 월 27 일 ~ 12 월 16 일 사이 예정) 
 

- 곡물수요가 많은 중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2011 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3 년 5 월 1 차적으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간 철도노선이 공식 개통된 상태  
 

- 새로운 경로의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량은 2020 년 1,500 만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http://en.trend.az/casia/kazakhstan/2320161.html 
 

 

 

▐ 키르기스스탄  
 

□ 비쉬켁 지자체 새로운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 시공 계획 

ㅇ 비쉬켁 시장 Kubanichbek Kulmatov 는 현재 비쉬켁의 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시공을 

위해 정부화 협상 중이라 밝힘 
 

- 현재 도시행정부는 기존 매립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폐기물 처리 설비의 구축을 위해 2,200 만 유로의 

할당을 정부화 협상 중임 
 

- 기존 매립지 근처에 새로운 매립지 건설을 위한 70 헥타르의 부지를 제공할 것이며, 폐기물 

분류라인과 퇴비공장이 건설될 예정 
 

☞ http://www.timesca.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4387:kyrgyzstan-to -

improve-waste-management-and-make-profit-from-trash&catid=79&Itemid=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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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안디잔 지역 방문 

ㅇ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카리모트 대통령은 사회 경제적 개혁 진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10 월 6 일 안디잔 지역을 방문 
 

- 안디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산업, 농업,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밝힘 
 

- 새로운 설비 시공 및 기존설비들의 개선을 통해 현대화로의 발전을 위한 순차적 과정을 수행하여, 

2 만 4 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 억 5 천 3 백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 
 

☞ http://www.xinhuanet.com/english/world/asiaoceania.htm 

 

 

□ 한국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방문 

ㅇ 지난 6 월 한국-우즈베키스탄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 31 개사로 구성한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 10 월 21 일 한국-우즈베키스탄 일대일 무역상담회 및 투자간담회 개최 
 

- 우리기업의 태양광발전실증단지 구축과 사마르칸드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프로젝트 참여 등 에너지협력 논의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533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국회 대변인 모스크바 방문 

ㅇ RIA Novosti Kazakhstan 는 카자흐스탄 상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최고의원이 10 월 

13 일부터 15 일 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 
 

- 금번 방문에서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의 발렌틴 마크비옌코 연방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 
 

- 토카예프 최고의원은 상원대표이자 세계종교지도자회의의 사무국장으로서 러시아의 키릴 총대주교를 

만나 2015 년 6 월 10 일, 11 일 양일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제 5 회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 대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 서한을 전달할 계획 
 

☞ http://www.trend.az/regions/casia/kazakhstan/2321138.html 

 

http://www.xinhuanet.com/english/world/asiaoceani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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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방문 

ㅇ 지난 6 월 한국-우즈베키스탄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 31 개사로 구성한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 10 월 23 일 한국-카자흐스탄 투자간담회 개최 
 

-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3 대 경협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 요청과 정상회담시 논의된 한-카 

기술렵력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533 

 

 

□ 카자흐스탄 2017 엑스포 준비작업 본격적 논의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10 월 21 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곤잘레스(Gonzalez) 

국제전시회 사무국 사무총장이 만나 2017 엑스포 개최 준비 작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발표 
 

- 개최지 선정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총 12 억 5 천 유로를 투자하여 통신 설비, 도로 등 필수 인프라 

건설 및 전시관, 호텔 등의 건설을 시작했으며, 또 주제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준비 등 본격적인 녹색경제 도입 및 경제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 http://en.trend.az/casia/kazakhstan/2324355.html 

 

 

 

 

 

▐ 투르크메니스탄  

 

□ 카자흐스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ㅇ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이번 방문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에서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Rapil Zhoshybayev 과의 회의에서 논의됨 
 

- 협상과정에서 양자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외교부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간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연장될 수 있음을 암시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213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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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2014 국경일 리셉션 개최 
 

ㅇ 10 월 1 일(수) 비쉬켁 내 골든드래곤 호텔에서 2014 국경일 리셉션이 개최 
 

- 당 행사에는 V. Dil 부총리를 비롯하여 주재국 정부 O. Artykbaev 에너지산업부 장관, T. Aidaraliev 

농업개량부 장관 등 장관급 및 차관급 인사, N. Moldobaev 키-한 의원친섭협회장 등 의회 인사, K. 

Kulmatov 비쉬켁 시장, 러시아․영국․일본 대사 등 외교단 인사, 베체르늬 비쉬켁 부편집장 등 

언론계 인사, 고려인 동포 등 300 여명이 참석 
 

- V. Dil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금번 행사에 환영의사를 표하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관계에 있어서 향후 큰 발전 전망에 대하여서도 언급 
 

☞ http://kgz.mofa.go.kr/korean/eu/kgz/news/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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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정부와의 협력 관계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 경제의 하락 영향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등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러시아 경제 하락과 함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은 러시아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이러한 협력 관계에 대한 관찰 필요 

 

□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여 국외로의 에너지 수출 확대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 에너지 및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국외로의 전력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으로의 전력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50 억 달러를 

투자하여 송전망 등을 확충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전력난을 겪고 있는 키르키스스탄으로 전력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 
 

ㅇ 카자흐스탄은 신규 가스전 발굴을 위한 대규모 지질 탐사작업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 자원 

생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중 
 

ㅇ 우즈베키스탄은 수력발전소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ㅇ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보유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자국 내 에너지 

개발과 수출을 위해 인접 국가 및 해외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전력 수입을 확대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수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개발과 시장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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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타지키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에너지 빈국에 속하는 국가임 

ㅇ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 수력발전 

비중이 거의 대부분임 

ㅇ 에너지 정책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발전소의 개발과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 

ㅇ 타지키스탄은 보유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주변국과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타지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석유∙가스∙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여 

자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석유 및 가스 등을 인근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 
 

- IEA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생산량은 1,672ktoe 이며, 수력발전이 

1,453ktoe 로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과거 구소련 시절 1985년에는 매년 약 3억9백만㎥의 가스와 38만9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었으나, 

독립 후 96년에는 생산량이 1/10으로 감소 
 

- 타지키스탄 전체에 113 백만톤의 원유와 863 억㎥의 가스가 부존되어 있으나, 지하 

4,000∼8,000m 에 매장되어 있는 이 자원을 개발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원유 및 가스 등은 인근국인 우즈벡,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부터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풍부한 수력에 대한 의존도가 큼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면, 수력이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24.2%, 석탄 8.2%, 천연가스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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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1990~2012 > 

 

 
자료 : IEA(2014)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 > 

 
자료 : IEA(2014) 

 

 

□ 에너지 수요 
 

ㅇ 총 에너지소비는 1991년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 
  

- 2012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전력이 5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27.3%, 석탄 9.3%, 천연가스 4.8%, 열 0.5% 순임 
 

☞ 타지키스탄은 수력에 의한 에너지 공급 비중이 크며, 석유 및 천연가스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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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인근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2012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부문에서 26.6%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으며, 

농업 16.1%, 주거 11.2%, 교통 5.4%, 상업 및 공공서비스4.1%를 소비함 
 

ㅇ 2012년 발전량은 16.974GWh이며, 대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천연가스에 의한 

발전량은 소량에 그치고 있음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2 > 

 
자료 : IEA(2014)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 

 
자료 : IEA(2014) 

 

 

 

☞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 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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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타지키스탄에서는 에너지산업자원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계획 및 실행,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ㅇ (에너지산업부, Ministry of Energy and Industry) 국가 에너지 정책의 계획 및 실행,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관리 등을 담당 
 

ㅇ (Barqi Tojik) 국영지주회사로 전력 및 열에너지의 생산, 수송, 유통 및 판매뿐만 아니라, 

발전소 관리 등 에너지 부문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 
 

-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에너지 분야 국가 투자 프로젝트 실행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ㅇ 타지키스탄은 겨울철에 전력 부족 현상을 겪는 등 에너지 수급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이 2009년 말 중앙아시아 통합전력망에서 탈퇴하면서, 겨울철 전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ㅇ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2006-2015)’을 

발표하고 발전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발생률이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후진적 댐 설계에 대한 사업성과 미흡으로 국가전략 실행 초기 몇몇 국가가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진행되지 못하였음 
 

ㅇ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타지키스탄 경제개발무역부는 에너지 개발 분야에 13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추진 
 

- 2013년과 2014년에 소그디 주의 전력 손실 감소, 뉴렉 수력발전소의 옥외 배전장치 교체, 

카이라쿰 수력발전소 재건 등에 투자 
 

ㅇ 타지키스탄은 천연가스 개발 추진을 통해 전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타지키탄타 정부는 자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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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타지키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92년 1,311b/d이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210.8b/d로 감소하였음 
 

- 미국 EIA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인 타지키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1,200만 배럴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질탐사 등을 통해, 타지키스탄에 113백만톤의 풍부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하 4,000∼8,000m 위치에 매장되어 있어 개발이 어렵고,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 수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석유제품 생산량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ㅇ 타지키스탄은 천연가스 개발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줄이고, 전력의 계절적 제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발전의 대부분을 현재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생산을 증가시켜, 주변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기업과 협력하여 천연가스를 개발, 생산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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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Gazprom Internationl은 타지키스탄 정부와 2008년에 ‘원유∙천연가스 지질조사’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자원 매장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후 타지키스탄 북부지역에 있는 2개 

주요 천연가스 발굴 지대에서 1억5천만 달러를 투자 
 

-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Total S.A.는 타지키스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12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음 

 

ㅇ 천연가스 개발은 수자원 보유국인 타지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과의 자원 분쟁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수력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의 수자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을 전망 
 

□ 전력 
 

ㅇ 타지키스탄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체 수력자원의 5%만 개발되어 

있으며, 현대화된 수력발전소가 없어 전력 부족을 겪고 있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Barqi Tojik을 중심으로 송전망을 개보수하면서 외자도입을 통해 댐과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 설치 용량은 2011년 기준 4.426GW임 
 

- Vakhsh강 유역에 위치한 Nurek 발전소는 1970～80년대에 건설된 용량 3,000MW급(연간 발전량 112억 

kWh)의 국내 최대 수력발전소로 전체 전력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에서 차관을 도입해 ‘농촌 지역의 수형 수력 

발전소(MHPP)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7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8개의 소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 발전 설치 용량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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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기준 타지키스탄 주요 수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위치(강) 수용량(MW) 

Nurek Vakhsh 3015 

Baipaza Vakhsh 600 

Golovnaya Vakhsh 210 

Kairakkum Syrdarya 126 

Perepadnaya Vakhsh 24 

Centralnayay Vakhsh 15 

Varzob II Varsob 14.4 

Pamir Gunt 14 

Khorog Gunt 10 

Varzob I Varsob 7.5 

Varzob III Varsob 3.5 
 

 

ㅇ 정부 계획에 따르면 Rogun, Sangtuda I, II 발전소 건설 재개를 시작으로 Dashtijum, 

Shurob 등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를 계획하였음 
 

-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들과 수력발전소 공동 건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지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수력발전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후 진척은 미미한 상황임 
 

ㅇ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내 전력난의 해결을 위해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국가와의 수자원 분쟁 및 국제기구 제지로 많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경제난과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크쉬 강에 연간 130억Kw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높이 330m의 초대형 수력발전소인 로군댐 건설을 추진하였음 
 

- 2014년 6월 세계은행이 로군댐 건설 관련 평가보고서를 통해 주변국이 지적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들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o 전력시스템은 Khudjand 지역의 북부망(northern grid), 수도인 Dushanbe 중심의 

남부망(southern grid), GBAO 지역의 동부망(eastern grid)으로 대별됨 
 

- 남부와 북부의 배전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다 겨울철에 전력이 부족하여 타지키스탄은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계절별로 수출 또는 수입하여 왔음 
 

- 1998년 Inter-Governmental Irrigation Agreement (IGIA) 타결 이후 여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전력을 

수출하고, 겨울에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양국간 전력 교역을 해왔으나, 2000년 이후 타지키스탄이 

전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입 

또한 줄어들며 전력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수력발전소의 재가동 등으로 발전량이 다소 증가하여 전력의 일부를 아직까지 수출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배전망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음 
 

 

 

☞ 전력난 해결을 위해 풍부한 수자원 개발과 국외 의존도가 높았던 천연가스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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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수자원을 통한 수력에너지 부문이 가장 유망 
 

- 타지키스탄의 경제성 있는 잠재 수력에너지량은 연간 2,640억kWh이나, 아직까지는 약 6% 정도만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태양에너지 잠재력은 연간 250 억 kwh 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및 활용은 미미한 상황임 
 

- 수력발전이 제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타지키스탄은 국가 에너지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Rogun, Snagtuda I, II 발전소 등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전력난을 해소 
 

- 더불어 전력 수급이 어려운 농촌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 
 

ㅇ 다른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대체 등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반면, 타지키스탄은 

부족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 
 

-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타지키스탄은 

석유, 가스 등이 풍부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 
 

- 하지만, 유수량 및 저수지 수용량 부족,, 외국인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인프라와 시설 낙후 등으로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정부는 최근 국제기구의 지원 및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활용하여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ㅇ 대표적인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Rogun HPP 와 Sangtudinskaya HPP-2 이며, 
국제기구 지원으로 60 개의 중소형 수력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 

 

- 그러나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국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음 
 

- UNDP, ADB, IDB 등 국제기구 지원과 정부 투자를 통해 60개 중소형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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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소수력 발전소 건설 목록 > 

 Asian Development Bank (ADB) 

Dushokhzamin plant in the Nurobod district 

Kalandak plant in the Rasht district 

 

 IDB 

2750 KW Marzich station (Ayni district in Sughd) 

667 KW Sangikor station in the Rasht district (northeast) 

600 KW Fathobod station in Tojikobod (northeast of Tajikistan) 

850 KW Pitavkul station in Jirgatol (northeast of Tajikistan) 

100 KW Shahboloi station in Nourobod (eastern Tajikistan) 

 

 Barqi Tojik(국영기업) 

360 KW Khorma station in Baljuvon (Khatlon) 

500 KW Toj station in Shahrinav (central Tajikistan) 

700 KW Shirkent station in Tursunzoda (central Tajikistan) 

 

 UNDP 

30 KW Doshtmandi, Baljuvan district 

40 KW Yol, Shuroobod district 

10 KW Hissorak Shuroobod district 

10 KW Safedob Shuroobod district 

100 KW Nurofar, Vahdat district 

 
 

ㅇ 타지키스탄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전략프레임워크를 구축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및 전략 > 

 Law on power sources for small enterprises in mining and coal conversion (1992) 

 Law on alternative energy sources (2010) 

 Order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Council (No. 1350) on “Redemption of tax payments for 

small hydro power plants and producers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1992), and (No. 267) on 

the development of small power engineering (1997) 

 Concept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Scale Hydropower (2009) 

 

 

 

 

 

 

☞ 풍부한 수자원 활용 수력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문제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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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전력난의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 및 수력발전 개발을 위해 외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도모 
 

ㅇ 타지키스탄 정부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 등을 국가의 중대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주변국과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지키스탄 정부는 대통령, 의원, 정부관료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로군 댐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족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댐 건설의 1차 구간에 필요한 12억 달러(U$)에 달하는 주식을 자국민에게 강매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로군 댐 건설에 따른 타지키스탄의 수자원 무기화 우려, 농업용수의 

부족에 따른 피해, 환경적 위험성 등을 이유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소규모 내지 중형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해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2013년 타지키스탄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의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석유 및 가스, 전력 등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정부는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 유도를 통해 천연가스 개발을 시도 중 
 

- 현재 주변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타지키스탄 입장에서는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천연가스의 개발을 통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의존도를 낮추고자,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 

유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ㅇ 결국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개발은 수력발전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및 중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분야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 

 

ㅇ 현재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부문은 노후한 발전소, 송전망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WTO 가입으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에너지 생산과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음 

 

□ 타지키스탄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투자 환경 개선 전망 
 

ㅇ 그동안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교역 및 투자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향후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발전 잠재력이 큰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전력망 개선사업 부문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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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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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  우즈베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ww.mfa.uz)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www.mineconomy.uz)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무역부 (www.mfer.uz)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eiu.com 

국내 정보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http://www.cci.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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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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레살람 시 인구증가율 연간 5.7%로 동아프리카에서 최고 
 

 ㅇ 2017 년에 900 만 명 예상, 도-농간 인구이동 및 높은 출산율이 주요 원인 
 

   - 현재 (2012 년 기준) 436 만명인 다레살람 인구는 2017 년 900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른 위생수준 악화, 주택공급 부족, 치안불안, 공해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도시정비계획 마련 중 
 

   - 탄자니아의 인구밀도가 현재 약 51 명/km2 이지만 다레살람 시는 3,133 명/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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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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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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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oil 社, 탄자니아 해안에서 가스정 발견 
 

 ㅇ Statoil 社는 탄자니아 해안에서 1.2 조 평방피트에 달하는 가스정을 발견하여 총 21 조 

평방피트의 가스(원유 38 억 배럴 상당)를 시추하게 되었음 
 

   -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 시장에 수출을 기대하고 있음 
 

☞ http://www.worldenergynews.com/news/statoil-finds-more-gas-offshore-tanzania-614370 

 

 

▐  에티오피아  
 

□ 르완다, 에티오피아로부터 400MW 전력 수입 예정 
 

 ㅇ 르완다-에티오피아 간 전력 거래 MOU 체결 
 

   - 르완다 측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제도적 절차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http://www.theeastafrican.co.ke/business/Rwanda-seeking-400MW-from-Ethiopia-/-/2560/2475054/-/wkfeq2z/-/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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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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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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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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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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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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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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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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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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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30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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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worldenergynews.com/news/statoil-finds-more-gas-offshore-tanzania-614370�
http://www.theeastafrican.co.ke/business/Rwanda-seeking-400MW-from-Ethiopia-/-/2560/2475054/-/wkfeq2z/-/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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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시바 社, 에티오피아전력(EEP)과 MOU 체결 
 

 ㅇ 일본 도시바 社는 에티오피아전력(Ethiopian Electric Power, EEP)과 지열발전 프로젝트 및 

인재개발에 관한 MOU 를 체결 
 

   - 도시바 社는 지열발전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만들 예정 
 

☞ 

 

http://thinkgeoenergy.com/archives/19984 

 

□ Tullow Oil 社, 에티오피아 석유탐사 계약 연장 요청 
 

 ㅇ 케냐 북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에서 6 억배럴 규모의 유정이 발견됨에 따라 Tullow Oil 이 

에티오피아 남부지역의 석유탐사 계약 연장을 요청함 
 

☞ 

 

http://uk.reuters.com/article/2014/10/15/tull-oil-ethiopia-idUKL6N0SA0W920141015 

 

 

▐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섬유산업 침체 일로 
 

 ㅇ 1980 년 전국의 175 개 직물 공장에 60 만명이 고용될 정도로 섬유산업이 활황이었으나 

2005 년 이후 외국산 섬유, 의류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제조단가가 상승하여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섬유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섬유, 의류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큰 편으로 분석됨 

 

   - 1 억 7 천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내수시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면화생산의 자연조건도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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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0885&ARTICLE_SE=20302 

http://thinkgeoenergy.com/archives/19984�
http://uk.reuters.com/article/2014/10/15/tull-oil-ethiopia-idUKL6N0SA0W920141015�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0885&ARTICLE_SE=20302�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0885&ARTICLE_SE=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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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2013 년 탄자니아 FDI 유치 실적 18.7 억 달러로 동아프리카국 중 최고 
 

ㅇ 누계기준으로도 동아프리카국 중 최고, 2 위는 11 억 달러 유치한 우간다 
 

    - 탄자니아는 2013 년 FDI 를 2012 년 대비 4% 증가한 18.72 억 달러를 유치했음 

    - 1990 년 이후 2013 년까지 FDI 누계액 127.2 억 달러로 동아프리카 국가 중 최고 

    - 인구의 7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FDI 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2&UPPER_ME

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5020286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도로망 건설 
 

ㅇ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현재 목표치의 50% 달성 
 

   - 1997 년~2015 년까지 4 차례(각 5 년)에 걸쳐 WB, AfDB, 중동 국부펀드, 노르웨이 펀드, 한국 민간기업 등 개발 

파트너와 함께 도로개발 프로그램(Road Sector Development Program, RSDP) 시행 

   - 현재까지 RSDP 에 소요된 예산은 약 80 억 달러, 이 중 에티오피아 정부는 약 66%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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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1191&ARTICLE_SE=20302 

 
 

▐  나이지리아 
 

□ African Water Facility, Komadugu-Yobe 유역 개발 지원 
 

 ㅇ African Water Facility 는 2014 년 10 월 10 일 나이지리아 북부 Komadugu-Yobe 유역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행동계획에 Jadejia-Jama’are-Komadugu-Yobe 유역 신탁기금 

2 백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발표 
 

   - 약 15 백만명 이상의 인구가 해당 유역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로 농부, 목축업자, 

어부가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http://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african-water-facility-supports-the-development-of-

komadugu-yobe-basin-in-nigeria-13596/ 

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5020286�
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BBS_ID=17&MENU_CD=M10302&UPPER_MENU_CD=M10301&MENU_STEP=2&ARTICLE_ID=5020286�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1191&ARTICLE_SE=20302�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1191&ARTICLE_SE=20302�
http://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african-water-facility-supports-the-development-of-komadugu-yobe-basin-in-nigeria-13596/�
http://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african-water-facility-supports-the-development-of-komadugu-yobe-basin-in-nigeria-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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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제 5 차 아프리카 지열 컨퍼런스,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 
 

 ㅇ 2014 년 10 월 27 일 ~ 11 월 2 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의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열: 

아프리카 에너지 수요의 솔루션’을 주제로 제 5 차 아프리카 지열 컨퍼런스 개최 
 

 ㅇ UNEP, ICEIDA, BGR, UNU-GTP, AUC, EARB 와 파트너십  
 

☞ https://mem.go.tz/wp-content/uploads/2014/03/Final_version_of_ARgeo-C5_Flyer1.pdf 

 

□ 2014 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포럼 및 전시회 다레살람 개최 
 

 ㅇ 2014 년 10 월 31 일 ~ 11 월 1 일까지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EABC(East African Business 

Council)와 EAC(East African Community)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포럼 및 전시회 개최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200 여개의 기관 및 사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 http://eabc.info/renewable/ 

 

 

 

▐  나이지리아 
 

□ Power Nigeria 전시 및 국제회의 나이지리아 라고스 개최 
 

 ㅇ 2014 년 10 월 28 일 ~ 30 일까지 라고스에서 Power Nigeria 전시 및 국제회의 개최 
 

   - 전시회에서는 전력산업 부문 최신 제품 및 기술들을 선보이고, 국제회의에서는 나이지리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기술 세미나 등이 열릴 예정 
 

☞ 

 

http://www.power-nigeria.com/ 

 

□ 나이지리아 대체에너지 엑스포 아부자 개최 
 

 ㅇ 2014 년 10 월 22 일 ~ 24 일까지 아부자에서 나이지리아 대체에너지 엑스포 개최 
 

   - 엑스포는 “Evolution to Renewable Energy is the only solution”를 주제로 나이지리아 현지 전문가 및 세계적인 

연사, 각국 대표 및 전시자들이 모여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 
 

☞ http://www.nigeriaalternativeenergyexpo.org/ 

https://mem.go.tz/wp-content/uploads/2014/03/Final_version_of_ARgeo-C5_Flyer1.pdf�
http://eabc.info/renewable/�
http://www.power-nigeria.com/�
http://www.nigeriaalternativeenergyexp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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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제 3 회 Powering Africa 연례 미팅 에티오피아 개최 
 

 ㅇ 2014 년 11 월 20 일 ~ 21 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EnergyNet 주관으로 제 

3 회 Powering Africa 연례 미팅 개최 
 

 ㅇ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계획,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정책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http://www.energynet.co.uk/event/powering-africa-ethiopia#tab-country1 

 

 

4. 시사점 
 

□ 탄자니아의 새로운 가스정 발견으로 한국 가스수입 안정에 기여 예상 
 

 ㅇ 탄자니아의 가스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가스수급이 보다 안정될 전망  
  

 ㅇ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의 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가격 경쟁 예상 

 

□ 에티오피아 에너지 개발 사업 활발 
 

 ㅇ 지열발전 및 석유자원 탐사에 적극적인 에티오피아 정부는 해외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에너지원 탐사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됨 

 

□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가능성 대두 
 

 ㅇ 석유자원 개발에 집중하던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믹스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해외기업, 정부로부터 기술이전 및 투자에 적극적이기에 국내 기업 및 정부차원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관리 기술이전을 고려해봄이 좋을 것으로 분석됨 

 

  

http://www.energynet.co.uk/event/powering-africa-ethiopia#tab-coun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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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나이지리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국가이자 2012 년 기준 세계 4 위 LNG 수출국 

ㅇ 낙후된 정유시설 및 인프라로 원유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석유가공품을 수입 

ㅇ 석유와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96%를 차지 (2012 년 기준)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방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통해 1 차 에너지 생산 중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수출되고, 실제 공급되는 1 차 에너지는 대부분 바이오 연료 
 

   - 전체 에너지공급 중 83%가 바이오 연료 
 

   - 전체 전력의 79%를 화석연료, 21%를 수력을 통해 공급 
 

   - 전력 보급률 50%, 나이지리아 국민 1 억 77 백만명 중 약 8 천만명이 전력접근 불가 
 

ㅇ 7 개 발전소(화력 4 개, 수력 3 개) 전체 설치용량은 5,847MW 
 

   - 이외 3 개의 IPP(독립발전사업자)와 주정부 등 지자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가 있으나 시설규모 미약 

 

< 나이지리아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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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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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1%, 6%, 83% 차지(‘10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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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공급되고 있음 
 

Table 1 2010 나이지리아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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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력수요는 2006 년 기준 8,000~10,000MW 수준 
 

   - NEPA 는 전체 공급량의 80% 정도인 2,500MW 내외를 공급 중 
 

   - 대부분의 사무용 빌딩, 공장, 아파트, 개인 주택 등은 자가 발전기를 설치, 부족한 전력 충당 중  
 

   - 현재 나이지리아 제조업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제조업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전력수요 급증 예상 

 

 

 

 

 

 

 

☞  나이지리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83%), 산업(11%), 교통(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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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Figure 1 나이지리아 에너지관련 기관 

 

 

□ Federal Ministry of Power 
 

 ㅇ 발전 및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정책집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 
 

 ㅇ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음 
 

   - 전력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용 
 

   - 설비용량 1MW 이하의 발전시설 인허가 
 

   - 전기사고 조사 및 전기산업안전 확보 
 

   -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수행 
 

   - 전력분야 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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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Commission of Nigeria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략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고, 아래 기능을 수행 
 

- 에너지관련 국가 정책 취합 및 보급 
 

- 에너지정책 집행에 생기는 기술적 문제 해결 
 

- 주정부에 대한 에너지 관련 자문 
 

- 에너지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자문 
 

- 특수목적 에너지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 
 

- 주정부의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예산 조사 및 자문 
 

- 에너지관련 정보 수집, 분석 및 공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행에 대한 실적 모니터링 
 

- 에너지분야 인력개발 및 훈련 활성화 
 

- 에너지관련 국제기구 공조 

 

□ 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ㅇ 나이지리아의 안전하고, 풍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기사용을 위해 투자자 친화적인 

산업구조와 효율적인 시장구조 확립과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ㅇ NERC 의 사업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안정적인 전기 공급 / 민간분야 참여 / 전기 소비자 보호 / 공정한 규제 

 

□ Power Holding Company of Nigeria 
 

 ㅇ 나이지리아의 발전분야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과거 National Electric Power Authority 를 

2014 년 4 월 민영화시켜 6 개의 발전소와 11 개 지역배전회사, 1 개의 국영송전사로 

분할시키고 PHCN 은 요금징수를 담당하게 되었음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ㅇ 1977 년 설립된 국영 석유기업으로 정유, 석유화학, 송유 및 마케팅을 관장하고 있음 
 

 ㅇ 1988 년 민영화된 NNPC 는 12 개의 전략사업부서로 분할되어 탐사, 제조, 가스개발, 정유, 

송유, 투자 등 석유산업 전반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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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정책 및 목표  
 

 ㅇ 국가개발목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직면한 에너지 과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음 
 

 ㅇ 국가에너지원 중 석유자원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연구, 개발, 

시험사업, 인력개발 등을 실시 
 

 ㅇ 세부 에너지 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실시 
 

- 국부증가를 위한 에너지 생산활동 확대 
 

- 국가 개발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비패턴 확보 
 

- 에너지분야 기술 및 관리 전문성의 확보 및 보급 강화 
 

- 민간분야의 에너지 투자 및 개발 장려 
 

- 에너지 수출입 및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환경오염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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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나이지리아에는 최대 600 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ㅇ Niger Delta 지역에 총 606 개의 유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ㅇ 현재 193 개 유전에서 원유 생산 중 
 

 ㅇ Shell, Mobil, Chevron, Agip, Elf, Texaco 등 6 개의 석유 메이저들과 Phillips, BP, Statoil, 

Dupon 등 관련분야 다국적 기업들과 48 개 토착기업들이 참여 
 

   - 6 개 석유 메이저들은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참여 
 

   - 나이지리아 측 지분은 각각 60%, Shell 의 경우에만 55% 
 

 ㅇ 석유 채굴 시설에 대한 테러위험 존재 
 

   - 석유 채굴에 따른 이익분배에 불만을 가진 나이지리아 자국민의 시추시설 테러로 2008 년 채굴 실적 하락 
 

   - 2009 년 정부의 사면법 발효 이후 테러행위가 줄어들고 채굴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시추시설에 

대한 테러는 현재도 계속되는 실정 

 

 
 

 
그림 1 나이지리아 원유 및 가스 매장 지역  

(http://www.nairaland.com/606405/maps-oil-fields-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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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ㅇ 확인 매장량이 5 조 3,000 억 입방 미터(세계 9 위)에 달하며 대부분 Niger Delta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ㅇ 육상 가스전이 약 70%, 심해 가스전이 약 30%로 추정 
 

   - 2011 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 – 380 억 입방 미터, 수출량 – 210 억 입방 미터 
 

표 1 나이지리아 가스 관련 주요 지표 

(단위: 억 m3) 

구분 2009 2010 2011e 2012f 2013f 2014f 2015f 

생산량 232 340 380 400 480 520 590 

내수용 72 130 150 165 187 209 238 

수출용 160 190 210 210 260 275 300 

*e – 예상(expected), f – 전망(forecast) 
 

 

 ㅇ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가스 수출규모 확대 
 

   - 2010 년부터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수출 시작 

   - 총 연장 676km 의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일일 4,810 만 입방 미터 수출 

 
 

 
Figure 2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 (www.energytribune.com) 

 

 

ㅇ 최근 우리 기업의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지속 

  - 대우건설, 2007 년 6 월 오그바인비리 천연가스 생산시설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 2010 년 4 월 

우토로구-우겔리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2011 년 2 월 오투마라 노드 가스처리시설 건설공사 수주 
 

   - 현대중공업, 2011 년 12 월 9 억 달러 규모의 해양설비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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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2011 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940MW 규모 
 

 ㅇ 설치용량 기준으로 아프리카 내 4 위 기록 
 

표 2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현황 

자원 잠재량 목표량 (2025) 비고 

수력 11,250 MW - 현재 1,900 MW 개발 

소수력 3,500 MW 2,000 MW 현재 약 64.2 MW 개발 

태양에너지 
4.0 kW/m2/day 

– 6.5 kW/m2/day 
500 MW 현재 약 15 MW 태양광시설 산재 

풍력 2 – 4 m/s 내륙 10m 상공 40 MW 10 MW 발전시설 설치 중 

바이오매스 

가정 폐기물 

400 MW 

2005 년 기준 1850 만 톤 생산 

땔감 연간 4340 만톤 소비 

동물분뇨 - 

연료작물 및 농업 잔여물 농업지대 72 백만 헥타르 
 

 ㅇ 태양에너지 
 

   - 국가 에너지믹스에 태양에너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 
 

   - 현재 농촌지역의 소규모 독립형 발전시설로 활용 (7.2 – 35 kW 급 약 500 여기 설치) 
 

 
그림 2 나이지리아 연평균 태양에너지 분포도 

 

 

 



October 2014 

 

  91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쌀 건조장 

  
태양광 통신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양수펌프 

그림 3 태양에너지 시설물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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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력에너지 
 

   - 매우 높은 잠재량으로 현재 잠재량의 13%가 개발된 것으로 파악되며, 전력공급의 22%를 담당 
 

   - 최근 나이지리아의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3,500 MW 정도로 파악됨 
 

  

 
 

그림 4 150 kW급 Waya 댐 수력발전시설 건설현장 
 

표 3 나이지리아 수력발전소 현황 
 

발전소 건설연도 설비용량 발전용량 (2010 년 6 월 기준) 

Kainji 1968 760 465 

Jebba 1986 578 482 

Shiroro 1990 600 450 

계 1,938 1,397 



October 2014 

 

  93 

 

  

 
 

그림 5 30kW급 Ezioha Mgbowo 소수력 발전시설 
 

표 4 나이지리아 소수력발전 현황 
 

지역 주 설비용량 (kW) 현재 상태 

Kwall Falls Plateau 6,000 독립발전 (발전중) 

Kwall Falls Plateau 19,000 독립발전 (발전중) 

Bakalori Sokoto 3,000 댐 건설완료 / 발전설비 미설치 

Tiga Kano 6,000 댐 건설완료 / 발전설비 미설치 

Ikere Gorge, Iseyin Oyo 6,000 댐 건설완료 / 발전설비 미설치 

Oyan Ogun 9,000 댐 건설완료 / 발전설비 미설치 

Waya Dam Bauchi 150 2006 년 완공 / (UNIDO 기술지원) 

Ezioha-Mgbowo Dam Enugu 30 2006 년 완공 / (UNIDO 기술지원) 

Challawa Gorge Dam Kano 7,000 댐 건설완료 / 발전설비 미설치 

Gurara Dam Niger 30 독립발전 (건설중) 

Tunga Dam Taraba 400 
건설 중 / 발전설비 설치 

(UNIDO 기술지원) 

계 5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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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바이오매스 
 

   -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및 카사바 경작 계획 중  
 

   - 현재 지역연구기관에서 bio-digester 준공 후 활용 중 
 

   - 연간 434 억 kg 땔감 소비 
 

   - 현대식 목재 잔여물 (톱밥) 잠재량 연간 180 만 톤 

 

 ㅇ 풍력에너지 
 

   - 국가차원에서 상업적 풍력에너지 개발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융합을 계획 중 
 

   - 농촌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풍력에너지를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연구활동 계획 중 
 

   - Katsina 지역에 정부차원의 시범 프로젝트로 10 MW 급 설비와 30 MW 급 민자 설비 공사 중 
 

  
풍력 양수펌프 풍력 발전시설 

그림 6 현재 활용중인 풍력 시설물 

 

ㅇ 지열에너지 
 

   - 두 곳의 주요 잠재지역을 확인했으며, 라고스 하부분지에 또 다른 지열원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나이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 년 나이지리아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 Power Policy, 

NEPP) 및 2005 년 전력분야 개혁법(Electric Power Sector Reform, EPSR)에 근간을 둠 
 

 ㅇ 2003 년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NEP)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종 

국가에너지자원의 최적 사용’ 개념을 도입하고 수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발전의 

정책방향 수립 

 



October 2014 

 

  95 

 ㅇ 위 정책에 따라 효과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 

 

- 2016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 전력 생산을 최소 5TWh 로 증대 

(수력 제외)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격정책 수립 및 접속 용이한 전력망 구축 
 

- 연방정부의 독립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 농촌 지역 전력공급 확충 (혁신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 높은 정책 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4. 평가 및 전망 
 

□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국민의 50%가 전력망에서 소외된 국가 
 

 ㅇ 석유수출에 따른 국부를 발전시설 및 송배전 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하지만, 

미성숙한 정부와 부패한 관료들로 인해 전력인프라 개선은 더딘 속도로 진행 중 
 

 ㅇ 시추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존재 

 

□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희망 
 

 ㅇ 석유자원에의 지나친 편중을 막고자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나이지리아 정부는 해외로부터 기술, 자본 지원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 
 

 ㅇ 이는 국내 에너지효율 및 관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나이지리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신재생에너지 중 소수력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관련 발전기 및 효율향상 분야에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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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탄자니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 광물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전력공사 (TANESCO) 

에너지수력 규제청 (EWURA) 

탄자니아 연합대학교 

탄자니아 전경련 (CTI: Confederation of Tanzania Industrie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탄자미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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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rganization) 

다레살람기술연구소 (DIT: Dar es Salaam Institute of Technology) 

현지 정보처 

SD Africa(현지 지원기관)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KOTRA 탄자니아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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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본사 

 

 

▐  에티오피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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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에너지청 (Ethiopian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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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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전력부 (Federal Ministry of Power) 

에너지위원회 (Energy Commission of Nigeria) 

전력규제위원회 (Nigerian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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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 향후 5년간 풍력 8,000MW 추가 계획 
 

ㅇ 멕시코 에너지청 (Secretaria de Energia)은 2018년까지 풍력 발전용량을 9,100MW 확대할 계획 

- 멕시코의 연간 전력 수요 상승률은 4%로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의 35%를 신재생에너지원

으로 구성하고자 함 

- 아울러, 현재 약 4,000MW 규모의 풍력, 태양광, 지열 프로젝트가 운영 또는 건설 중임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mexico-espera-anadir-en-cinco-anos-mas-20141021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목표  
 

ㅇ 마크리 차기 대통령 후보는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족

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전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의 풍력 발전 잠재량은 현 전력 소비량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http://www.sitioandino.com/nota/136729-macri-afirmo-que-la-argentina-necesita-generar-mas-energia-renovable/  

 

 

 

▐  볼리비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억불 투자 계획 
 

ㅇ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농업 촉진 및 의학적 사용을 위해 

원자력 개발 및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원자력 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 프랑스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내년 첫 원전 착공 목표 
 

☞ http://elcomercio.pe/mundo/latinoamerica/bolivia-destina-us2000-millones-crear-programa-nuclear-noticia-1761134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mexico-espera-anadir-en-cinco-anos-mas-20141021�
http://www.sitioandino.com/nota/136729-macri-afirmo-que-la-argentina-necesita-generar-mas-energia-renovable/�
http://elcomercio.pe/mundo/latinoamerica/bolivia-destina-us2000-millones-crear-programa-nuclear-noticia-1761134�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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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 FISE를 활용하여 가정용 가스보급 계획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 마요르가 장관은 에너지사회적포용기금(FISE)를 활용, 빈민층 가구에 

가스를 보급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자동차 CNG 연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FISE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함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em-fise-servira-instalacion-gas-residencial-noticia-1764277  

 

 

 

▐  콜롬비아  

 

□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필요성 대두 
 

ㅇ 콜롬비아 에너지광업기획단(UPME)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월 평균 498GWh가 비효율

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칼리市  도심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월 평균 350 GWh 수준임  
 

☞ http://www.portafolio.co/economia/desperidicio-energia-colombia-septiembre-2014  

 

 

 

▐  칠레  

 

□ 칠레 정부, 2029년까지 단 3개의 화력발전소만 추가 예정 
 

ㅇ 칠레 국가에너지위원회(CNE)는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개(총 용량: 885MW)를 추가할 것이라 밝힘 
 

ㅇ 환경영향평가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화력발전소 건설 감소의 주요  

 

- 2029년까지 칠레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77%가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알려짐 

☞ http://www.latercera.com/noticia/negocios/2014/10/655-600622-9-gobierno-proyecta-al-2029-

entrada-de-solo-tres-centrales-termoelectricas.shtml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em-fise-servira-instalacion-gas-residencial-noticia-176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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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tercera.com/noticia/negocios/2014/10/655-600622-9-gobierno-proyecta-al-2029-entrada-de-solo-tres-centrales-termoelectrica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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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페루  
 

□ IDB 페루 풍력 프로젝트 지원 
 

ㅇ Cobra Energia 市 는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IDB로부터 6천7백만 불의 융자 지원 받음 
 

- 프로젝트 지역: ICA 지역 

- Marcona 풍력발전소 지원 금액: 2천3백만 불 

- Tres Hermanas 풍력발전소 4천4백만 불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bid-financiara-dos-proyectos-energia-eolica-peru-noticia-1760368  

 

 

 

▐  칠레  
 

□ Punta Palmeras 풍력 발전소 운영 개시 
 

ㅇ 스페인 ACCIONA 市 는 지난 10월 27일 칠레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소인 Punta Palmeras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힘 
 

ㅇ 본 발전소는 2013년 11월 착공했으며, 약 60,000 가구의 전력을 보급할 것으로 기대됨 

- 설비용량: 45MW (3MW 발전기 15대) 

- 계약기간: 12년 (5년 연장 가능)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acciona-pone-en-marcha-su-primer-parque-20141028  

 

 

 

▐  브라질  
 

□ 브라질 태양광 발전 입찰 공고 
 

ㅇ 브라질 정부는 10월 31일 총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힘 
 

- 본 입찰에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SunEdison Inc, Elecnor SA, Alupar Investimento SA, Renova 

Energia SA 그리고 CPFL Energias Renováveis SA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입찰의 총 투자금액은 약 9억 불~23억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http://www.evwind.com/2014/10/30/brasil-licita-500-megavatios-de-energia-solar/  

 

http://elcomercio.pe/economia/peru/bid-financiara-dos-proyectos-energia-eolica-peru-noticia-17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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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0519&cid=200000000&categoryId=200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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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SUNEDISON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ㅇ SUNEDISON 社는 69.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힘 
 

- SUNEDISON은 광산업체 Los Pelambres와 PPA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함 

- 한편 SUNEDISON은 본 프로젝트를 위해 CorpBanca와 BBVA 은행으로부터 1억 3천불의 파이낸싱을 받음 
  

☞ http://www.evwind.com/2014/10/29/sunedison-financia-la-central-de-energia-solar-fotovoltaica-de-695-mw-en-chileen-chile/   

 

 

 

▐  멕시코  
 

□ ENEL San Luis de Potosi 주에 100MW 풍력 발전소 준공 
 

ㅇ 이탈리아계 ENEL 市 는 100MW 규모의 ENEL GREEN POWER 풍력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  

- 발전소 위치: San Luis de Potosi 주 

- 설비용량: 100MW (2MW급 발전기 50대) 

- 발전용량: 연간 260GWh 
 

☞ http://www.evwind.com/2014/10/29/enel-green-power-inaugura-parque-eolico-en-mexico-de-100-mw/  

 

 

 

▐  우루과이  
 

□ IDB 우루과이 풍력발전소 건설 융자 지원 
 

ㅇ IDB는 우루과이 산호세 주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약 4천 2백만의 융자 지원 결정   
 

- 사업자: COBRA INGENIERIA URUGUAY SA 

- 설비용량: 48.6MW 

- 융자규모: 4천 2백만 불 
    

☞ http://www.evwind.com/2014/10/26/bid-financiara-nuevo-eolica-en-uruguay/ 

 

 

 

 

 

 

 

http://www.evwind.com/2014/10/29/sunedison-financia-la-central-de-energia-solar-fotovoltaica-de-695-mw-en-chileen-chile/�
http://www.evwind.com/2014/10/29/enel-green-power-inaugura-parque-eolico-en-mexico-de-100-mw/�
http://www.evwind.com/2014/10/26/bid-financiara-nuevo-eolica-en-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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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75&categoryId=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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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파라과이,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세미나 개최 
 

ㅇ 파라과이 신재생에너지협회 (APER)는 11월 6일~7일 양일 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세미나를 개최 
 

- 파라과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58%, 바이오매스 28% 그리고 원유 14%로 에너지원 다양화

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냄 
 

☞ http://www.evwind.com/2014/10/27/primer-congreso-paraguayo-sobre-energias-renovables-y-eficiencia-energetica/  

 

 

 

 

 

4. 시사점 

 

□ 유럽계 신재생에너지 업체 중남미 시장 선점 

 

ㅇ 현재 개발 중인 대다수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계 

업체들이 수주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ㅇ 특히, GAMESA, IBERDROLA, ACCIONA를 필두로 한 스페인계 태양광, 풍력 터빈 

제조업체의 중남미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2013년 6월 기준 GAMESA市 의 총 매출액의 48%가 중남미 시장에서 비롯됨 
 

ㅇ 아울러, 다수의 중남미 업체들이 스페인계 기업에 유리한 언어, 입찰 일정 및 기술 

요건을 제시하여 그 외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남미에서 다수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현지 또는 스페인 기업을 인수,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http://www.evwind.com/2014/10/27/primer-congreso-paraguayo-sobre-energias-renovables-y-eficiencia-energe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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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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에너지 총 공급량은 11,072KTOE 이며, 주요 에너지원은 장작 

중심의 바이오매스로 63.7%를 차지함 
 

 

출처: IEA 

  

2.8% 

28.1% 

3.5% 

1.9% 

63.7% 

석탄 

석유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전기 

 1차에너지원  공급량 (KTOE) 

석탄 307 

석유 3112 

수력 383 

지열 211 

바이오매스 7057 

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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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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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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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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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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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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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광업부는 민간 도움을 받아 공공조명 효율화 및 그린 빌딩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2000 년 기준 과테말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43,309,800 CO2/톤, 토지이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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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까지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0.12 CO2/톤 감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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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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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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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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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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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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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현재 과테말라에서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전무하며, 2012 년 기준 발전용으로 역청탄 

577 kt 을 수입함 

 

 

□ 원자력 
 

ㅇ 과테말라는 현재 원자력 발전 계획이 전무함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량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 에너지원의 발전량은 미비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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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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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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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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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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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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칠레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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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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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