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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 미 사용된 전력으로 수백억 손해 
 

ㅇ 8 월 중순 가동을 시작한 246MW 급 Stung Tatai 댐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배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공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약 7,400 만 달러 손해 발생 
 

- 정부는 생산된 전력 보급을 위해 전력 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민간부문이 아닌 외부 자금 융자를 통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 
 

☞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unused-electricity-from-dam-costing-millions-72526/ 

 

 

▐  라오스  

 

□ 광해관리공단-KOTRA, 라오스 광해관리 아카데미 운영 
 

ㅇ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라오스 비엔티안 현지에서 11 월 3 일부터 5 일 KOTRA 비엔티안 

무역관과 공동으로 “라오스 광해관리 아카데미” 개최 
 

- KOTRA 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라오스에 친환경 자원개발 및 광산지역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34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확신 
 

ㅇ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Zeti 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에서 6%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 
 

http://www.cambodiadaily.com/business/unused-electricity-from-dam-costing-millions-72526/�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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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서비스, 건축, 농업 부문 등 전반적인 산업 부문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http://www.nst.com.my/node/52979 

 

 

▐  미얀마  

 

□ 미얀마 잇단 정상회의 개최 
 

ㅇ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ASEAN +3 정상회의가 

잇따라 개최되어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미얀마에 집결 
 

- 2011 년 국가 개혁 및 개방을 실시한 미얀마로서는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개혁성과를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될 전망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112000494 

 

 

□ 중국-미얀마, 에너지 협력체계 강화 
 

ㅇ 중국과 미얀마는 양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에너지 연락위원회 도입 

추진과 더불어 12 개 이상의 에너지, 재정, 인프라, 농업 부문 협약 체결 
 

- 양국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78 억 달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강화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3 억 달러의 소규모 농업분야 자금융자를 지원받을 전망 
 

☞ http://usa.chinadaily.com.cn/china/2014-11/15/content_18921568.htm 

 

 

▐  베트남  

 

□ 대한민국, 베트남 최대 투자국가 등극 
 

ㅇ 대한민국이 2014 년 10 개월 동안 36 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함으로써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 등극 
 

- 2013 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에너지부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전의 1,200MW Nghi Son 발전소 건설 사업 

이후 삼성 C&T, 롯데 그룹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 인프라 시장에 진출 
 

☞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15779/rok-becomes-top-investor-in-vietnam.html 

 

http://www.nst.com.my/node/52979�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112000494�
http://usa.chinadaily.com.cn/china/2014-11/15/content_18921568.htm�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15779/rok-becomes-top-investor-in-vietn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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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8 차협상 
 

ㅇ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제 8 차 협상이 11 월 17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 년 내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양국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하여 베트남 측의 입장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http://www.ajunews.com/view/20141117161121844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신정부, 부패한 에너지부 개편 
 

ㅇ 10 월 부임한 Sudirman Said 장관은 과거 부정이득이 많았던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의 

석유 및 가스 부처 고위관리들에 보직 재 신청 요구 
 

- 이에 따라 석유, 가스, 광물 관련 부처의 이사 직책을 공석으로 두어 내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수 개월간 단계적으로 부처 내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 
 

☞ http://uk.reuters.com/article/2014/11/11/indonesia-energy-idUKL3N0T14M020141111 

 

 

 

▐  필리핀  

 

□ 동남아시아 최대 풍력발전소 가동 시작 
 

ㅇ 필리핀 Ilocos Norte 지역에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인 150 MW Burgos 풍력발전소가 11 월 

5 일 가동 시작 
 

- 동 사업은 필리핀 EDC(에너지 개발 공단)가 4 억 5,000 만 달러를 투자한 사업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2012 년 시행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수혜를 받게 된 첫 사업 
 

☞ 

 

http://www.ecoseed.org/renewables/wind/17825-largest-wind-farm-in-southeast-asia-goes-online-in-the-philippines 

 

 

 

http://www.ajunews.com/view/20141117161121844�
http://uk.reuters.com/article/2014/11/11/indonesia-energy-idUKL3N0T14M020141111�
http://www.ecoseed.org/renewables/wind/17825-largest-wind-farm-in-southeast-asia-goes-online-in-the-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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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석유•가스 부지 개발권 경매 예정 
 

ㅇ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19 개의 석유 및 가스 매장 부지의 개발권이 

경매에 올려질 계획 
 

- 동 경매에는 민간부문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확한 일자는 미정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V4F120141105 

 

 

▐  말레이시아  

 

□ 영국 컨설팅 그룹, 말레이시아 내 소수력 타당성조사사업 계약 체결 
 

ㅇ 영국의 KGAL 컨설팅 그룹 말레이시아 내 소수력 부지의 타당성조사 및 개발 사업에 대해 

총 2,815 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 동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투자기관인 WHSSB 가 발주한 것으로 9 년간 계약 효력을 유지하여 최대 

430MW 의 용량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 
 

☞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11/kgal-wins-contract-for-malaysian-small-hydro-project-studies.html 

 

 

▐  미얀마  

 

□ 미얀마, 향후 15 년간 41 개 발전소 건설 계획 
 

ㅇ 미얀마는 2031 년 발전용량 29,000MW 달성을 목표로 수력, 석탄,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등 41 개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 
 

- 동 사업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PTT 그룹(태국 최대 석유 기업)을 비롯한 몇몇의 태국 기업과 

발전소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미얀마 내 발전소 건설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미얀마 전력부에 발전소 건설 제안 위치, 개요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역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http://www.eco-business.com/news/myanmar-plans-41-new-power-plants-15-years/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0SV4F120141105�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11/kgal-wins-contract-for-malaysian-small-hydro-project-studies.html�
http://www.eco-business.com/news/myanmar-plans-41-new-power-plants-15-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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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베트남-월드뱅크,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 계약 체결 
 

ㅇ 베트남과 월드뱅크는 하노이, 호치민 시, 메콩, 베트남 중앙지역 등 1,000km 에 달하는 

베트남 경제개발 중심지의 송전라인 구축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을 위해 5 억 달러 

융자 계약 체결 
 

- 동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전력 송전 시스템의 용량, 효율,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http://www.thanhniennews.com/politics/wb-vietnam-sign-us-500-million-loan-to-improve-energy-efficiency-33944.html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에너지수요 충족 위해 35,000MW 발전소 추가 건설 전망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35,000MW 의 용량을 추가할 전망 
 

- 새로 부임한 Widodo 대통령은 PT PLN(국가 전력청)이 15,000MW 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20,000MW 는 민간 부문에서 건설할 예정 
 

☞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xinhua-news-agency/141111/indonesia-build 

-35000-mw-power-plants-meet-energy-needs 

 

▐  필리핀  

 

□ 필리핀 에너지부, 석탄 매장 탐색 위해 탐사사업 발주 
 

ㅇ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필리핀 에너지 입찰절차(PECR 5)에 따라 석탄 매장이 잠재된 7 개 

부지를 민간부문에 할당하여 매장량 탐색 및 개발 사업 발주 
 

- 현재까지 5 개 회사에서 9 개의 신청서 제출 
 

- 제출 마감 및 선정 발표: 2014 년 12 월 18 일 
 

☞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4/11/18/1392888/doe-award-7-areas-coal-exploration 

 

 

http://www.thanhniennews.com/politics/wb-vietnam-sign-us-500-million-loan-to-improve-energy-efficiency-33944.html�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xinhua-news-agency/141111/indonesia-build-35000-mw-power-plants-meet-energy-needs�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xinhua-news-agency/141111/indonesia-build-35000-mw-power-plants-meet-energy-needs�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4/11/18/1392888/doe-award-7-areas-coal-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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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말레이시아   

 

□ 국제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ㅇ Wassex 기술원이 주관하는 국제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녹색 ICT, 녹색건물, 에너지저장, 재생에너지자원, 에너지와 교통,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 
 

- 일자: 2014.12.16 ~ 2014.12.18 

- 장소: 말레이시아 푸트라야쟈 The Everly Putrajaya 
 

☞ http://10times.com/energy-and-sustainability-putrajaya 

 

 

▐  미얀마   

 

□ Myanenegy 2014 
 

ㅇ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부문만을 위한 행사인 Myanenergy 에서는 전력 부문 관련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장비 등을 전시하고 전문가들의 지식공유가 이뤄질 예정 
 

- 일자: 2014.12.04 ~ 2014.12.06 

- 장소: 미얀마 양곤 Myanmar Event Park 
 

☞ http://www.myanenergy.com/ 

 

 

▐  베트남  

 

□ Viet Constech 
 

ㅇ 4 일간 개최되는 국제 건축기술 장비 재료 및 광물산업 전시회(Viet Constech)에서는 

수력발전, 지열발전, 석유화학, 원자력발전 등의 발전소 제품이 전시될 예정 
 

- 일자: 2014.12.10 ~ 2014.12.13 

- 장소: 베트남 하노이 Vietnam Exhibition & Fair Centre 
 

☞ 

 

http://10times.com/viet-constech 

 

http://10times.com/energy-and-sustainability-putrajaya�
http://www.myanenergy.com/�
http://10times.com/viet-con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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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국제 재생에너지 및 환경 컨퍼런스 
 

ㅇ 국제대학원생연합에서 주관하는 국제 재생에너지 및 환경 컨퍼런스에서는 풍력에너지 

적용방안 및 기술, 풍력에너지자원의 환경적 영향, 수력발전 적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 일자: 2014.12.12 ~ 2014.12.13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Novetel 
 

☞ http://icree.weebly.com/ 

 

 

▐  필리핀  

 

□ 국제 재생에너지 및 환경자원 컨퍼런스 
 

ㅇ Scientific.Net 에서 주관하는 국제 재생에너지 및 환경자원 컨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의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 
 

- 일자: 2014.12.30 ~ 2014.12.31 

- 장소: 필리핀 코로나달 
 

☞ 

 

http://10times.com/mree 

 

 

  

http://icree.weebly.com/�
http://10times.com/m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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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2015 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 
 

ㅇ 2015 년 말 예정된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가 출범하면 인구 6 억 1,000 만 명, GDP 2 조 

3,100 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어 아세안 회원국 10 개국을 하나로 잇기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할 전망 
 

-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자금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하고 진출시기도 다소 늦은 만큼 AEC 가 

출범하여 아세안 내 단일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기술적 노하우를 앞세워 가능한 많은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1970 년대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30 개 마을에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등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한국과의 인프라 

협력에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 ADB 에서는 아세안 지역 융자 금액의 66% 가량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매년 약 

600 억 달러 규모로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의 민간 기업들도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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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얀마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2010 년 기준 미얀마의 에너지공급량은 14 MTOE 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땔감나무 등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형태의 재생에너지가 75% 차지 

 

< 2010 년 미얀마 연료 별 에너지 공급 현황(단위: KTOE)> 

구분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제벙커링* 시장 

거래량 

에너지 총 

사용량 해상 항공 

전통 

바이오매스 
10,535 0 0 0 0 0 10,535 

천연가스 10,219 0 -8,879 0 0 0 1,340 

원유 927 0 0 0 0 -43 884 

석탄 409 0 0 0 0 0 409 

수력 439 0 0 0 0 0 439 

휘발유 0 57 0 0 0 34 91 

제트유 0 33 0 0 -19 15 29 

등유 0 149 0 -3 0 113 259 

중유 0 0 0 0 0 8 8 

석유 코크스 0 0 0 0 0 2 2 

기타 석유품 0 0 0 0 0 3 3 

총량 22,529 239 -8,879 -3 -19 130 13,999 

*국적이나 선박•항공기 종류 구분 없이 외항선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량 

 

 ㅇ 미얀마는 공급량 2 위인 천연가스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1990 년대 중반부터 

확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2000 년 이후부터 급성장하는 추세 
 

- 2009 년 이후 가스 생산량은 연간 4,000 억 cf 에 달하며, 생산된 가스 70% 이상이 태국 및 중국 등에 수출 

 

 

ㅇ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 

ㅇ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급증 전망 

ㅇ 2013 년 국가 에너지 관리 위원회 설립 

☞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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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미얀마의 에너지수요는 꾸준히 성장하여 2035 년에 30.3 MTOE 를 달성할 전망 
 

< 미얀마 부문 별 1 차 에너지 수요 현황 및 전망(2010 년 기준) > 

구분 
1 차 에너지 수요량 

(단위: Mtoe) 

1 차 에너지 수요비중 

(단위: %) 

연도 2000 2010 2015 2020 2035 2000 2010 2015 2020 2035 

석탄 0.3 0.4 0.3 0.4 1.9 2.5 2.9 1.8 2.1 6.4 

석유 2 1.3 4 4.2 6.2 15.4 9.2 22.9 21.6 20.3 

천연가스 1.2 1.3 1.9 3.1 12.8 9.3 9.5 10.6 16.1 42.2 

원자력 0 0 0 0 0 0 0 0 0 0 

수력 0.2 0.4 1 1.5 5.7 1.3 3.1 5.7 8 18.7 

신재생 9.2 10.5 10.4 10 3.8 71.5 75.3 59 52.1 12.4 

계 12.8 14 17.6 19.2 30.3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미얀마의 에너지소비량 중 가정부문이 82.9%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수요량을 이어갈 전망 
 

ㅇ 가정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의 경우 수송 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 산업부문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5 년에 총 에너지수요 중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2010 년 기준, 가정부문 제외) > 

 

 

 

 

 

 

☞ 미얀마 수송부문 빠른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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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국가 내 전반적 에너지 부문 관리를 위해 2013 년 

NEMC(국가 에너지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산하에 여러 정부 부처가 세부적인 

에너지 부문 관리 
 

< 미얀마 국가 에너지 관리 위원회 구조 > 
 

 
 

ㅇ NEMC 의 산하 조직은 미얀마 내 에너지 정책 및 각종 정부 프로그램 계획을 제정•관리하는 

에너지 정책 및 계획실과 전력 부문을 총괄하는 전력 개발 위원회,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에너지 개발 위원회로 분류되며 에너지 개발 위원회 산하에 미얀마 에너지부가 위치 
 

- 미얀마 내 에너지 부문 협력은 모두 에너지부에서 담당 
 

ㅇ 미얀마는 에너지 원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 
 

< 미얀마 에너지 원 별 담당 기관 > 
 

 
 

 

☞ 미얀마, 2013 년 국가 에너지 관리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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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에너지부 산하 구조 

 

< 미얀마 에너지부 구조 > 
 

 
 

ㅇ 미얀마 에너지부 산하에는 에너지 정책 등을 계획하는 에너지 계획부가 있으며 석유 자원 관련 

민간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구성 
 

- 에너지 계획부(Energy Planning Department): 정책 제정, 조정, 계획 등 미얀마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 관리 
 

- 미얀마 석유 및 가스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탐사, 개발 및 

생산 
 

- 미얀마 석유화학 기업(Myanmar Petrochemical Enterprise): 정제 공장, 요소비료 공장, LPG 공장, 

메탄올 공장 운영 및 원유, 석유제품 운송 
 

- 미얀마 석유제품 기업(Myanmar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 석유 제품 유통 

 

 

 

 

 

 

 

 

 

 

 
 

 

 

☞ 미얀마 에너지부, 석유 등 에너지자원 개발 및 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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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미얀마 정부는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국가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통해 

농업, 조기경보 시스템, 삼림, 공중보건, 수자원, 연안지대의 8 개 분야를 기후변화 대응관련 첫 

번째 중요분야(1st Priority Level), 두 번째 중요분야(2nd Priority Level), 세 번째 중요분야(3rd Priority 

Level)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제시 
 

- 첫 번째 중요분야(1st Priority Level)는 농업, 조기경보 시스템, 삼림 분야를 포함 

- 두 번째 중요분야(2nd Priority Level)는 공중보건, 수자원 분야를 포함 

- 세 번째 중요분야(3rd Priority Level)는 연안지대 분야를 포함 

 

< 미얀마 NAPA 최우선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 

구분 적응 조치 
투자 금액 

(M$) 

농업 

1. 지역적으로 적절한 기술, 기후에 탄력적인 쌀 품종, 식물 유전자 자원의 현지내외 보전을 

통한 지방과 자급자족 농민의 기후 변화 취약성 감소 
1.5 

2. 콩과 작물의 다양화 및 기후에 유연한 품종을 통한 건조지와 구릉지역 내 지방 및 자급자족 

농민의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1.5 

3. 태양광 기술, 고소득 과일과 기후 대응형 농업 접근법을 통한 자가 농장 다양화 및 강화로 

건조지 지역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1.5 

4. 다양한 다수확, 기후에 유연한 쌀 품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업생태구역 내 시골 생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 
1.5 

조기 

경보 

시스템 

1. 극단적인 기상 현상 대비 조기 경보 시스템 제공을 위한 모바일/배포 가능한 기상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 관측 능력 향상 
3.0 

2.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1.0 

3. 수계에 대한 기후 변화의 수문학적 영향 평가 1.5 

4.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지역 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1.5 

삼림 

1. 재조림을 통한 퇴화된 민감 산림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력 구축 3.5 

2. 기후에 유연한 생태계와 건조지 내 퇴화된 유역의 시골 생계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조림 2.5 

3. 기후에 유연한 생태계와 취약하고 퇴화된 해안 지역의 시골 생계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맹그로브(열대 습지의 산림성 식물) 복원  
2.5 

4. 북부 구릉 지역의 Indawgyi 와 Inle 호수 유역의 지역사회 기반 복원을 통한 시골 생계의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2.5 

 

 

 

 

 

☞  미얀마 정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조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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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미얀마 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의 조율은 에너지부(MOE)가 주관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화 

활동은 산업부(MOI)에서 총괄 

 

ㅇ 미얀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내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BAU 대비 

2020 년까지 5%의 에너지를, 2030 년까지 30%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 부문에서의 최종 소비 

효율 16% 개선을 목표 
 

- 미얀마 정부는 1986 년부터 CNG(압축 천연 가스) / NGV(천연 가스 차량)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25 년 동안 27,472 개 차량을 교체하고 45 개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산업 및 운송 부문 내 

액체연료 사용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ㅇ 미얀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범 정부 차원의 규제 및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관련 개별 대책 시행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 
 

 에너지효율화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에너지 비용 조정 

 제도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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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미얀마는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853 년부터 석유 수출기록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이며 매장 확인량 기준 세계 34 위 
 

- 2013 년 기준 육상 및 해상 광구의 총 석유 매장량은 4,674.322 mmbbl(백만 배럴)로 추정되며 

가스의 매장량은 47,055,135 mmcf(백만 입방 피트)로 추정 

 

< 미얀마 석유 매장량(단위: mmbbl) > 
 

 
확인량  기타 추정량 계 

육상광구 102.642 4514.680 4,617.322 

해상광구 57.000 0 57.000 

계 159.642 4,514.68 4,674.322 
 

< 미얀마 가스 매장량(단위: mmcf) > 
 

 확인량  기타 추정량 계 

육상광구 393,999 5,212,136 5,606,135 

해상광구 11,400,000 30,049,000 41,449,000 

계 11,793,999 35,261,136 47,055,135 
 

 

- 미얀마의 천연가스 총 수출량은 2010 년 기준 8.81 bcm(십억 입방 미터)로 인도네시아(9.89 bcm) 

다음으로 많고 말레이시아(1.45bcm)보다 많음 

 

ㅇ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가스 개발 추진 
 

- 2013 년 기준 육상광구에 21 개 기업이 참여, 총 53 개 광구 중 18 개 광구를 운영 중이며 해상 

광구에는 19 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51 개 광구(24 개 심해광구 포함) 중 21 개 광구가 운영 중 
 

-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프랑스 Total, 말레이시아 Petronas, 태국 PTTEP, 중국 CNOCC, 인도네시아 

Gold Petrol JOC Inc. 등이 있으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미얀마 석유가스 분야에 진출 
 

< 미얀마 석유가스 생산 현황(2012 년) >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원유 

(bbl/y) 

육상 3,408,437 3,314,516 3,386,636 3,094,019 2,826,000 

해상 4,251,914 4,306,620 3,504,391 3,870,062 3,963,699 

총계 7,660,351 7,621,136 6,891,027 6,964,081 6,789,699 

천연가스 

(mmcf/y) 

육상 44,423 35,088 39,550 28,846 22,319 

해상 416,020 441,741 365,971 410,769 428,060 

총계 460,443 476,829 405,521 439,615 450,379 

 

☞ 미얀마 석유가스 매장량 세계 3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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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미얀마 정부는 33 곳의 주요 석탄 매장 지역에 488.7 백만 톤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중 단 1 곳만이 공식적으로 확인 
 

ㅇ 미얀마의 석탄 생산량은 1998 년 약 0.065MMT(백만 톤)에서 2011 년 1.4MMT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석탄 생산량 증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의 석탄수출량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나, 노천광 

주변의 환경파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조치가 요구 

 

□ 전력 
 

ㅇ 2013 년 기준 미얀마 발전설비 용량은 약 3,800 MW 로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미얀마 

정부는 발전소 추가 건설에 높은 관심 
 

- 발전용량 중 약 70% 가 수력발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기 시 발전가능용량은 전력 수요량 

2,060MW 를 밑도는 1,600 ~ 1,800 MW 수준에 불과하여 전력 부족 현상 심화 
 

< 미얀마 전력 현황(2012 년) > 
 

종류 발전소 개수 전력(MW) 생산전력량(GWh) 

수력 19 2,526 12,708 

석탄화력 1 120 600 

가스화력 14 715 4,384 

합계 34 3,361 17,692 

 

ㅇ 2012 년 미얀마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22 년까지 

16,500MW 규모의 발전 설비 건설을 골자로 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전력설비 확충 계획 발표 
 

- 단기적인 발전 설비 증설 계획은 2016 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개발업체 및 EPC 업체들과 GE, 알스톰 등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 2013-2016 주요 가스 및 열병합 발전소 프로젝트 현황 > 
 

회사명 
총 설비용량 

(MW) 

단계별 가동연도 

2013 2014 2015 2016 

BKBP(한국) 500 - 166 166 168 

Hydro Lancang(중국) 530 - 126 252 152 

EGATI(태국) 240 120 120 - - 

Toyo Thai(태국) 120 100 20 - - 
 

 

 

 

 

 

 

 

 

 

 

 

 

 

☞ 미얀마 정부, 추가발전소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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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수력에너지 
 

- 다른 재생에너지원들이 현재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미얀마의 수력발전은 가장 

크게 개발이 이루어졌고 상업적 용도로 활용 중인 상태 
 

- 미얀마 주요 강 유역인 Ayeyawaddy, Chindwin, Sittuaung, Thanlwin 에서 대부분의 수력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4 곳의 잠재 발전 용량은 약 100,000 MW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미얀마 정부는 조사를 통해 잠재발전용량이 약 35,000MW 의 수력발전 가능지역 확인 
 

- 그러나 2012 년 기준 미얀마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2,520 MW 에 불과하며 장마철 기후와 

12 월부터 3 월까지 지속되는 건조기후 탓에 수력발전설비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미얀마 지역별 수력발전 잠재용량 > 
 

지역 
용량 (MW) 

1kW-1MW 1MW-10MW >10MW 합계 

Kachin 5.33 48.18 1852 1,905.02 

Chin 3.48 2.8 200 206.28 

Shan 10.64 63.9 4161 4,235.60 

Sagaing 0.806 13.3 2889 2,903.11 

Mandalay 0.65 6.25 3475 3,481.90 

Magway 0.1 11 93 104.1 

Rakhine 1.915 - 804.5 806.415 

Kayah 0.158 - 3740 3,740.16 

Bago 1.89 - 391 392.89 

Kayin 0.864 3 16268 16,271.86 

Mon 1.248 - 254.5 255.748 

Taninthayi 1.706 19.5 440 461.206 

합계 28.787 167.93 34,568.00 34,764.29 
 

- 전력수급이 부족한 농어촌 및 국경지역의 자체 에너지공급을 위해 총 32 개의 소형 수력발전소가 

미얀마 전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들의 용량은 24 kW 에서 5,000kW 까지 다양하게 분포 

 

ㅇ 태양에너지 
 

- 미얀마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51,973.8 TWh/yr 의 잠재적 태양광 에너지원 보유 
 

- 연평균 일조량은 지역에 따라 4.29 ~ 5.57 kWh/m2

 

/Day이며 태국 인근 지역인 Loikaw 지역의 

일조량이 가장 높음 

- 미얀마의 태양광 발전분야는 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F/S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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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매스 
 

- 미얀마는 바이오매스 의존율이 매우 높아 총 에너지 소비량의 75% 차지 
 

-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된 전체 에너지 중 90% 이상은 천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연료재에서 

생산되며 원유 및 석유제품보다 5 배 이상의 수요 
 

- 목재생산이 불가능한 목재수확, 불법벌목 및 목재수출이 산림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는 

1990 년 이후 매년 평균 400,000 헥타르의 산림 소멸 

 

ㅇ 기타(풍력•지열 에너지 등) 
 

- 풍력•지열 에너지 개발은 아직 초기 조사•개발•실험 단계 
 

- 2011 년 중국 기업이 실시한 풍력개발 타당성조사를 통해 미얀마 잠재 풍력발전용량이 약 4,032 

MW 로 확인되었으며 2013 년 총 25 개의 풍력발전 플랜트 보유 
 

- 지열 에너지는 상업 용도로 개발될 상당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총 93 개 

지역에서 지열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미얀마는 열대지역에 속하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나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규제 
 

ㅇ 미얀마 정부는 2015 년까지 500MW 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축하고 2020 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전력 생산 비중을 15~1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 
 

- 태양에너지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정책 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얀마 정부는 대규모 수력발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 등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미얀마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 하 4 가지 항목을 제시 

 수력발전을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분류 

 지방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주민과 공동으로 소수력발전 개발 

 화석연료 이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이용 촉진 

 땔감나무, 탄 등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가정 대체연료 이용 촉진 

 

 

 

 
 

 

 

☞ 미얀마 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법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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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미얀마 빠른 전력 수요 증가 전망 
 

ㅇ ADB 에 따르면 경제성장, 인구증가, 제조업 비중 증가 등에 따라 미얀마의 연간 전력 

수요가 매년 약 13%의 성장을 거듭하여 2021 년에는 약 37,000GWh 에 이를 것으로 예측 
 

- ADB 의 전력수요 예측은 미얀마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대비 높은 편이나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의 전력 수요가 경제 성장 초기단계에서 경제 성장률 대비 2 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미얀마 역시 비슷한 증가 예상 
 

ㅇ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2012 년 대규모의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수력발전소의 건기 시 문제를 고려할 때 화력발전소 증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 
 

- 미얀마 정부는 2022 년까지 16,500MW 규모의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3 년 기준 

신규 증설 계약 진행 용량이 약 6,00MW 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발주 예상 

 

□ 미얀마 전력 시장 진출 시 신중한 리스크 분석 필요 
 

ㅇ 우리 기업이 미얀마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나 발전사업 진행 시 

미얀마의 제도와 법률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일부 발전사업 진행 시 미얀마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등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위험이 높음 

* Dawai 석탄발전소 프로젝트(4,000MW), Myitsone 수력발전 프로젝트(6,000MW) 등 
 

-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진행 시, MDB 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얀마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고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 노력 필요 

 

ㅇ 미얀마는 전력 그리드가 국가 전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전력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대안으로 거론 
 

-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 미공급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디젤엔진 발전기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고 송변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어 경제성이 높은 편 
 

- 그러나 미얀마 내 발전차액제도(FIT)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가 미비하고 공급가 대비 낮은 전력요금 

등 리스크 요인이 다소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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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우대제도 
 

ㅇ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는 2011 년 테인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의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ᆞ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 년 11 월에 신외국인 

투자 법안을 통과 시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 

 

ㅇ 신외국인 투자 법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제 12 장 제 27 조) 

규정을 제정하여 미얀마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세금 우대를 제공 
 

- 5 년간 생산 활동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미얀마에 유익한 경우 투자 활동의 진전에 따라 적절한 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 

- 수출용 제조 품목에 한해, 이윤의 최대 50%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감면하고 상업세 또한 감면 

- 수입 원료에 대해 처음 3 년간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면제 

- 수입 기계, 장비, 기구 부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설립 기간 동안 위원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감면 

 

ㅇ 신외국인 투자 법은 세금우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 
 

-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최초 기간에 최장 50 년간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10 년씩 2 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70 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투자 이윤과 소득을 현지 외국은행을 통해 시장 환율로 환산하여 외환으로 환전한 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 기간에 국유화하지 않으며, 충분한 이유 없이 투자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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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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사업 협력강화 양해각서(MOU) 체결 
 

ㅇ 스리랑카 전력청과 한국전력공사는, 10 월 28 일 합동연구 활동,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전력사업 협력강화 양해각서(MOU) 체결  
 

- 동 양해각서는 지난 4 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체결한 협력의향서에 이은 후속조치임 
 

- 동 양해각서는 석탄화력, 가스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발전사업 개발과 송배전망 

성능개선 사업, 스마트그리드,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신기술 협력 강화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동 양해각서의 실행을 위해 향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을 

스리랑카에 파견할 예정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3 

 

 

□ 전력청, 인도 국영전력회사와 500MW 규모 Sampoor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지난 10 월 인도 국영전력회사와 총 5 억 1,200 만 달러 규모의 

500MW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 
 

- 동 프로젝트는 ‘05 년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사안으로, 

‘14 년 10 월 수행 협정, 토지임대계약서, 전기구매협정, 석탄공급계약서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  체결 1 년 내에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이며 ‘18 년까지 건설 완료를 목표로 함 
 

ㅇ 프로젝트 관련 모든 행정적 업무 수행은 스리랑카 전력청과 인도 국영전력회사의 합작 

투자회사인 Trincomalee Power 社에서 관리 
 

☞

 

http://powermin.gov.lk/english/?p=3247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3�
http://powermin.gov.lk/english/?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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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정부 ‘20 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0% 달성 

목표 설정 
 

ㅇ 스리랑카 정부는 11 월 14 일, 화석연료 및 수력에 의존적인 스리랑카 에너지원 구조를 

탈피하고자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발표    
 

- 스리랑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활동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 
 

ㅇ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장관과 전력 및 에너지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내각은 두 부처의 주관으로 유관부처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을 승인 
 

☞http://www.colombopage.com/archive_14B/Nov14_1415946419CH.php 

 

 

□ 스리랑카, 산사태로 100 여명 사망자 발생, 주택 120 여채 피해 
 

ㅇ 10 월 29 일 오전, 콜롬보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바둘라군 코슬란다 지역의 차 

재배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약 100 명의 주민이 매몰 
 

- 문순(우기)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국가재난관리센터에서 당초 산사태와 낙석경보를 발령했으나 

대처 부족으로 많은 사망자와 피해 발생하였으며 지난 6 월에도 유사한 산사태가 콜롬보 

근처에서 발생 
 

ㅇ 스리랑카 정부는 700 여명의 군 병력과 중장비를 동원하였으나 계속된 폭우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생존자 발견에 실패  
 

☞

 

http://www.emerics.org/isa/research.do?action=detail&brdctsno=148238 

 

□ 스리랑카 대선, 예정된 일정보다 2 년 앞당겨 내년 초 시행 발표  
 

ㅇ 정부 대변인 케헬리야 람부크웰라는 10 월 20 일, 공식적으로 일정보다 약 2 년 앞당겨 

내년 1 월 초에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를 예정임을 발표 

 

- 라자팍사 대통령은 내년 선거를 현 정부 활동에 대한 신임 투표로 삼아 3 선에 도전할 예정 
 

- ‘05 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10 년 재집권에 성공해 ‘16 년 11 월 임기가 끝나지만, 

내전 기간 자행된 인권범죄 규명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점과 지나친 족벌주의로 

국내∙외에서 사임 압력을 받아옴 
 

ㅇ 정부 측은 구체적인 선거일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스리랑카 방문을 앞두고 1 월 8 일 또는 9 일 시행될 것이라 보도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0/0604000000AKR20141020189700071.HTML 

http://www.colombopage.com/archive_14B/Nov14_1415946419CH.php�
http://www.emerics.org/isa/research.do?action=detail&brdctsno=14823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0/0604000000AKR20141020189700071.HTML�


  

30 

▐  파키스탄  

 

□ 파키스탄 국무총리 중국 방문… 파키스탄-중국 간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체결  
 

ㅇ 최근 파키스탄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파키스탄과 중국 간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 
 

-  중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 관련 신속한 투자처리를 위해 ‘그린채널’을 설립할 예정 
 

ㅇ 동 방문의 영향으로 590 MW 규모의 Mahl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Investment Corporation 

China社와 Trans Tech Pakistan 社 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  Mahl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하천의 자연 유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입식 발전소 형태의 

수력프로젝트로, Punjab 과 Azad Kashmir 주의 경계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예상 규모는 약 

12 억 달러임 
 

ㅇ 또한, Thar 지역 석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 社와의 1,200 MW 규모 발전소 프로젝트 체결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870MW 규모의 Suki Kinari 수력 프로젝트 역시 중국과 체결 예정 
 

☞

 

http://www.ppib.gov.pk/98th.htm 

 

□ 민간발전 및 인프라위원회, 파키스탄 민간기업 Engro Powergen Limited 社 와 

Thar 지역 석탄을 활용한 660MW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ㅇ 파키스탄 민간발전 및 인프라위원회는 11 월 11 일 Engro Powergen Limited 社와 9 억 

6,000 만 달러, 660MW 규모 석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 
 

ㅇ 동 프로젝트는 자국 내 에너지원 활용 추세에 따라 Thar 지역 석탄을 활용한 첫 번째 

발전 부문 프로젝트임 
 

- 동 지역에는 약 1,750 억 톤의 석탄이 대량 매장되어 있으며 아직 개발이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 
 

- Thar 석탄 활용은 수입 석유 의존으로 인한 파키스탄의 전력 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전망  
 

- 수자원 및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몇 년 동안 Thar 지역 석탄이 파키스탄의 주요 에너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시장을 활용한 Thar 석탄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 강조   
 

ㅇ 지난 11 일, 98 차 민간발전 및 인프라위원회 이사회는 남쪽지역의 석탄 및 북쪽지역의 

수력과 같은 자국 자원을 전력 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그 

일환으로서 ‘17 년 12 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 
 

☞http://tribune.com.pk/story/794629/approved-letter-of-interest-issued-for-thar-coal-power-project/ 

http://www.ppib.gov.pk/98th.htm�
http://tribune.com.pk/story/794629/approved-letter-of-interest-issued-for-thar-coal-powe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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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이란 정부, IP(Iran-Pakistan)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시행 

어려움에 따른 중재안 모색에 동의 
 

ㅇ 파키스탄과 이란을 연결하는 IP(Iran-Pakistan)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이며, 이에 대한 추가 방안 마련에 두 국가 동의   
 

-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가스 수입 협정에 따라 ‘14 년 12 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미국 

제재 위협으로 파이프라인 일부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  
 

ㅇ IP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는 별도로,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ECC)는 최근 

파키스탄 LNG 파이프라인 건설을 승인하였으며, 동 LNG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가스 수출 

방안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 
 

- 동 LNG 파이프라인은 이란과 근접한 파키스탄 Gwadar 항에서 파키스탄 내륙 Nawabshah 까지 

연결 예정 
 

- 파키스탄은 IP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미국의 제재로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오만의 

터미널 시설을 통해 천연가스를 LNG 로 전환시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대안 제시  
 

☞http://tribune.com.pk/story/783190/ip-gas-pipeline-pakistan-iran-agree-to-find-middle-ground/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인도-방글라데시 간의 송전선 고장으로 전국적 정전 사태 발생 
 

ㅇ 방글라데시는 지난 11 월 2 일 인도로부터 전력 수입을 위해 개설된 송전선 고장으로 

방글라데시 전역의 정전 사태가 발생 
 

ㅇ 동 정전 사태의 원인은 방글라데시에서 흔히 발생하였던 노후화된 전력망과 부실한 

관리로, 이번 정전은 강력한 태풍으로 전국의 송전 시설이 붕괴된 '07 년 정전 사태 이후 

최악의 사태로 기록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102_0010309304 

 

 

 

http://tribune.com.pk/story/783190/ip-gas-pipeline-pakistan-iran-agree-to-find-middle-ground/�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102_001030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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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인도와 전력교류협정 체결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11 월 3 일 인도와 전력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인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추가 수입할 예정 
 

-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존에서 '13 년 10 월 인도와의 전력협정에 의거, 470MW 가량의 전력을 

수입 중 이었으며, 이번 전력협정을 통해 인도 북부 Palatana 지역에서 지열발전을 통해 생산된 

726MW 가량의 전력을 추가 수입 예정 
 

☞http://www.thedailystar.net/bangladesh-india-decide-on-power-inter-connection-line-48757 

 

 

□ 셰브론 社, 방글라데시 내 천연가스 발전 사업의 가스 생산 개시 발표 
 

ㅇ 셰브론 사의 방글라데시 자회사가 방글라데시 내 'Bibiyana Expansion Project'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 
 

ㅇ 동 사업은 셰브론의 자회사가 현장 사업권익의 99%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Bibiyana 현장 내 유정 추가 개발 및 가스액화 복구 기능을 강화하여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분 처리를 위해 기존 가스공장 확대하는 사업 
 

ㅇ 동 사업을 통해 셰브론이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생산능력은 일일 3 억 입방피트 

이상 증가되어, 일일 최대 14 억 입방피트까지 생산 예상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8583 

 

 

□ 한-방글라데시 정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방글라데시 내 수출가공공단 조성 등 

경제, 통상 분야 협력 논의 
 

ㅇ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 차관과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11 월 5 일 차관급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경제 및 통상, 개발 및 고용 협력,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동 협의는 '09 년 1 차 정책협의회 이후 5 년 만의 협의로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 조성 

중인 한국수출가공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협의 
 

ㅇ 또한 양 차관은 서남아 및 한반도 동북아지역 정세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과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협상 및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협상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또한 논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5_0013277430&cID=10101&pID=10100 

 

http://www.thedailystar.net/bangladesh-india-decide-on-power-inter-connection-line-4875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858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5_0013277430&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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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세계은행, 네팔 내 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추가 재원 제공 결정 
 

ㅇ 세계은행그룹 내 국제개발협회는 11 월 24 일 네팔 내 진행 중인 Kabeli-A 수력발전소 

건립사업에 추가적으로 4,600 만 달러의 재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 
 

- 동 추가 재원은 중 4,000 만 달러는 차관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600 만 달러는 증여로 제공 예정 
 

ㅇ Kabeli-A 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은 37.6MW 규모로 Kabeli 강 유역에 건설 중이며,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 중 
 

- 국제금융공사 또한 동 사업의 공동 투자기관 중 하나로서 3,812 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민간 

기업으로는 Kabeli Energy Limited 社가 2,296 만 달러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함 
 

☞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WB+extends+additional+funds+for+

Kabeli-A+hydro+project&NewsID=434689 

 

□ 노르웨이 정부,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네팔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지원 결정 
 

ㅇ 노르웨이 정부는 11 월 15 일 아시아개발은행과 네팔 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남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내 전력 공급 사업에 공동으로 재정지원 결정 
 

ㅇ 노르웨이 정부는 3 억 6,000 만 달러 규모의 증여 재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아시아 

개발은행이 관리하여 사업 수행 예정 
 

- 현재 동 사업은 네팔 내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및 인도 내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르웨이의 이 같은 투자는 네팔 내 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르웨이의 사업으로서 최대 규모 
 

ㅇ 노르웨이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현재까지 결정된 아시아개발은행의 1 억 8,000 만 달러의 

차관, 유럽투자은행의 1 억 2,000 만 달러의 차관 및 전략기후기금이 제공하여 아시아개발 

은행이 관리하는 1,120 만 달러 규모의 증여와 함께 동 사업 수행에 활용될 예정  
 

☞

 

http://www.myrepublica.com/portal/index.php?action=news_details&news_id=86670 

 

□ 네팔, 인도와 전력 공급 협정 체결 
 

ㅇ 네팔 정부는 지난 10 월 21 일 인도와 전력 공급 협정을 체결하여, 인도의 네팔 내 수력 

발전 잠재력 에너지 개발 지원 및 생산된 전력의 인도 수출을 수행할 예정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WB+extends+additional+funds+for+Kabeli-A+hydro+project&NewsID=434689�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WB+extends+additional+funds+for+Kabeli-A+hydro+project&NewsID=434689�
http://www.myrepublica.com/portal/index.php?action=news_details&news_id=8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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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4 만 2 천 MW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나, 현재 네팔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800MW 가량의 발전용량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루 18 시간 가량의 전력 

미 공급 상황을 겪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네팔 내 생산 전력을 수입하여 자국 내 네팔 국경 인접 지역의 에너지 부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서남아 지역 내 중국 세력 확대에 맞서 전통적인 지역 

중심 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최근 네팔 지원을 확대 중 
 

ㅇ 네팔 정부는 인도의 이 같은 개발 지원이 국내 에너지 해결 문제와 더불어 타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매우 긍정적인 입장 
 

ㅇ 동 전력 협정은 인도와 네팔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 
 

- ‘14 년 네팔의 대 인도 무역수지 적자는 40 억 불에 달하였으며, '14 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31 억 불 
 

☞

 

http://in.reuters.com/article/2014/10/21/nepal-india-power-idINKCN0IA1LF20141021 

 

□ 네팔 정부, 인도와 전력교류 협정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 및 활동계획 개발에 합의 
 

ㅇ 네팔 정부는 인도와 전력교류 협정 체결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35 년까지의 

마스터플랜과 ‘25 년까지의 활동계획 개발에 합의 
 

- 동 계획 개발은 장기 마스터플랜 및 활동 계획뿐 만 아니라 양 국간 전력교류에 필요한 

송배전선 구축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 또한 연구할 예정 
 

ㅇ 이를 위해 양 국 정부는 정부 내 실무그룹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및 비정기적 

활동을 수행하며 동 계획 수립을 위해 협력할 예정 
 

☞

 

http://www.ekantipur.com/2014/11/21/business/cross-border-power-trade-nepal-india-agree-to-devise-long-term-plans/397971.htm 

 

□ 싱 라마 주한 네팔 대사, 한국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높은 관심 표명 및 양 국 

협력 필요성 강조 
 

ㅇ 싱 라마 주한 네팔 대사는 지난 11 월 19 일,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한강 

관리 시스템 등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높은 관심 표명 
 

-  대사는 네팔은 6 천여개 강 및 지류에서 수력발전 잠재력 풍부하나 기술력 부족으로 개발이 

저조하여 전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수력발전 기술에 높은 관심 표명 
 

ㅇ 싱 라마 대사는 향후 수자원 관리 분야 등에 대한 네팔과 한국 간의 협력 강화 및 네팔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네팔의 수자원 관리 및 수력발전 계획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언급 

☞ http://kor.theasian.asia/archives/128515 

 

http://in.reuters.com/article/2014/10/21/nepal-india-power-idINKCN0IA1LF20141021�
http://www.ekantipur.com/2014/11/21/business/cross-border-power-trade-nepal-india-agree-to-devise-long-term-plans/397971.htm�
http://kor.theasian.asia/archives/12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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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중부지역, 10 월 중순 히말라야 눈사태로 내외국인 포함 32 명 사망 
 

ㅇ 10 월 16 일 네팔 중부 히말라야 지역에 몰아친 폭설과 눈보라로 인해 외국인 등반객 등 

32 여명이 사망하고 70 여 명 이상이 실종 상태 
 

ㅇ 네팔 정부는 이날 군 헬기 등을 동원해 안나푸르나 길목 등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열악한 통신상태와 악화된 기상조건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ㅇ 발견된 사망자는 네팔인 11 명을 포함하여 외국인 등반객 또한 다수 포함되었으며, 

현지의 열악한 상황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장기화 될 전망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9873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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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지속가능에너지청, Kotte 시 지방의회 공공기관 에너지진단(energy audit) 조달 입찰공고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지속가능 에너지 구역’ 조성을 결정하고 그 첫째 활동으로 Kotte 시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에너지 감사 수행 예정이며, 동 에너지 감사 서비스 조달 입찰 공고  
 

- 에너지 감사 기업은 Kotte 시 관사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활동 진행  
 

-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에 등록된 에너지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업에 대한 

평가는 ▲ 과거 에너지 감사 경험 ▲ 에너지 관련 워크샵 및 트레이닝 ▲ 사업계획 ▲ 핵심 

인력의 자질 및 수행경험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함  
 

ㅇ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11 월 21 까지 제출 
 

- 지원자격: 지속가능에너지청에 등록된 에너지 감사자, 에너지 감사 교육 및 워크샵 참석자, 

에너지 부문 유 경험자 
 

- 제출서류: 지원서, 입찰 가격 제안서, 자격 및 경험 증명서, 사업계획 

 

☞

☞

http://www.energy.gov.lk/pdf/News/Document%2001.pdf 

http://www.energy.gov.lk/pdf/News/Document%2002.pdf 

 

 

□ 국영전력발전위원회, 스리랑카 발전, 송배전 및 공급 허가증에 대한 규제회계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컨설턴시 입찰참가의향서 모집 공고 
 

ㅇ 국영전력발전위원회는 스리랑카 발전, 송배전 및 공급 허가증에 대한 규제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설턴시 모집 
 

- 컨설팅 서비스는 국영전력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회계 자료를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스리랑카 전력청 및 스리랑카 전력 사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 방안 관련 교육을 진행 
 

ㅇ 입찰참가의향서에는 회사의 자격요건 및 역량, 최근 5 년간 스리랑카와 비슷한 환경 국가 

경험, 전력분야, 규제, 및 규제회계 분야 전문성, 스리랑카 회계지식 등을 포함  
 

- 제출마감: ‘14 년 12 월 19 일 
 

- 평가기준: 기술 및 관리 역량, 주요 핵심사업, 핵심인력 자격요건, 재무건전성 등 
  

☞http://www.pucsl.gov.lk/english/wp-content/uploads/2014/11/Guidelines-for-EOI-Guidelines-on-

Regulatory-Accounts-2.pdf 

 

http://www.energy.gov.lk/pdf/News/Document%2001.pdf�
http://www.energy.gov.lk/pdf/News/Document%2002.pdf�
http://www.pucsl.gov.lk/english/wp-content/uploads/2014/11/Guidelines-for-EOI-Guidelines-on-Regulatory-Accounts-2.pdf�
http://www.pucsl.gov.lk/english/wp-content/uploads/2014/11/Guidelines-for-EOI-Guidelines-on-Regulatory-Accounts-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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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환경평가 및 사회조사 서비스 입찰 공고 
 

ㅇ 스리랑카 농림부 환경복원 및 복구분야 관련 환경평가 및 사회조사 서비스 입찰 공고  
 

- 제출마감: ‘14 년 12 월 3 일 
 

- 사업지역: Badulla 지역 
 

☞http://www.eishub.or.kr/nationinfo/worldInfo_view.asp?idx=61806&gotopage=1&area=4&nation

=55&tab=1&stab=all&brdId=buy_trade 

 

 

 

▐  파키스탄  

 

□ 국영송배전공사, 풍력, 태양광, 수력 IPP 발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계량 장비 구매 

입찰 공고 
 

ㅇ 파키스탄 국영송배전공사는 향후 ‘15 년 풍력, 태양광, 수력을 포함하는 IPP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계량 장비 구매 입찰의향서 모집 공고 
 

ㅇ 동 사업에 대한 입찰 희망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0.66 달러 등록비 및 계약 금액의 2% 

만큼 입찰보증금액을 포함해야 함  
 

-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년 10 월 29 일 
 

☞http://www.ntdc.com.pk/Tenders.php 

  

 

□  수력 및 에너지청, 다목적 댐 건설 내 전력생산시설(Powerhouse 18.5MW 규모) 

및 관개 수로 건설입찰 공고 
 

ㅇ 파키스탄 수력 및 에너지청, Kurram Tangi 다목적 댐프로젝트에 18.5MW 규모 유입식 

발전소 공사 입찰 공고 
 

- 동 사업은 Kaitu Weir 유입식 발전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너지 생산과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이며 전력생산시설, 수로 시스템, 펌프 스테이션, 전력 송배전 등의 건설활동을 포함 
 

- 파키스탄 엔지니어링 의회에 등록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입찰자의 경우 

파키스탄 계약자와 합작투자의 형태로만 참여 가능 
 

ㅇ 동 사업에 대한 입찰 희망서는 0.83 달러의 등록비 지불 및 1 만 754 달러의 기술적 

제안서에 대한 입찰 보증을 포함해야 함  
 

http://www.eishub.or.kr/nationinfo/worldInfo_view.asp?idx=61806&gotopage=1&area=4&nation=55&tab=1&stab=all&brdId=buy_trade�
http://www.eishub.or.kr/nationinfo/worldInfo_view.asp?idx=61806&gotopage=1&area=4&nation=55&tab=1&stab=all&brdId=buy_trade�
http://www.ntdc.com.pk/Tender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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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식: 국제입찰 
 

- 신청서 접수: ’14 년 12 월 19 일 
 

☞

 

http://wapda.gov.pk/htmls/rptnewsdetail.asp?hid=41592&count=6&type=2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 위원회, Hatiya 섬 사업 내 비 전력계통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HFO/디젤 발전 설비 설치 입찰 공고 
 

ㅇ 방글라데시 전력개발 위원회는 지난 10 월 30 일 Hatiya 섬 사업 내 비 전력계통 풍력-

태양광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HFO/디젤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입찰 공고 
 

ㅇ 동 사업은 턴키(turn-key) 방식으로 Hatiya 섬 내 4.2MW 규모의 태양광-디젤 하이브리드 

발전 설비 설치 및 현존하는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개선 계획, 공급 및 설치 부문을 포함 
 

ㅇ 태양광-디젤 하이브리드 발전 설비 설치 부문은 '14 년 11 월 5 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며, 

전력 송배전 시스템의 개선 계획, 공급 및 설치 부문은 '14 년 11 월 6 일까지 제안서 

제출 
 

☞ http://www.bpdb.gov.bd/download/hatiyaIsland/Amendment%20No.02.pdf 

 
 

▐  네팔  

 

□ 네팔 에너지부, 10 월 22 일 Budhi Ganga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컨설턴트 모집 

Shortlist 공고 
 

ㅇ 네팔 에너지부 내 전력개발 담당 부서는 Achham District 지역 내 계획 중인 20MW 

Budhi Ganga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컨설턴트 모집 관련 기 공고한 입찰참가의향서 

모집에 참가한 기업 중 선별된 shortlist 를 10 월 22 일 공고 
 

- 선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 내 상세 기술 평가와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수행 
 

ㅇ 공고된 shortlist 에 포함된 기업은 네팔 현지 기업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기업 

간의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이탈리아 기술컨설팅 社의 단독 참가도 

존재 
 

- shortlist 에 선정된 기업은 네팔 현지시각으로 12 월 5 일 12 시까지 제안서 제출 예정 
 

☞http://bhp.gov.np/pdf/notice-2071-07-05.jpg 

http://wapda.gov.pk/htmls/rptnewsdetail.asp?hid=41592&count=6&type=2�
http://www.bpdb.gov.bd/download/hatiyaIsland/Amendment%20No.02.pdf�
http://bhp.gov.np/pdf/notice-2071-07-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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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인프라 및 교통부, Nijgadh- Hetauda-Bharatpur 철도선 전력화 사업  

사업타당성평가 입찰참가의향서 모집 공고 
 

ㅇ 네팔 인프라 및 교통부는 Bardibas 에서 Mechi-Mahakali 지역에 이르는 945km 구간에 

이르는 철도선 전력화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입찰참가의향서 모집 공고 실시 
 

- 네팔 인프라 및 교통부는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 대응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철도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 
 

ㅇ 동 사업타당성평가는 사업타당성평가 수행 및 비용 추산과 기술 및 재무적 제언 제공을 

포함하며, '15 년 1 월까지 약 12 개월 간 수행될 예정 
 

- 발주 기관: 인프라 및 교통부 내 철도선 담당 부서 
 

- 제출 시한: '14 년 12 월 7 일 14 시(네팔 현지 시각 기준) 
 

- 제출 서류: 1) 기업 프로필 및 구조, 2) 최근 5 개년 간의 매출 규모, 3) 최근 5 개년 간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 4) 유사 지역 및 국가 내 사업 수행 실적, 5)참여 인력 정보 
 

- 제출 방식: 명시된 기한 내 담당부서로 온라인 서류 제출 
 

☞http://npl.mofa.go.kr/korean/as/npl/policy/tender/ 

 

  

http://npl.mofa.go.kr/korean/as/npl/policy/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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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지속가능에너지청, ‘2014 스리랑카 국가 에너지 효율시상식’ 개최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지난 11 월 25 일 스리랑카 국무총리 참석 하에 2014 

스리랑카 국가 에너지 효율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Professional MET Consultancy 

Services 社 를 비롯한 3 개 社  가 수상 
 

ㅇ 동 시상식은 공업 및 상업 기관, 지역정부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에너지 효율 증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성과를 가져옴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1 

 

 

□ 지속가능에너지청, 2014 국가에너지 심포지엄 개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11 월 21 일 연구자, 학계, 산업계, 유관 부문들간에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 에너지 활용 컨셉에 대한 최근 연구를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연례 

국가에너지 심포지엄 개최 
 

- ‘14 년 심포지엄은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Better Air Quality (BAQ) 2014 와 Intergovernmental 

8th Regiona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EST) Forum in Asia 의 합동 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서 개최 

 

ㅇ 동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내용을 환경 및 지속가능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1 

 

□ 지속가능에너지청, 스카우트 에너지 숙련 배지 교육 프로그램 개최 
 

ㅇ 스카우트 에너지 숙련 배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험 및 지식을 위해 

스카우트 커뮤니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을 목표로 의식 

증진 캠페인이 콜롬보 Nalanda 대학에서 지난 10 월 22 일 개최 
 

- 동 강의 및 활동은 에너지 숙련 배지와 관련해서 스카우트에게 필요한 의식을 주제로 하였으며, 

관련 스카우트 책자 “Let’s Conserve Energy”가 발행됨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1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231�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1�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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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스리랑카 건설주택부 장관 방한기간에 맞추어  『스리랑카 건설투자 

세미나』 개최 
 

ㅇ 한국무역협회는 서남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스리랑카를 강조하며 건설주택부 

장관의 방한기간에 맞추어 지난 11 월 6 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스리랑카 건설투자 

세미나를 개최 
 

- 국가 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리랑카 건설 시장은 수처리, 주택, 사회기반 

시설 등의 분야에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http://www.kita.net/info/notice/index.jsp?sCmd=VIEW&nPostIndex=231604&nPage=1 

 

 

▐  파키스탄  

 

□ 국영송배전공사, 11 월 14 일 500 Kv Neelam Jhelum 송전선 기공식 개최 

 

ㅇ 수자원 및 에너지부 장관 및 국영송배전공사 임원들이 참가한 동 기공식에서는 현 

정부의 전력발전 패스트 트랙 정책 아래, 나누어진 세 개의 발전 부지들간의 송전선 연결 

중요성에 대해 강조 
 

ㅇ Neelum Jhelum 수력발전소의 969 MW 규모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국가 

송전선 계획은 동 공사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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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 이슬라마바드전략연구소(ISSI), 11 월 6 일 한국-

파키스탄 관계 증진 세미나 개최 
 

ㅇ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무역·투자·안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의 무역 규모 확대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규모 확대가 더 시급함을 강조  
 

ㅇ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파키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함에 동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06/0604000000AKR20141106149900077.HT

ML p://eesd.muet.edu.pk/ 

 

 

http://www.kita.net/info/notice/index.jsp?sCmd=VIEW&nPostIndex=231604&nPage=1�
http://www.ntdc.com.pk/DeptNewsEvents.php�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06/0604000000AKR20141106149900077.HTML%20p:/eesd.muet.edu.pk/�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06/0604000000AKR20141106149900077.HTML%20p:/eesd.muet.edu.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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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대학교, 11 월 24 일 2014 에너지 시스템 및 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 
 

ㅇ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상업화,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 포괄적인 에너지 기술 

및 정책을 논의하는 에너지 시스템 및 정책 국제 컨퍼런스가 Air 대학교에서 개최 
 

-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 교수, 정책입안자, 산업 전문가, 정부, 비정부기구 등 광범위하게 

참석자들을 초청하여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 전 분야에 관한 그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 
  

- 동 컨퍼런스를 통해 에너지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방안 모색방안 논의 
 

ㅇ 동 컨퍼런스에는 최근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 기술 추세를 배울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의 여러 교육 및 강의가 포함 
 

☞http://auconferences.com/icesp2014/ 

 

 

 

▐  방글라데시  

 

□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 방글라데시 태양광 LED 시장 로드쇼 개최 
 

ㅇ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은 전자부품연구원(KETI)와 협력하여 성장 중인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련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해 “방글라데시 태양광/LED 시장 

로드쇼”를 12 월 3~4 일간 개최 
 

- 일시 : '14 년 12 월 2~3 일 
 

-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호텔 및 프로젝트 발주처 
 

- 참가 한국업체 : 10 개 社 내외 
 

- 참가 품목 : 태양광 발전용 부품(모듈, 배터리, 인버터 등) / LED 제품(전구 등),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Turn-Key 수출, IPP 투자 포함), 관련 품목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진출 

 

☞

 

http://www.kotra.or.kr/KBC/dhaka/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03&T

OP_MENU_CD=33399&LEFT_MENU_CD=35253&MENU_CD=35253&ARTICLE_ID=3004480 

□ 방글라데시 전기전자 전문 社, '2015 방글라데시 다카 전력 기술 전시회' 개최 
 

ㅇ 방글라데시 전기전자 전문기업인 CEMS 사는 오는 11 월 12 일~14 일 3 일 간 '2015 

방글라데시 다카 전력 기술 전시회' 개최 예정 
 

ㅇ 동 전시회는 연간 1 회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태양광 발전, 전력개발 기술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스템 관련 제품 판매 및 기술 교류가 이루어 질 예정 
 

- 일시 : '14 년 11 월 12 일~14 일 

http://auconferences.com/icesp2014/�
http://www.kotra.or.kr/KBC/dhaka/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03&TOP_MENU_CD=33399&LEFT_MENU_CD=35253&MENU_CD=35253&ARTICLE_ID=3004480�
http://www.kotra.or.kr/KBC/dhaka/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03&TOP_MENU_CD=33399&LEFT_MENU_CD=35253&MENU_CD=35253&ARTICLE_ID=30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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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Banglades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담당자 연락처 : cems@cemsbangladesh.com 

 

☞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5&exbt_kind=

ty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 방글라데시 전기전자 전문 社, '제 13 회 방글라데시 전력 전시회' 개최 
 

ㅇ 방글라데시 전기전자 전문기업인 CEMS 사는 오는 11 월 14~16 일 3 일 간 '제 13 회 

방글라데시 전력 전시회' 개최 예정 
 

ㅇ 동 전시회는 연간 1 회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 기술 및 가로등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 질 예정 
 

- 일시 : '14 년 11 월 14~16 일 
 

- 장소 : Banglades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담당자 연락처 : cems@cemsonline.com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

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 방글라데시 태양광 제품 전문 社, '제 6 회 방글라데시 국제 태양에너지 전시회' 

내년도 개최 예정 
 

ㅇ 방글라데시 내 태양광 제품 전문 기업인 ExpoNet Exhibition 사와 Green Leaf Green 

Solutions 사가 공동으로 태양에너지 제품 관련 전시회인 '제 6 회 방글라데시 국제 

태양에너지 전시회' 를 '15 년 3 월 12 일~14 일 개최 예정 
 

ㅇ 동 전시회는 연간 1 회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전년도의 경우 중국, 인도 및 대만의 에너지 

및 전기전자 기업을 중심으로 총 약 130 개 업체 참여 
 

 

- 일시 : '15 년 3 월 12 일~14 일 
 

- 장소 : Bangabang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담당자 연락처 : rashed@exponetbd.com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

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5&exbt_kind=ty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5&exbt_kind=ty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F00001014100004&amp;exbt_kind=type1&amp;accept_yn=Y&amp;nCurPage=1&amp;n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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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네팔 정부 수자원관리 관계자, 국내 '2014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양해각서(MOU) 세션 진행  
 

ㅇ 네팔 정부 내 수자원관리 관계자인 네팔 지역개발부 행정관 티카 다타 라이가 11 월 

25~27 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4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참석 
 

- 동 행사는 국토부 산하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이 주최한 행사로, 국내외 물 전문가와 ICT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적인 물관리 기술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기후변하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ㅇ 네팔 정부 관계자는 또한 동 행사 내 양해각서 세션에 참석하여, 향후 스마트워터그리드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89 

 
 
□ 인도 정부, 네팔 등 주변국 대상 전문 인력 대상 태양광발전 전문가 교육과정 설립 

   

ㅇ  인도 외교부는 네팔,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전문가 교육과정을 설립했다고 11 월 22 일 발표 
  

- 동 교육과정은 현재 인도 정부가 운영 중인 '인도 기술 및 경제 협력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 
 

ㅇ  동 교육과정은 3 주 간 약 30 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디자인 

기초 및 태양광 발전이 경제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대한 내용을 다룰 전망 
 

☞http://www.aninews.in/newsdetail4/story192817/india-offers-training-in-solar-energy-to-foreign-

professionals.html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89�
http://www.aninews.in/newsdetail4/story192817/india-offers-training-in-solar-energy-to-foreign-professionals.html�
http://www.aninews.in/newsdetail4/story192817/india-offers-training-in-solar-energy-to-foreign-profession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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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서남아 내 기후재해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미흡으로 피해 속출  

 

ㅇ 스리랑카 내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당초 국가재난관리센터의 경보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 발생, 지난 6 월 콜롬보 산사태 이후 4 개월여 만에 유사 피해 재발로 기후재난관리 

체계 보완 필요  
 

ㅇ 네팔 중부 지역의 폭설과 눈보라로 100 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열악한 

통신상태와 악화된 기상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부족으로 수색 작업이 장기화 될 전망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인도-방글라데시 간 송전선의 노후화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송전선 

고장으로 ‘07 년 이후 최악의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생 

 

□ 서남아 국가들의 발전 분야에 대한 對 중국 및 對 인도 실질적 협력 강화 두드러져  

 

ㅇ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인도 국영 전력회사와 500MW 규모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  
 

ㅇ 파키스탄 국무총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수력 및 석탄발전소 건설 등 중국과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계약 체결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해 향후 인도에서 생산된 전력 추가 수입 예정  
 

ㅇ 네팔 또한 인도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하여 네팔 내 수력발전 부문에 인도의 지원을  

받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도로 수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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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몰디브 에너지 정책 II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세부 정책 조사 및   

국내외 지원사업’ 추가 조사 내용 수록 

 
 

 몰디브 에너지 정책 및 사업동향 
 

ㅇ (정책) 2020 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몰디브 정책 수립  

ㅇ (산업) 건물 옥상 태양광 PV 설치 및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 활발히 진행 

ㅇ (국제원조) 기후투자기금의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타 선진국의 원조 실행  

 

 

1. 국가 에너지 정책 
 

1) 주요 신재생에너지 국가정책 
 

□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전략 (‘10) 
 

ㅇ  몰디브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전략’ 내 ‘정책 4 국가에너지 

안보 향상’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략 제시 
  

- 에너지 공급을 100%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몰디브는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통한 

국가에너지 안보향상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략 도입 
 

① 국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 향상  

② 발전 기술 다양화를 통한 전력 발전에서의 연료 다양성 확립   

③ 시행가능 지역 및 연료 시장 확보  

④ 수송 부문 연료 소비의 다양성 촉진  
 

ㅇ 정책 5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에 대해 다루며, 몰디브가 당면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공적 시범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나 개발, 

디자인, 관리 역량 부족, 자금부족, 적합한 정보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략 도입  
 

① 새로운 신재생기술 활용방안 도입 및 시험  

② 국가 내 신재생 에너지원의 잠재성 인식증진  

③ 지역 및 국제 부문의 연구 기회촉진 도모  

④ 대학교 커리큘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목을 도입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인적 역량 강화 

⑤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 및 증대  

⑥ 가정 쓰레기 및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전력 발전 역량 개발 지원  

⑦ 혁신적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기술 교환프로그램 및 리서치, 개발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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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지속가능 발전 국가 전략(‘09) 

 

ㅇ 몰디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목표 내 ‘정책 3’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적 전략 분석의 필요성 강조 
 

- ‘15 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 및 

방법이 제시 
 

① 현재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분석 및 제시 

②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방법 제시 

 
 

* 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in Low Income Countries (SREP) 

 

ㅇ SREP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접근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후투자기금(CIF)의 하위 프로그램 

ㅇ 2013년 10월부터 3억 4,000만 달러의 재원 규모로 8개 시범국가에서 시작되었으며 

몰디브도 시범국가 중 하나로 선정 

ㅇ 몰디브 SREP는 최대 3천만 달러를 할당 받았으며, 아시아개발은행 주도의 70만 달러 

규모 ‘Preparing Outer Island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 

(POISED)’ 사업과 세계은행 주도의 100만 달러규모 ‘Accelerating Sustainable Private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Program (ASPIRE)’ 사업 두 축으로 진행 

ㅇ 사업구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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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효율 국가정책 
 

□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전략 (‘10) 
 

ㅇ  ‘정책 3’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증진 목표 및 전략 제시 
  

-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양 측면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의 중요성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 
 

① 자금 또는 기타 인센티브/벌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증진 

② 가전제품 에너지 라벨링, 건물 코드, 에너지 감사 등의 의무 기준 도입 

③ 전분야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 서비스 제공에 민간부문 개입 및 활동 

④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 진행 

⑤ 해상 및 항공 포함 전분야의 교통 시스템에서 연료 절약 및 효율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 

⑥ 전기 교통수단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충전소 설립  

 

□ 몰디브 지속가능 발전 국가 전략(‘09) 

 

ㅇ 에너지 탄소 중립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목표 3’에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 제시 
 

- 2020 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통해 에너지 최종소비의 7.5% 절약 목표 설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전략, 및 방법이 제시됨 
 

① 전력 생산, 송배전, 및 저장에 있어 에너지 효율 강조 

② 관광업 부문, 증가하는 에어컨디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효율 액션플랜 수립 및 이행 

③ 열병합 활용을 촉진하여 발전소 효율성 증진 

④ 건물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 구축; 효율적 건물디자인, 에너지 효율적  

에어컨디셔닝 및 자연적 환풍 시스템, 소형형광등 및 태양광, 태양열 히터기, 건축자재-유리, 

알루미늄, 목재 
 

 

 

 

 

 

 

 

 

 

 

☞ 몰디브의 에너지 정책은 SREP를 적극적 활용하고 산업 내 관광부분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20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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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국내 사업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사업 
 

□ ‘몰디브 태양광 프로젝트’ 
 

ㅇ 몰디브 환경 및 에너지부는 ‘13 년 민간부문 투자를 활용한 대규모의 전력 부문 

신재생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계획  
 

ㅇ 15 개의 섬을 잇는 태양광 PV 전력망 시스템을 설치하여 피크타임의 30%까지의 

전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Thinadhoo 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ㅇ Thinadhoo 섬에 300kW 용량의의 태양광 PV 를 주요 건물에 설치하고 전력망 시스템에 

연결하는 프로젝트 
 

ㅇ 환경부는 동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전기사용량 최대치의 30%를 대체하기를 기대하며 

Gaaf Dhaal Atoll 지역 기금을 활용 
 

ㅇ 동 프로젝트는 “Clean Energy for Climate Mitigation (CECM) Project”의 일환으로 몰디브 

정부, 세계은행, 유럽은행, 호주개발청이 함께 실행 

 
 

2) 에너지 효율 관련 국내 사업  
 

□ 항구 LED 교체사업 
 

ㅇ 몰디브 환경 및 에너지부에서 진행하는 ‘조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항구 지역 전등을 LED 로 교체 
 

ㅇ 2013 년 5 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몰디브의 5 개 지역에 200 개의 LED 교체하여 250W 의 기존 

전구 전기사용량을 70W 로 대체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로 매월 약 9,650 kWh 절약됨 

 

□ 건물 조명 및 가로등 LED 교체사업 
 

ㅇ 몰디브 공공기관, 의회 건물 및 주변에 설치된 조명 255,000 개를 LED 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가로등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계획 
 

ㅇ 현재까지 189,000 개의 전구가 교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월 1,020,600 kWh 가 절약됨 
 

 
 

☞ 몰디브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사업은 태양광 PV 및 LED 조명교체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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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몰디브 지원 동향 

 

1)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 對 몰디브 지원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ㅇ 아시아개발은행의 대 몰디브 지원은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특정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14-‘15 지원 분야로 에너지 분야와 교통 분야가 선정 
 

ㅇ 특히 에너지 분야 관련 아시아개발은행은 몰디브 전력생산이 100%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전력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ㅇ 따라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력생산시설의 효율성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 

의 도입, 유관 기관 및 관리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시행 중 
 

□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에너지 분야 관련 몰디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 보급과 유관기관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형태 분야 승인 일자 사업비*
 

Preparing Outer Island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POISED) 
증여/기술지원 재생에너지 

2014-09-29/ 

2012-12-10 
38.4 

Capacity Development of the Maldives Energy 

Authority 
기술지원 에너지 2012-12-14 0.4 

Outer Islands Electrification 차관/기술지원 전력 
1999-07-30 

2001-12-18 
8.3 

 

 

ㅇ ‘외곽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준비 사업(Preparing Outer Island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POISED)’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SREP)’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의 

공급을 통해 몰디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분야를 개선하여 몰디브의 

외화지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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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ing Outer Islands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POISED) 

 

- 사업 개요 

몰디브는 현재 200MW 의 전력을 디젤 발전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전력보급률은 

100%를 달성하고 있으나,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인근 국가에 비하여 비싼 편임. 이는 

전력 부분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과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국가적 지출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몰디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에 기반한 전력보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젤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가격을 낮추고자 함.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분야 전반을 개선하고자 SREP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SREP 의 

일환으로 POSISED 사업 또한 추진됨 

 

- 사업 목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섬들과 및 Male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력 시스템 보급 및 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역량 구축 

 

- 사업 구도  

 

 
 

 

 
  

 

 

 

 

 

 

 

 

2) 세계은행(World Bank)  
 

□ 대 몰디브 지원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ㅇ  세계은행은 경제 및 재정 관리, 사회 관리, 환경, 다분야라는 4 개의 부문을 통해 몰디브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지원을 통해 총 25 개의 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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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몰디브 정부의 개발전략계획인 ‘09-‘13 SAP(Strategic Action Plan)를 지지하며, SAP  

의 개발 계획 중에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 기후복원적인 개발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주제에 집중하기로 함  
 

 

□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ㅇ 세계은행의 에너지 분야 지원을 몰디브 기후변화신탁기금(Maldives Climate Change  

Trust Fund, CCTF)와 연계하여 추진 
 

 - 몰디브 기후변화신탁기금은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개발청이 각각 650 만 유로와 

100 만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를 지원받아 형성된 기금이며, 세계은행은 동 기금을 

‘15 년까지 관리 

 

ㅇ 세계은행은 몰디브 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한 아래 2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사업(Accelerating Sustainable Privat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Project, ASPIRE) 사업의 경우, 몰디브 정부가 채택한 

SR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사업형태 분야 승인 일자 사업비*
 

Accelerating Sustainable Privat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Project 

(ASPIRE) 

증여/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 2014-06-26 16 

Clean Energy for Climate Mitigation Project 증여/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 2012-02-16 2.53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45482?lang=en�
http://www.worldbank.org/projects/P145482?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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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ng Sustainable Privat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Project (ASPIRE)‘ 

- 사업 개요 

몰디브는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디젤발전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등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 년간 몰디브는 경제적 불안정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동 분야 투자 또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임. 민간 부문은 동 분야 투자에 있어 

불안정한 현지 통화 문제, 보조금 문제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민간투자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의 확대 실행에 필요한 정부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태양광 

사업 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 

지원 등의 기술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계획 마련 등을 실행함 

 

- 사업 목표 

민간 투자를 활용한 몰디브 내 태양광 발전 용량 확대 

 

- 사업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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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몰디브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ㅇ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외에도 일본 정부, UNEP, UNIDO, 독일개발청 등이  

몰디브에서 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사업명 지원기관 이행기관 사업 내용 

Project for Clean Energy 

Promotion in Male 
일본 정부 토요타 츄쇼 

 총 775kWp 용량의 전력 계통 

연계 지붕 태양광 시스템을 

주요 건물에 설치하여 Male 내 

전기사용량의 1/12 대체 

STELCO Six Island Solar 

PV Project 
- STELCO, REE 

 STELECO와 REM 간의 

전력구매협정에 의거하여 

REM이 총 652kWp 용량의 

태양광패널을 STELECO 

사업지역 내 5개 섬에 설치하고 

전력 생산 및 판매 

Support of the Climate 

Neutrality Strategy of 

the Maldives 

독일 정부 
몰디브 에너지 및 

환경부/독일개발청 

 몰디브 정부의 기후 중립 전략 

실행을 위한 대 정부 자문 제공  

 동 전략의 민간 부문 실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설비 

제공 

 정부 및 민간 관련 전문가 대상 

교육 및 훈련 제공 

Low Carbon 

Development Project 

GEF 외 multi 

donor 

(공동 파이낸싱) 

몰디브 에너지 및 

환경부, UNEP, UN 

몰디브 사무소 

 소규모 섬 내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성 향상 로드맵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지 관련 기술 전문가 육성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상업성 실증 및 

재원 제공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구축 

Energy Efficiency Project GEF 

몰디브 에너지 및 

환경부, 몰디브 

에너지청 

 관광 및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관리기준 개발, 전문가 

교육 커리큘럼 및 인증 방안 

마련 

* STELCO(State Electric Company), REE(Renewable Energy Maldives) 

 

☞ 몰디브의 국제원조는 전체 대비 기후투자기금 사업 규모가 크고 태양광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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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기후투자기금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국가 신재생 및 에너지효율 사업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 

 

ㅇ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전략(2010)’ 등 국내 관련 정책이 존재하나, 기후투자기금의 SREP 

재원을 활용한 사업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몰디브 지원 전략과 그에 따른 

사업이 몰디브 내 신재생 및 에너지효율 부문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몰디브 정부의 달성 목표치 높아  

 

ㅇ 개발도상국이면서 기후변화취약국과 군소도서국에 속하는 몰디브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으나,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15 년까지 전력 

공급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및 '20 년까지 에너지 최종소비의 7.5% 절약 목표를 

설정하는 등 매우 높은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달성 노력 진행 

 
 

□ 태양광 및 LED 조명 교체 사업 다수 실행 

 

ㅇ 몰디브 국내 재원 및 MDB 재원을 활용한 사업에서 일본 국제개발청이 지원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및 국내 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사업 등 

태양광 및 LED 조명 교체 사업 다수 실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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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vironment.gov.mv/v1/wp-content/blogs.dir/1/files/publications/20131212-Pub-

Maldives-National-Energy-Policy-and-Strategy-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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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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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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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nergy.org/pagefiles/countries/maldives_energy_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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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artment of Environment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re 

국내 정보처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주 네팔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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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주)네오에코즈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조성에 3 억달러 투자 

ㅇ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내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총 

3 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완료된 프로젝트 수는 36 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6 개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 
 

- 2009 년 나보이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2012 년 2 번째 경제 특구인 안그렌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수도 타슈켄트에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안그렌 물류센터와 연계 발전을 

이뤄낸다는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섬 
 

- 한국 기업들도 나보이 경제특구 및 안그렌 경제특구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발전에도 한국 기업들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http://www.uzdaily.com/articles-id-29912.htm 

 

 

 

□ 중소기업청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중소기업 교역 확대 

ㅇ 중소기업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역과 기술협력, 투자와 무역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우즈베크 타슈켄트를 방문, 대외경제무역투자부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MOU 를 체결  
 

-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 경제사절단 22 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한-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포럼'을 열고 우즈베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17/0604000000AKR20141117066100 030.HTML 

 

 

http://www.uzdaily.com/articles-id-299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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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2016 년 풍력시설 착공 추진 

ㅇ 하킴 무라토프 과학아카데미 산하 에너지/자동화연구소 소장은 2014 우즈에너지엑스포 

(UzEnergy Expo)에서 우즈베키스탄이 2016 년 풍력발전단지(100MW)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 2015 년말까지 독일 GEO-NET Umweltconsuting 사가 우즈베키스탄내 6 개 지역에서 풍력 

유망부지 평가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측은 동 사업을 통해 연 68 백만㎥의 

천연가스 소비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11 년 10 월 우즈벡국영전력공사(에네르고)는 2021 년까지 2~3MW 급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한 

50~100MW 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사업비: 2 억불)건설 사업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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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유가하락 영향 크지 않을 듯 

ㅇ 세계시장에서 석유가격의 하락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카자흐스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치는 않을 것이라고 다수의 카자흐스탄 관리와 석유 전문가들이 밝힘 
 

-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가스를 통한 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석유기금(State Petroleum Fund)에 비축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국가기금의 자금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결정은 유가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오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가와 연동되지 않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기금이 무한한 것을 아니므로 석유생산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29529.html 
 

□ 카자흐스탄 상원, 벨라루스와 간접세 종료 프로토콜 비준 

ㅇ 카자흐스탄 정부와 벨라루스 정부 간, 1992 년 2 월 2 일 체결한 재화의 수출입에 따른 

간접세 부과원칙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프로토콜을 비준했다고 카자흐스탄 

의회의 상원의원이 발표  
 

- 이 프로토콜은 아스타나에서 2011 년 11 월 8 일에 체결되었음 
 

-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더 이상 별도의 조세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게 됨 
 

☞ http://www.akipress.com/news:550511/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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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4% 증가 

ㅇ 중앙은행은 11.4 금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66 억불을 기록하였다고 전함 
 

- 금년 상반기 무역거래 결과는 현재 경상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GDP 의 7.5%에 달하는 

흑자 기록을 달성했음. (2013 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33 억불로 GDP 의 3.5%를 기록) 
 

- 국가수입위원회 세관당국은 2013 년 대외무역 공식 통계자료를 갱신하였으며, 847 억불을 기록 
 

ㅇ 반면, 금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수출액은 작년대비 약 8 억불이 감소한 418 억불을 기록 
 

- 총 수출의 83.4%는 광물이 차지하며, 이중 석유 및 응축가스 71.5%, 비철금속 4.4%, 철금속 3.8%를, 

곡물 1.6%, 그 외 다른 제품은 3.6%를 각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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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전력투자 440 억 달러 이상 될 터 

ㅇ 2016 년부터 2030 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부문 투자는 440 억 달러 이상 계획 
 

- 에너지부 차관은 2030 년 까지 전력부문 투자를 440 억 달러로 확대해 전력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전력 독립국가를 만들 계획임을 발표 
 

- 최근 5 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전력 부문 투자규모는 5 배 증가하여 약 7,000 억 텡게가 투자 되었으며, 

이는 정부 산업 혁신 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5,000MW 에서 17,000MW 로 공급량이 늘어났음 
 

- 시장 환경의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TANAP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높아 

ㅇ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터키 에르도겐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와의 회담을 마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 TANAP 프로젝트란?.. 그루지아와 터키의 국경에서 시작해 터키와 불가리아의 국경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시설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는 가스를 직접 수출하려는 

터키의 야심찬 계획이 담긴 프로젝트 
 

- 2007 년 이후 EU 는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중앙아시아 산 가스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에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터키가 가스허브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수출 협정에 나서며 

TANAP 파이프라인의 활용가능성을 확대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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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의 TANAP 프로젝트 참여가 확실시된다면 이에 따라 잠시 중단되었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프로젝트 또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참여 

여부가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30824.html 

 

 

□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과 무역-경제 관계의 다양화 요구 

ㅇ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아슈가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동안에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재의 현실을 고려,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과 경제 관계의 다양화 가능성을 지적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거대 러시아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베르디히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밝힘 
 

- 본 회담은 아슈가바트 독립국가연합의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긍정적인 트랜드가 

양국사이의 무역매출에서 강조 됨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5897.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식수 부족 문제로 고심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 지리적 위치로 인해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이 수자원 문제로 고심 중 
 

- 독립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에 비해 노후화된 수도 인프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식수 부족, 폐수 처리, 위생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수도관 설치가 미비한 관계로 많은 교외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으며, 30 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오폐수 활용, 누수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식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http://en.trend.az/casia/kyrgyzstan/2332887.html 

 

□ 아시아개발은행, 키르기스스탄에 13 억달러 투자 

ㅇ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기구 (CAREC)의 제 13 차 각료회의에서 타케히코 나카오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이 키르기스스탄에 13 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 
 

- 기금은 연간 1%씩 ADB 개발 기금에서 할당받았으며, 주요 협력분야는 에너지, 교육, 기술지원, 인프라 개발 임 
 

 

☞ http://www.eng.24.kg/economics/173071-news24.html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30824.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58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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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이란 가스수출 확대 계획 

ㅇ 전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란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 

일일 가스 공급량을 3,000 만 세제곱미터로 600 만 세제곱미터 증가시켜줄 것을 요구 
 

ㅇ 이란 석유부는 이라크와 오만, EU 로의 가스 수출 및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이란은 현재 터키에 약 85 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는 

비슷한 양의 가스를 수입 
 

☞ http://en.trend.az/iran/business/2336981.html 

 

□ 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철도 노선으로 이란과 카자흐스탄 무역 3 배 증진 

ㅇ 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철도 노선은 미화 30 억 달러(원화 약 3 조 2,937 억)로 

이란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연간 무역이 3 배가 될 수 있음 
 

- 2007 년에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북 교통 회랑을 건설하는 협의서에 서명 
 

- 경로는 카자흐스탄의 우젠,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레케트, 이란의 고르간을 연결할 것이고, 이란의 국내 

철도 노선과 연결하여 페르시아만 항구까지 연결될 것임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7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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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수력발전소 현대화 PQ 입찰(이슬람개발은행 차관 지원) 

ㅇ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Uzbekenergo)는 이슬람개발은행 차관 지원 사업 (UZB-0069)에 

따라 진행되는 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PQ(사전자격심사)를 공고 (마감 2014.11.27) 

 

- 해당 발전소는 페르가나주 1 개 (샤흐리안 케스케이드 2 번) 및 타슈켄트주 2 개 (타슈켄트 케스케이드 

9 번, 카디리아 케스케이드 3 번) 임 
 

- 담당기관: Uzbekenergo(Attn: Mr. Kamilov Doniyor) 

- 주소: 6 Istiklol yuli Str, Tashkent 100000 

- 전화: 99871) 236-6522, 232-1516 

- 팩스: 99871) 233-2924, 232-1516 

- 이메일: pmuGesFaza2@uzbekenergo.uz, hps.pmu@gmail.com 
 

☞ http://uzbekenergo.uz/ru/tenders/last/priglashenie-na-predkvalifikatsionnyy-otbor-po-proektu 

 

□ 나보이광업공사, 자미르탄 금광 생산 확대 

ㅇ 나보이광업공사(NGMK)는 2014~16 년간 자르미탄 지역(사마르칸트주)의 HMP-4 

금광시설의 금생산 확대를 위해 1.21 억불을 투자할 계획 
 

- 향후 3 년간 프로메주토치노 광산內 채굴시설 건설 등이 시행되며, 동 사업 시행으로 현재보다 30%가 

증가한 연 1.8 백만톤의 금광석이 생산될 예정 
 

- 자르미탄 금광 개발 사업(사업비: 3.3 억불, 2007 년 착수)은 자르미탄/구줌사이/프로메주토치노 광산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 10 톤의 금생산이 가능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 
 

- 나보이광업공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 생산업체로서, 무룬타우 금광(키질쿰 사막)을 중심으로 

현재 연 70 톤의 금(국내 금 총생산량: 90 톤)을 생산중이며, 나보이/자라프샨/우치쿠둑/자르미탄 4 개의 

공장을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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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ekenergo.uz/ru/tenders/last/priglashenie-na-predkvalifikatsionnyy-otbor-po-proek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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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폴란드 카자흐스탄 투자 계획 

ㅇ Utembaev 주카자흐스탄 폴란드대사는 폴란드 기업이 투자하는 도자기 타일 생산 

공장(약 1 억불 소요 예상)이 조만간 악토베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힘 
 

- 유럽에 수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Sinta 사는 악토베 지역 도자기 생산 공장에 1 억불까지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전하고, 그 외에도 농업, 광업 분야 등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ㅇ Utembaev 대사는 양국이 카자흐스탄 내에 합작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 폴란드는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중이며, 

폴란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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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현대화 계획 

ㅇ Kasimbek 투자개발부 제 1 차관은 11.1 브리핑에서 2020 년경까지 자국내 철도 약 

6 천킬로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년 8 월 제츠카즈간(Zhezkazgan)-베이네우(Beyneu), 아르칼륵(Arkalyk)-슈바르콜(Shubarkol) 2 개 구간 

철도(총 1,250 킬로)가 개통되었으며, 이는 이미 그 과제의 일부가 달성된 것이라고 전함 
 

- 상기 철도 구간 개통으로 3,8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국내 남북·동서간 물류 운송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음 
 

 

ㅇ 동 차관은 국가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중요 과제중 하나는 철도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것 
 

- 2020 년경까지 이와 같은 마모율을 40% 감소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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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간다 철강 생산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ㅇ Abdibekov 카라간다 주지사는 ArcelorMittal Temirtau 철강 생산공장 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를 2019 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함 
 

- 2019 년 현대화 완료 시 연간 최대 6 백만톤의 철강 생산이 가능해짐. 금년 11 월초에는 가스 정화 

장치 건설이 완료, 12 월에는 용광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으로 총 4 개의 용광로가 겨울부터 가동 예정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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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장은 2013 년 3 백만톤의 철강을 생산했으며, CMD(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계획 

중으로 Kuzembayev 에 위치한 탄광의 메탄가스 전력화, Temirtau 철강 생산공장 용광로 최소화 등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 
 

* ArcelorMittal Temirtau(이전 Ispat Karmet)는 카자흐스탄 최대 철강공장으로 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ArcelorMittal 의 일부임. 동 그룹은 1990 년대 중반에 카자흐스탄 공장을 인수, 현재 카라간다내 8 개 

탄광, 카라간다, 아크몰라, 코스타나이내 광산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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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 TAPI 컨소시엄 프로젝트 개발 리더 선택 

ㅇ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포함된 

국가들은 2015 년 초 국제입찰을 발표한 후 프로젝트 개발 리더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밝힘 
 

-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장관들과 고문역할의 아시아개발은행 대표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TAPI 운영위원회는 19 일 회의를 개최 
 

- 2015 년 2 월 전에 컨소시엄의 잠재적 파트너와 리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절차 후 리더를 선택하는 국제입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35497.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내 56km 도로구간 건설 사업 

ㅇ 키르기스스탄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11 월 20 일(목) 지난 7 월 25 일에 비쉬켁에서 체결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국제개발협회(IDA)간 재정 지원 협정 비준 법안에 서명 
 

- 동 법안은 지난 10 월 22 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세계은행에서 재정을 지원할 예정 

- 총 사업 규모는 3,697 만불(820 만불은 무상 원조)이며, 상환 기간은 40 년임 
 

☞ 

 

http://akipress.com/news:55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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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스주 Jerooy 금광 개발 사업 

ㅇ D. Zilaiyev 키르기스스탄 지질광물청장은 Jerooy 금광 개발 사업 입찰 시가를 1 억 미불로 

제안하였으며, 동 금액은 입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 
 

- Zilaiyev 청장은 입찰 조건의 90%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비용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Jerooy 금광 입찰위원회는 90 일 이후인 2015.1.20 경 동 금광 입찰을 실시할 것을 제안 

- Zilaliyev 주재국 지질광물청장은 동 입찰위원회가 입찰 실시 전에 주재국 정부에 관련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 

☞ 

 

www.akipress.com/news:5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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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미국 상공회의소 타슈켄트에서 회의 개최 

ㅇ 최근 우즈베키스탄-미국상공회의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행사에는 GM, 하니웰,, GE, 

P&G 등 미국의 30 개 이상의 최고기업 총수가 참석 
 

- 캐롤린 램 회장은 상공회의소 정기회의가 양국간 사업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 언급 

☞ 

 

http://economics.uzreport.uz/news_r_126115.html 

□ 한국-중앙아시아 카라반 

ㅇ 타슈켄트, 페르가나, 안디잔에서「2014 한-중앙아시아 카라반」행사 개최예정 
 

행사명 일시  장소 

한-우즈베키스탄 포럼 11.18(화) 오전 10 시 
타슈켄트 시티 팔레스 호텔 

(컨퍼런스홀) 

중소기업 육성 관련 컨퍼런스 
11.17(월) 오전 10 시 

인터내셔널 호텔 

(아미르 티무르홀) 타슈켄트 1:1 비즈니스 상담회 

페르가나 1:1 비즈니스 상담회 11.19(수) 오후 15 시 
아시아 페르가나 호텔 

(컨퍼런스홀)  

안디잔 1:1 비즈니스 상담회 11.20(목) 오후 15 시 
함꼬르 비즈니스센터 

(Train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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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조지아(그루지야) 무역회의 개최 

ㅇ 10 월 27 일 조지아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조지아 무역회의에는 총 11 개 기업이 참석 
 

- 국영 수출·투자 진흥청 KAZNEX INVEST 는 동 회의 개최 계기로 화학, 제약, 건설 분야에서 450 만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함 
 

- 양국 기업인들은 자동차 배터리, 골판지 상자 및 전기 콘덴서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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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영국 정부간 경제·무역 협력 위원회 개최 

ㅇ Isekeshev 투자개발부 장관은 11.5 제 1 차 카자흐스탄-영국 정부간 무역 · 경제 · 과학-

기술 · 문화 협력 위원회에 참석하여 양국간 투자현황에 대해 언급 
 

- 2005-2014.3 월까지 영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액은 105 억불, 카자흐스탄의 대영국 투자액은 

35 억불이며, 500 개가 넘는 영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중이라고 강조 
 

- 금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액은 약 6 억 5 천만불이며, 카자흐스탄의 대영국 수출액은 3 억 4 천 

7 백만불로 작년대비(9 억 2 천 5 백만불) 62% 감소, 반면 수입액은 2 억 9 천 6 백만불로 5.7% 증가함 
 

 

ㅇ 영국측은 2015 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국가 산업화 5 개년 정책인 산업-혁신개발 정부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 
 

-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KAZNEX INVEST 와 UK Trade & Investment 간에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 
 

- 지질 · 하층토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 지질 클러스터 조성시 영국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자문을 

제공해 주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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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제부 장관, 이집트 산업통상부 장관과 회동 

ㅇ Dosaev 국가경제부 장관은 이집트 Mounir 산업통상부장관과 회동하고, 이집트측의 

관세동맹국-이집트간 자유무역지대 조성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힘 
 

- 자유무역지대 조성이 양국간 협력 증진을 촉진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 · 무역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 
 

- 양국은 2015 년 정부간 경제 · 통상, 인문 · 문화, 과학 · 기술 협력 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http://bnews.kz/ru/news/post/237122/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주에서 비즈니스협상 개최 

ㅇ 경제협력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지아주 정부간 다음 회의가 11 월 26 에서 28 일에 

Tbilisi 에서 개최될 예정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http://bnews.kz/ru/news/post/237122/�


  

69 

- 투크르메니스탄 대통령 Gurbanguly Berdimuhamedov 는 조지아와의 관계에서 양국간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정부 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카스피해를 통한 유럽으로의 진출은 세계에서 4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밝힘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5543.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국방부 장관 회담 진행 
 

ㅇ 11 월 11 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ТМД) 국방부 장관 위원회 회담에서 

에비볼라 쿠다이베르디예프 키르기스스탄 국방부 장관과 이만갈리 타스마캄베토프 

카자흐스탄 국방부 장관은 양자 회담을 진행 
 

- 양국 대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군사 분야 협력 수준을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조약기구 

(ЕҚШҰ), 상하이협력기구(ШЫҰ) 등 기존의 정부간 기구의 군사 협력 수준 보다 향상시킬 것을 약속 
 

-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학생 교류, 합동 군사 훈련 등 양국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 http://kazinform.kz/kaz/article/2715678 

 

 

□ 키르기스스탄, [한국-키르기스스탄 농업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ㅇ 12 년 5 월「한국-키르기스스탄 영농센터」건립 이후 우리나라의 시설재배 현황과 성과 및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시설재배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세미나 개최 
 

- 금년 4 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제 3 차 총회에서 키르기스스탄이 AFACI 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AFACI 와 키르기스스탄간 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 세미나에는 Taalaibek Aidaraliev 장관 등 키르기즈공화국 농업개량부 관계자, Zamira Akbagysheva 

여성총연맹 회장 및 한인 동포와 키르기스스탄 국민 등 100 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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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5543.html�
http://kazinform.kz/kaz/article/2715678�
http://kgz.mofa.go.kr/korean/eu/kgz/news/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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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원자력 기구 수장, 러시아와 핵에너지 협력 계약 사인 
 

ㅇ 이란 원자력 기구 수장인 알리 악바라 살레히는 11 월 11 일 오전에 러시아를 방문 
 

- 살레히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사의 세르게이 기리엔코 총재 면담 진행 
 

- 회담에서 양측은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을 기대 
 

- 이란 원자력 기구 해외업무파트 베흐로즈 캄말반디 부국장은 9 월 15 일에 이란이 올해 이란력이 

끝나는 3 월 21 일까지 새로운 2 개의 핵발전소 2 기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 http://en.trend.az/iran/nuclearp/2331580.html 

 

□ 이란, P5+1 과 이란 간 핵협상 최종 합의 7 개월 연기 
 

ㅇ 2014 년 11 월 24 일 1 차례 연기되었던, 이란의 핵협상 다시 진행되었으나, 다시 한 번 

협상 기한 연장 
 

- 그러나 협상 결렬이 아닌 최종 합의가 가까워 졌다고 양측이 발표함으로써 7 개월 후 타결 

가능성이 기대됨 
 

- 아직 양측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 
 

☞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32715.html 

 

 

 

 

 

 

 

 

 

 

 

 

 

http://en.trend.az/iran/nuclearp/2331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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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CIS 국가 및 중동지역 산유국들의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 
 

ㅇ 경제성장률 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란과 같이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국제유가의 하락은 이 

지역의 자원부유국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은 오래전부터 국가석유기금을 비축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활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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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은 유가 하락으로 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생산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의 하락 추세가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및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 지속 중 
 

ㅇ CIS 국가 및 중동 지역의 자원부국들은 자국내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카자흐스탄은 2016 년부터 2030 년까지 44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란은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증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도를 추진 
 

- 이들 국가들은 기존 화석에너지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ㅇ 자국 내 에너지 개발과 수출을 위해 인접 국가 및 해외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CIS 국가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최근 

경제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능력이 감소한 중동지역의 이란 등에서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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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란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2013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1년의 4.2백만b/d보다 1백만b/d 하락함. 기존 유전들의 

노후화, 기업들에 불리한 이란의 석유계약방식, EU·미국의 경제제재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중단시켰으며 이란의 생산량 하락을 가속화시켰음 

ㅇ 이란 정부는 경제제재와 기존 유전의 노후화로 줄어든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가스 매장지 개발을 국가의 주요 에너지전략으로 추진 

ㅇ 2013.8월 출범한 로하니 신정부는 이란 경제 및 에너지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전직 장관들을 기용하여 외국 자본 유치, 계약 방식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이란 에너지 부문 회복을 위해 노력 중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이란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많이 보유한 국가이지만 EU와 미국의 경제제재, 외국 

석유기업에 비우호적인 계약방식으로 원유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 IEA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이란의 에너지 공급량은 219,591ktoe 이며, 천연가스 128,282ktoe 와 

원유 103,802ktoe 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3.2백만b/d로 이중 원유 생산량이 2.7백만b/d, 콘덴세이트 

생산량이 0.4백만b/d, NGPL(Natural gas plant liquids) 생산량이 0.1백만b/d였음. 이는 

2011년 총 석유 생산량이었던 4.2백만b/d보다 1백만b/d(약 25%) 감소한 것임 
 

- 이란에서의 원유회수율은 20~25%로 이미 낮은 상태이고, 유전의 고갈율은 8% 정도임. 이로 인해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이전에도 기존 유전들에 대한 생산능력 감소문제를 겪고 있었음 
 

- 외국 석유기업에게 비우호적인 기존의 석유계약방식과 EU·미국의 경제제재는 외국기업들의 이란 

자원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켰으며, 이것이 원유 생산감소를 가속화시켰음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가 58.3%, 석유가 40.3%로 대부분을 

차지하면, 석탄, 수력, 바이오매스, 원자력 등이 일부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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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1990~2012 > 

 
자료 : IEA(2014) 

 

<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 > 

 
자료 : IEA(2014) 

 

 

 

 

 

 

 

 

 

 

 

 
 

☞ 이란은 화석연료 부국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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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인구가 8천만명에 육박하며,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 에너지 소비량이 지나치게 높음 
  

-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란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 말 보조금제도 개혁으로 에너지 

요금이 대폭 증가(휘발유, 가스 약 7배, 전기 약 2배)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과거 10년간 이란은 매년 꾸준히 6%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기록했으나 보조금 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로 전환 
 

- 에너지 당국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될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50% 감소해야 

한다고 언급 
 

- 2012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주거부문 27.7%, 교통 26.0%, 산업 25.5%의 에너지를 

소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 및 공공서비스과 농업 부문에서는 각각 6.1%, 농업 4.2% 소비함 
 

ㅇ 2012년 발전량은 254,276GWh이며, 가스와 석유를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천연가스 170,014GWh, 석유 69,338GWh, 수력 12,447GWh, 원자력 1,847GWh, 석탄, 풍력, 

바이오매스를 통해서도 일부 생산 
 

- 전력의 대부분은 국내에 공급되고 있으며, 산업 부문과 주거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2 > 

 
자료 : IEA(2014)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 

 

 
 

☞ 이란은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소비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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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에너지관련 주요 정부기관은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가 있음 
 

ㅇ (석유부, Ministry of Petroleum) 국가의 석유·가스·정제·석유화학 전 부문을 담당 
 

ㅇ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전력부문과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에너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들은 통해 이란 총 발전량의 98%가 생산되고 있으며, 민간 소유 

발전소가 나머지 2%를 생산 
 

ㅇ (에너지최고위원회, Supreme Energy Council)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조직을 총괄 

 

□ 세부 부문별로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을 두고 에너지 부문을 운영하고 있음 
 

ㅇ 원자력청(Iran Atomic Energy Organization)은 원자력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청(Iran Renewable Energy Organization, SUNA)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에너지효율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에너지효율청(Iran 

Energy Efficiency Organization, Saba)이 있음 
 

ㅇ 국영석유기업으로 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가 있으며, NIOC는 석유･가스  

개발부문을 담당함 
 

- NIOC는 자회사로 National Iranian Oil Refining and Distribution Company(NIORDC)과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등을 두고 있음 
 

ㅇ 가스의 하류부문을 담당하는 국영가스기업으로 National Iranian Gas Company(NIGC)가 

있으며, 자회사로 Iran Gas Engineering&Development Company(IGEDC), Iran Gas Storage 

Company(IGSC), Iran Gas Distribution Company(IGDC), National Iranian Gas Exports 

Company(NIGEC) 등이 있음 
 

ㅇ 전력부문 공기업으로 화력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Iran Power Development 

Company(IPDC),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Iran Water and Power Resources Development 

Company(IWPPC), 그리고 전력송배전을 담당하는 Iran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Management Company(TAVANIR)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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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ㅇ 이란 정부는 미국, EU 의 경제제재와 기존 유전의 노후화로 줄어든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란은 신규 유전을 개발하고, 기존 유전에서 원유를 증산함으로써 원유생산을 

증대시키려고 함 
 

- 2006년 약 400만b/d의 원유 생산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임 
 

-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기업들에 불리한 이란의 ‘바이백(Buyback)’ 

석유계약방식의 개정이 된 후 신규 분양이 이뤄져야 함 
 

- 현재 이란 정부는 핵협상 과정에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바이백 방식을 대체하는 신규 석유계약방식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이외에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여개의 신규 정제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ㅇ 또한, 이란 정부는 자국의 가스 매장지 개발을 국가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 중 
 

- South Pars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자국 소비를 위해 공급될 뿐 아니라 원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을 위해 자국의 노후화된 유전들에 재주입될 계획 
 

- 이란 정부는 파키스탄이나 이라크 등 주변국으로의 가스공급을 증대함으로써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로 성장하고자 함 
 

- 이외에도 자국 내 가스 공급망을 확대함으로써 전력수요 피크 시에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함 
 

- LNG 설비 건설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어 관련 기술을 갖춘 외국기업들이 진출 

투자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개혁 등을 통해 발전량을 증대하고 수요관리에 

나설 전망임. 정부는 연간 7~9%씩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수력발전용량을 확대하고자 함 

- 정부는 현재 민간투자 없이는 발전용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함. 이에 따라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을 1999년 승인함 

- 이외에 전력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발전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음. 

그러나 경제제재로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자국기업들로 구성됨 

 

 

 
 

☞  이란 정부는 미국, EU 의 경제제재와 기존 유전의 노후화로 줄어든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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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BP(2013)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말 기준 이란의 석유 확인매장량 규모는 

1,550 억 7,000 만 배럴, 가스 확인매장량 규모는 33.6Tcm(1187.3Tcf)에 이름 
 

- 이란의 석유 확인매장량 규모는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9%, OPEC 확인매장량의 12% 이상임. 석유 

확인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의 뒤를 이어 세계 4위 규모며 이라크(1410억 

배럴)보다도 큼 
 

- 전체 매장량 중 약 71%가 육상에 매장되어 있으며, 육상 매장량의 약 80%가 이라크와의 국경 인근에 

있는 남서부 Khuzestan 분지에 분포되어 있음 
 

- 주요 유전으로는 이란에서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Marun 유전(220억 배럴)과 이외에 Ahwaz(180억 

배럴)유전과 Aghajari 유전(170억 배럴)이 있음 
 

- 가스 확인매장량 규모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이며, 이란의 천연가스 매장량 약 80%가 비수반 

가스전에 매장되어 있음. 대규모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 미개발 상태로 있음 
 

- 주요 가스전으로 South Pars, North Pars, Kish, Kangan 등이 있으며, 2011년에 Kayyam, Farouz B, Madar, 

Sardare Jangal 가스전이 발견됨 

 

< 이란 유전분포 현황 > 

 
자료: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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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년부터 본격화된 社 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석유·가스 수출･입  및 탐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석유 수출액은 2011년 950억 달러에서 2012년 690억 달러로 감소 
 

- 2011~2012년에 걸쳐 강화된 서구의 경제제재는 이란 에너지부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서구의 주요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석유·가스 상류부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원유와 

정제제품의 수출입에도 큰 타격을 입음 
 

- EIA에 따르면,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2011년 420만b/d에서 2012년 350만b/d(원유 

300만b/d)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2년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100만b/d 감소한 

150만b/d에 머무름 
 

- 2011년 이란의 가스 생산량은 5.4Tcf로 지난 20여 년간 비약적으로 증대되어왔으나(1991년 0.9Tcf 생산),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석유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음. 특히 외국기업들의 투자 중단 및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해 탐사·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음 
 

- 이란은 사우디의 뒤를 이어 중동 2위 규모의 석유 소비국이며, 2011년 소비량은 170만b/d에 이르고, 

2012년 가스 소비량은 약 5.4Tcf로 가정용 가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약 6% 증가함 

 

< 원유 생산량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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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수출량 >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ㅇ 지난 2013년 6월, 국제사회에 우호적 성향의 온건·중도파 Hassan Rouhani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란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ㅇ 2013년 8월에는 Bijan Namdar Zanganeh가 석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석유 생산량 

400만b/d, 수출량 250만b/d로의 회복을 통해 지난 2010~2011년 수준으로 자국 

석유산업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발표 
 

- 지난 2013년 12월 OPEC 정례회의에 참석한 Zanganeh 석유부 장관은 경제제재 완화 이후,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원유 400만b/d 생산을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현 

유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OPEC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초대형 South Pars 해상 가스전 개발을 중심으로 가스 자원 개발 및 증산 박차 
 

- 이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통적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社 정부(2005~2013년)에서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가스자원의 개발이 지연 
 

- 이란은 최대 가스부존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자원 개발 지체로 인해 겨울철 가스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가스 공급 부족량이 연간 40Bcm에 이르기도 했음(MEES, 2014.1.24) 
 

-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South Pars 가스전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South Pars 가스전은 

카타르의 North Field 가스전과 양분되어 있으며, Zanganeh 장관은 12, 15, 16, 17, 18 Phase(구간)의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임 
 

- 위의 5개 구간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에서는 추가로 가스 6.6Bcf/d, 콘덴세이트 27만b/d가 생산될 것임. 

석유부 장관은 2015년 3월까지 5개 구간에 대한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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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2017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이란 정부는 오만, 이라크,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천연가스 수출관련 협정을체결하는 등 가스수익 

증대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이란은 가스전 개발 지연 이외에도 관련 인프라 건설(이란-파키스탄 

가스관), 가스공급가격 결정(오만), 수출루트 확보,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오만, 이라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전력 
 

ㅇ 이란은 수도인 테헤란이 위치한 북부의 인구 일집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전력 수요 증가, 

여름철 가뭄으로 수력발전량 급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란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스화력발전, 복합화력발전, 수력발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설비용량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원전 추가건설 계획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5개년 개발계획을 설정하고 전력부문에서의 민간투자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2000년부터 BOT/BOO 방식의 IPP 사업들이 

활발히 등장했음 
 

- 그러나 낮은 인센티브, 불편하고 느린 행정체제, 국제제재 강화로 인한 급격한 자본이탈 등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외에도 일부 발전자산을 민영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나, 투자자 확보 실패로 역시 이란 정부의 

계획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ㅇ 또한 이란 정부는 에너지보조금개혁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2014년 초에 자국의 전기요금을 약 25% 인상시켰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빠른 전력수요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ㅇ 한편, 이란의 전력망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들과 연결되어 있음. 
 

- 파키스탄으로 추가 전력망 연결이 계획되어 있는 등 이란 정부는 주변국과의 전력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 확대할 전망임 

 

 

 

 

 

 

 

 

☞ 이란은 석유∙천연가스의 생산 증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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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ㅇ 이란 정부는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00MW까지, 2018년까지 이를 

5,000MW까지 증대시키려고 함 
 

-  현재 석유·가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용량은 약 10GW로, 이중 대부분이 수력임 
 

- 이란 정부의 목표에 따라 현재 6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500MW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이 

승인됨. 2013년 10월 이란 정부는 각각 350MW 규모의 풍력단지 3개 건설을 승인함 

- 추가로 7GW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된 발전설비용량 중 약 80% 이상이 

건설 중에 있음. 주요 프로젝트는 Bakhtiari 수력발전 건설 사업임 

 

ㅇ 한편, 이란 정부는 2022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약 7,700MW을 계획하고 있음 
 

- Bushehr 지역에 이미 가동 중인 원전(1,000MW 규모)은 러시아 Atomstroyexport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라크 전쟁과 러시아 컨소시엄의 내부적 문제로 건설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2011년 

9월에 가동을 시작했음 
 

- 이란 원자력청(AEOI)은 Bushehr 지역의 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함 
 

- 이란 정부는 2014년 4월에 원자로 건설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국제 

핵협상으로 원전 건설이 지연됨. 한편, 이란에서는 향후 16개의 원자로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ㅇ 이란은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부문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유망함 
 

- 이란은 우리나라의 7.5배나 되는 광대한 영토에 석유∙천연가스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일조량도 풍부해 

연평균 일조일(社 社 社 )이 300일이 넘는 지역이 많이 있음 
 

- 이란도 일조량 노출에 관해서는 세계 주요국의 하나로 하루 평균 일조량이 ㎡당 4.5~5.5kWh에 이르며, 

유용한 태양복사시간이 연평균 2800시간을 초과함 
 

- 이란 전체의 태양복사에너지는 ㎡당 약 19.23MJ(Mega joules)에 이르며, 이란 중부지역은 더 높음.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 확대와 동시에 원자력 발전도 추진 



  

82 

4. 평가 및 전망 
 

□ 이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핵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 
 

ㅇ 2014 년 11 월 진행된 이란정부와 P5+1(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및 독일)의 

핵협상이 다시 7 개월 연기됨에 따라, 이란 정부가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석유∙가스 

개발 및 생산 증대 전략의 실현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음 
 

- 이란 핵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社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벤 버냉키는 2014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위험으로 이란의 핵협상을 지목했음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 
 

ㅇ 지난 2014 년 상반기 동안 이란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 

왔음. 이는 이란 정부가 경제제재가 철회된 이후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것으로 평가됨. 
 

- 이란 정부는 최근 쿠웨이트, 터키, 알제리 등 주변국들과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관계를 개선하려고 함 
 

- 2014년 5월 이란 정부 고위급 관료들은 터키와 알제리 등 주변국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부문 무역규모를 확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이외에도 이란 Zarif 외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등 걸프지역 국가들을 순방함 
 

- 2013년 6월 당선된 이란 Rouhani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대외관계 회복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임시 핵협상 타결 성공,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유가하락이 지속시 이란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속화 가능성 
 

ㅇ 한편,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은 경제제재의 영향과 함께 이란의 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0월 22일 런던 석유거래소(ICE)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 12월 인도분은 배럴당 84.71달러까지 

하락함. 지난 6월 배럴당 115달러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폭락함에 따라 원유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이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Citi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가수준은 사우디와 UAE의 경우 

각각 배럴당 89달러, 74달러인데 반해 이란의 경우는 약 130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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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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cci.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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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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이란 외교부(http://www.mfa.gov.ir) 

 이란 투자청(http://www.investiniran.ir))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iea.org 

국내 정보처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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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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2이지만 다레살람 시는 3,133 명/k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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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

ER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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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H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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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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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kW/m

/day 
2

500 MW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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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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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쌀 건조장 

  
태양광 통신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양수펌프 

그림 3 태양에너지 시설물 활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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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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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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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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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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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 2015년 신규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공고 예정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내년 중순경 중부와 북부 지역을 잇는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할 것이라 발표함 

 

ㅇ 정부는 가스관 확장으로 북부지역에 위치한 석유, 섬유 산업에 값싼 천연가스를 보급하여 

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임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inem-gasoducto-norte-pais-licitado-2015-noticia-1772480  

 

 

□ 우말라-푸틴 페루 원전 건설 논의 
 

ㅇ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첫 공식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루 원전건설에 관해 논의 
 

- 이미 브라질 원전 건설 입찰에 참가 중인 러시아 ROSATOM 이 페루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http://elcomercio.pe/politica/gobierno/humala-y-putin-hablaron-construir-central-nuclear-peru-noticia-1769815  

 

 

□ 페루 전체 에너지믹스의 60% 재생에너지로 구성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수력, 소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믹스의 60%를 

구성한다고 밝힘 
 

- 아울러 전력이 보급되지 않는 오지지역에 500,000 개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로 함 
 

ㅇ 나머지 40%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소임. 따라서 페루는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발전원을 구축한 국가로 평가 받는다고 전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374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inem-gasoducto-norte-pais-licitado-2015-noticia-1772480�
http://elcomercio.pe/politica/gobierno/humala-y-putin-hablaron-construir-central-nuclear-peru-noticia-1769815�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374�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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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2016년 세계 2위 구리 생산국가로 부상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2016년 세계 2위 구리 생산국, 2017년 세계 2위 은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라 밝힘 
 

- 올해 페루의 구리 생산량은 1 백 4 십만 톤이며, 2016 년에는 2 백 7 십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em-peru-segundo-productor-cobre-2016-noticia-1768986  

 

 

 

▐  아르헨티나  

 

□ Salto Grande 수력발전소 연간 발전량 기록 갱신 
 

ㅇ Salto Grande 수력발전소는 올해 10월까지 9,400 GWh를 발전하여, 역대 최고 발전량인 

6,438 GWh를 갱신함 
 

- Salto Grande 수력발전소는 1983 년 운영을 개시했으며, 총 14 개의 터빈으로 구성됨 
 

☞ http://www.unoentrerios.com.ar/laprovincia/Salto-Grande-supera-todos-los-records-historicos-de-produccion-de-energia-20141123-0007.html  

 

 

 

▐  니카라과  

 

□ 니카라과,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증가 계획 
 

ㅇ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36MW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2012-2016년 간 사탕수수 생산량 및 발전량 증대를 위해 4억불 투자가 계획됨 
 

☞ http://energialimpiaparatodos.com/2014/11/24/nicaragua-proyecta-mas-generacion-de-energia-con-bagazo-de-cana/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em-peru-segundo-productor-cobre-2016-noticia-1768986�
http://www.unoentrerios.com.ar/laprovincia/Salto-Grande-supera-todos-los-records-historicos-de-produccion-de-energia-20141123-0007.html�
http://energialimpiaparatodos.com/2014/11/24/nicaragua-proyecta-mas-generacion-de-energia-con-bagazo-de-cana/�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47&cid=769&categoryId=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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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코스타리카  
 

□ Acciona 사 코스타리카에 첫 태양광 발전소 준공 
 

ㅇ 스페인 ACCIONA 社 는 Guanacaste 주에서 49.5MW 규모 풍력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함 
 

- 동 발전소의 소유권은 스페인 Acciona Energia (65%) 현지 기업 Ecoenergia (35%)로 구성됨 
 

ㅇ 지난 6 월부터 운영이 개시된 Chiripa 발전소의 공식 준공식에는 코스타리카 부통령이 

직접 참석함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acciona-inaugura-su-primer-parque-eolico-en-20141117  

 

 

 

▐  페루  

 

□ 람바예케 주 수력발전소 2개 건설 계획 
 

ㅇ 에너지광업부는 람바예케 주에 Olmos 관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수력발전소 2 개를 

건설한다고 밝힘 
 

ㅇ 발전소의 발전 규모는 각 50MW 수준이며,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전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395  

   

 

 

□ 페루, 2015년 신재생에너지 입찰 계획 
 

ㅇ 페루 정부가 COP 20 총회에서 2015 년 신재생에너지 입찰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뉴욕에 본사를 둔 CountourGlobal 社 는 2017 년까지 2 억 5 천만불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전함 
 

- CounterGlobal 은 이미 풍력 발전단지 두 군데 건설에 총 사업비 2 억 5 천만 불을 투자함 
 

☞ http://gestion.pe/economia/subasta-energia-renovable-2015-ampliara-numero-empresas-mercado-peruano-2114212  

 

 

 

http://www.energias-renovables.com/articulo/acciona-inaugura-su-primer-parque-eolico-en-20141117�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395�
http://gestion.pe/economia/subasta-energia-renovable-2015-ampliara-numero-empresas-mercado-peruano-211421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49013&categoryId=208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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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 멘도사 주에 2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ㅇ 스페인계 자본 Himin이 90% 투자하는 본 사업은 201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짐 
 

- 총 사업비는 5 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ㅇ 아르헨티나 전력거래소(CAMMESA)가 전력 생산량을 15년간 구매하기로 결정함 
 

☞ http://www.losandes.com.ar/article/la-nacion-comprara-energia-solar-generada-por-un-parque-de-lujan  

 
 

□ Santa Fe 주 첫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ㅇ 주정부 소유의 토지에 건설될 본 발전소는 연간 1,256.554 MWh 를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비는 4 백만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 
 

☞ http://www.evwind.com/2014/11/30/argentina-desarrolla-la-energia-so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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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콰도르  
 

□ Villonaco 풍력발전소 확장 
 

ㅇ 해발 2,720미터에 위치한 Villonaco 풍력발전소는 2012년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번  확장 

계획으로 11개의 1.5MW 규모 풍력터빈이 추가 설치됨 
 

-  Villonaco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은 Loja 주 전기 수요에 25%를 충당함 
 

☞ http://www.evwind.com/2014/11/30/eolica-en-mexico-tres-proyectos-eolicos-en-tamaulipas/  

 

http://www.losandes.com.ar/article/la-nacion-comprara-energia-solar-generada-por-un-parque-de-lujan�
http://www.evwind.com/2014/11/30/argentina-desarrolla-la-energia-solar/�
http://www.evwind.com/2014/10/30/brasil-licita-500-megavatios-de-energia-solar/�
http://www.evwind.com/2014/11/30/eolica-en-mexico-tres-proyectos-eolicos-en-tamaulipas/�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0519&cid=200000000&categoryId=20000433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02929&categoryId=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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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제2회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국제 회의 개최 
 

ㅇ 지난 11월 20일 아레키파 주에서 제 2회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국제 회의가 개최됨 
 

- 본 회의에는 전 세계 6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페루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398  

 

 

□ 페루 에너지광업부 2014~2025 국가에너지정책 발표 
 

ㅇ 지난 11월 18일 에너지광업부 장관 Eleodoro Mayorga는 2014~2025 국가에너지정책을 발표함 
 

- 주요 목표는 가정 및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수력발전량 2배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설정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394  

 

 

□ 페루-중국 에너지, 광업 분야 협력 
 

ㅇ 우말라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중국 기업들과 에너지, 광업 분야에서 다양한 MOU 체결 
 

- 페루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페루 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중국 기업들은 역

량강화, 카미세아 가스관 확장 프로젝트 참여, 정보교류 및 석유분야 연구 등에서 협력키로 합의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idTitular=6375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398�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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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페루, COP 총회 앞두고 다양한 협력 체결 및 정책 발표 

 

ㅇ 올해 12 월 1 일 개최되는 COP20 총회를 앞두고 개최국인 페루는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가 에너지, 광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협력을 체결함 
 

 

ㅇ 또한, 202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협의될 전망임 
 

- 이번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로 2020년 이전 기후변화 대응행동 강화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

력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기 펀드조성을 위한 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 
 

ㅇ 특히 이번 총회에서 페루는 2015 년 신재생에너지 입찰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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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에콰도르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에콰도르의 주요 1 차에너지 공급원은 원유로 전체 생산량의 90% 차지 

ㅇ 신재생에너지원 세부 발전 계획 구체화 필요 

ㅇ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으로 전체 전력 공급원의 53% 차지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13 년 기준 에콰도르의 1 차 에너지 공급량은 211MBOE 이며, 화석연료가 90%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수출용 원유 63%, 내수용 원유정제 27% 
 

 

<2012 년 에콰도르 1 차에너지 공급원> 

 

출처: 에콰도르 전략조정부 

63.0% 

27.0% 

4.0% 
4.0% 1.0% 1.0% 

수출용 원유 

내수용 원유정제 

천연가스 

수력 

장작 

사탕수수 

(단위:KBO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유 192,334 190,368 183,021 182,842 188,174 189,926 

천연가스 8,875 8,519 8,343 8,394 8,403 9,214 

수력 5,600 6,999 5,716 5,351 6,898 7,582 

장작 2,540 2,374 2,136 1,992 1,618 1,909 

사탕수수 2,358 2,128 2,158 2,151 2,400 2,467 

합계 211,707 210,388 201,466 200,729 207,493 21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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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에콰도르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으로 53%를 차지하며, 화력발전이 45%를 뒤를 이음 

- 2012 년 기준 에콰도르 총 발전량은 23,086 GWh 임 

 

 

<2012 년 에콰도르 발전원 구성> 

 
출처: 에콰도르 전력위원회 

 

 

ㅇ 2012 년 기준 설비용량은 5,063MW 로 수력 44%, 내연력발전 26%, 가스터빈 19%, 

기력발전 11% 순임 

 

<2012 년 에콰도르 발전원 별 설비용량 비중> 

 

 

53.0% 

45.0% 

1.0% 1.0% 0.0% 0.0% 

수력 

화력 

바이오매스 

수입 

풍력 

태양광 

44.0% 

26.0% 

19.0% 

11.0% 

0.0% 0.0% 

수력 

내연력 

가스터빈 

기력 

풍력 

태양광 

☞ 에콰도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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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2 년 기준 에콰도르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은 93 MBOE 로 교통 분야가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 분야와 가정 분야가 각각 17%와 13%로 뒤를 이음 

 

< 2012 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 > 

 

 

 

단위: kBO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 36,804 39,294 40,797 42,114 45,121 46,045 

산업 11,607 12,609 14,216 14,756 15,572 16,594 

가정 11,909 11,976 11,659 11,760 11,661 12,291 

상업/공공 3,007 3,134 2,867 2,961 3,354 3,539 

농/수/광업 454 547 625 691 766 857 

건설업, 기타 699 839 674 874 1,023 1,101 

비전력 1,289 1,770 2,703 2,493 2,631 2,825 

합계 65,770 70,170 73,541 75,649 80,128 83,252 

출처: 에콰도르 전략조정부 

 

 

 

 

 

 

49% 

17% 

13% 

12% 

4% 

3% 1% 1% 

교통 

산업 

가정 

자체소비 

상업/공공 

비전력 

건설업 

농/수/광업 

☞ 에콰도르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교통(49%), 산업(17%), 가정(13%)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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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 

 

ㅇ 2012 년 기준 에콰도르의 전력수요는 19,377GWh 로 전년도 대비 6.6% 상승함 

 

ㅇ 부분별로 살펴보면 산업이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정이 29%로 뒤를 이음 

 

<에콰도르 국가전력시스템 수요(GWh)> 

 
 

단위: GWh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 10 10 10 10 10 10 

산업 6,417 6,293 6,368 7,163 7,724 8,220 

가정 4,095 4,385 4,672 5,114 5,351 5,624 

상업/공공 4,606 4,840 4,388 4,536 5,090 5,523 

합계 15,128 15,528 15,438 16,823 18,175 19,377 

출처: 에콰도르 전략조정부 

 
 

15,128  15,528  15,438  
16,823  

18,175  
19,377  

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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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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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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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통 

산업 

가정 

상업/공공 

☞ 에콰도르의 부문별 전력 소비는 산업(42.4%), 가정(29%)이 주 소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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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에콰도르의 에너지 분야는 전기, 신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에서 관장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2007 년 설립된 전기, 신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 

에콰도르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를 관장 부서로 법률, 제도,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을 담당함 

 

 

ㅇ 전기, 신재생에너지부는 발전, 송전 차관실 (Subsecretaria de Generacion y Transmision de 

Energia), 배전, 판매 차관실 (Subsecretaria de Distribucion y Comercializacion de 

Energia),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차관실 (Subsecretaria de Energia Renovable y 

Eficiencia Energetica) 그리고 원자력 응용 관리 차관실 (Subsecretaria de Control y 

aplicaciones Nucleares)로 세분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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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기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lectricidad, CONELEC)는 에너지 관련 법률, 

기술 규정, 전략 수립을 담당 

 

□ 국가에너지조정센터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ia, CNCE)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전력 시장 허가 및 규제를 담당, 감독 및 규제 기관임  

 

 

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에콰도르는 원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와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또한 

콜롬비아, 페루 등 주변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ㅇ 특히, 원유 정유 인프라 부족 및 해외 수출로 인하여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는 수력 발전과 정유공장 인프라 건설과 연관됨 
 

ㅇ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전기위원회(CONELEC)을 통해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2013-2022 전력 마스터 플랜(Plan Maestro de Electrificacion 2013-2022)를 발표하여, 

에너지 믹스 다양화, 에너지효율 확대 등을 모색함 

 

ㅇ 주요 실행 계획은 아래와 같음 

- 고효율 가전기기 보급 프로젝트 (냉장고, 태양열 온수기, 전기 인덕션 등) 

- 고효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계획, 활동 수립 

- 에너지 표준화 및 라벨링 제도 수립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1994 년,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전기연구소(Instituto Ecuatoriano de Electrificacion, 

INELEC)을 통해 효율적 전력 사용 및 수요관리에 대한 방향을 정의하였으나, 1998 년 동 

연구소가 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음 
 

ㅇ 2000 년, 전기, 신재생에너지부의 전신인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는 

국가전기위원회(CONELEC)가 공동으로 소형형광램프(CFL) 사용을 촉진하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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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 년 전기, 신재생에너지부 신설과 더불어 에너지효율 부문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차관실이 개설됨 

 

ㅇ 2012 년, 국가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소가 신설되어 에너지효율 분야 제도 

정책 및 프로젝트 수립과 관련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2006 년 기준 에콰도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억 1 천만 CO2

 

/톤으로 농업 및 토지사용 

부문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출처: 에콰도르 환경부, 2011 
 

 
  

51.0% 
39.0% 

7.0% 

2.0% 1.0% 

농업/토지사용 

토지이용변경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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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에콰도르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13-2022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함. 총 투자액은 10 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에콰도르는 2013-2022 년 전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22 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90%를 수력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신규 프로젝트는 대다수 수력발전을 구성되어 있으나, 가뭄에 대비한 화력발전소 건설도 포함됨 

 

<2013-2022 에콰도르 발전설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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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발전방식 설비용량 

Violonaco 풍력 16.5 

Baba 수력 42 

Isimanchi 수력 2.25 

San Jose del Tambo 수력 8 

Guangopolo II 화력 50 

Mazar-Dudas 수력 21 

Esmeraldas II 화력 96 

Saymirin V 수력 7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200 

Chorrillos 수력 3.96 

Topo 수력 29.2 

Victoria 수력 10 

San Jose de Minas 수력 5.95 

Manduriaucu 수력 60 

Machala Gas 3ra Unidad 화력 70 

Generacion Termica 화력 150 

Paute Sopladora 수력 487 

Toachi-Pilaton 수력 253 

San Bartolo 수력 48.1 

Machala Gas Ciclo Combinado 화력 100 

Deisi Tanisagua 수력 116 

Quijos 수력 50 

Minas-San Francisco 수력 276 

Coca Codo Sintclair 수력 1,500 

Soldados Minas Yanuncay 수력 27.8 

La Merced de Jondachi 수력 18.7 

Santa Cruz 수력 129 

Tigre 수력 80 

Due 수력 49.7 

Termica Gas Ciclo Simple 화력 250 

Termica Gas Ciclo Combinado 화력 125 

Sabanila 수력 30 

Chontal Chirapi 수력 351 

Paute Carderillo 수력 564 

출처: 에콰도르 전기, 신재생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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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2012 년 기준 에콰도르의 전력 공급량은 23,085.92GWh 로 2022 년 42,701GWh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13-2022 에콰도르 전력 공급량 추이> 

 
 

ㅇ 에콰도르의 전력시장은 에콰도르 전력공사(Corporacion Electrica del Ecuador, CELEC)의 

주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발전 사업자의 참여율은 낮음 
 

- - 에콰도르 전력공사는 13 개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국가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활발히 발전 설비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석유 

 

ㅇ 2011 년 기준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65 억 배럴로 베네주엘라,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매장량을 보유함 

<에콰도르 원유 매장 확인량> 
(단위: 배럴) 

 

2002 2003 2008 2010 2011 

2,358,000,000 2,358,000,000 4,500,000,000 6,542,000,000 6,510,000,000 

출처: indexm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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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에콰도르는 남미 5 위 석유 생산국으로, 2012 년 기준 505,000 bbl/day 를 

생산하고 있음. 생산량의 대부분(약 70%)을 수출하고 있으며, 같은 해 기준 354,000 

bll/day 를 수출함 
 

 

□ 석탄 
 

 

ㅇ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기준 에콰도르의 석탄 매장량은 2 천 

2 백만 톤으로 조사됐으나 생산량은 전무함 

 

□ 원자력 
 

ㅇ 에콰도르는 원전이 전무하나, 2009 년 러시아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지원 협정을 체결함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원 개발을 

위하여 갈라파고스 지역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ㅇ 전기, 신재생에너지부는 2020 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화력발전의 비율을 10%로 

줄이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비중을 2%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ㅇ 단기적으로는 2015 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 갈라파고스 섬: 제로 화석연료 프로그램 실행 

- 풍력: 40~50MW 

- 태양광: 2~3MW 

- 태양열: 가정용 시스템 50,000 개 보급 

- 바이오가스: 3~4MW 

- 지열: 최소 2 개 프로젝트 개발 
 

ㅇ 에콰도르의 수도 키도의 연평균 일사량은 4.25Kwh/m2

 

 수준으로 매우 태양광 

발전의 매우 적합 

0 

2,000,000,000 

4,000,000,000 

6,000,000,000 

8,000,000,000 

`02 `03 `0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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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2013 년 기준 에콰도르의 전기 보급률은 97%이나 농촌 지역의 보급률은 50% 수준임. 

이에 따라, 아마존 지역 주민 및 갈라파고스 제도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임 

- “갈라파고스 제도 제로 화석 연료”: 2020 년까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에너지 공급량을 100%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 

 

ㅇ 아울러 에너지 다양화 및 친환경화를 위하여 에콰도르 정부는 전기, 신재생에너지부 내 

신재생에너지 차관실을 신설함 
 

- 전기, 신재생에너지부는 석유 기반의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Feed In Tariff, 세금혜택, 입찰, 의무 제도 등을 

시행 중임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전세계적으로 에콰도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가기후변화전략(Estrategia Nacional de Cambio 

Climatico, ENCC)를 발표함 

 

 ㅇ 에콰도르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완화 정책에 연간 예산 250 만 달러 및 

국제협력기구의 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힘 

 

 ㅇ 농업, 토지이용변경, 에너지, 산업공정 및 폐기물 등 적응 정책을 다섯 분야로 세분화하여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둠 

  

 ㅇ 특히,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여 수력, 풍력 발전 촉진, 

연료 사용 효율화, 에너지절감 빌딩, 전차 도입 등의 다양한 적응 활동을 계획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초기 단계로 발전량 또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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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콰도르, 수력 발전 프로젝트 증가 

 

ㅇ 에콰도르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한편,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수립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수력발전 의존도는 

가중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대부분의 수력 발전사업을 국영기업이 관리 중이나, 향후 민간발전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에콰도르 정부는 신규 발전원 확보를 위해 91 억 7 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80.97%에  

해당하는 금액은 25 개 수력발전 건설에 투입될 예정임 

 

 

 

 

 
 

5. 기타 사항  

 

□ 에콰도르, 한국-에콰도르 간 FTA 체결 촉구  

 

ㅇ 에콰도르 정부는 우리나라가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주변국과 FTA 를 체결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해지자 지난 해부터 논의된 한-에콰도르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함 

 

- FTA 체결 시 제약, 에너지, 항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입 장벽이 낮춰지고 한국의 남미 시장 

진출에 에콰도르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ㅇ FTA 체결 촉구를 요청하는 동시에 에콰도르 Yachay 지식도시 건설을 위해 대전시와 

MOU 를 추진할 것으로 밝힘 

 

☞ http://sur1810.com/nota/3970/ecuador_solicito_iniciar_negociaciones_para_tlc_con_corea_del_sur/  

 

http://sur1810.com/nota/3970/ecuador_solicito_iniciar_negociaciones_para_tlc_con_corea_del_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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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CENERGIA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콜롬비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산에너지부 (Ministerio de Minas y Energia) 

 UPME 

 CREG 

 XM (전력거래소) 

 IPSE 

현지 정보처 El Tiempo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보고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칠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부 (Ministerio de Energia) 

 칠레 에너지효율청 (Agencia Chilena de Eficiencia Energetica) 

현지 정보처 La Tercera 

 El Mercurio 

국내 정보처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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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전기, 신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 

 국가전기위원회(Consejo Nacional de Electricidad, CONELEC) 

현지 정보처 www.elcomercio.com 

국내 정보처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KOTRA 키토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에콰도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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