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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한국-캄보디아, 메콩강 곡물터미널 공동 개발 
 

ㅇ 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곡물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콩강 일대의 수로를 활용한 

곡물터미널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 박근혜 대통령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곡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양국 협력방안 논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1409091 

 

 

▐  라오스  

 

□ 라오스, 건설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내년부터 가동 
 

ㅇ 라오스에 건설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년부터 가동, 태국에 전기를 수출할 계획 
 

- 라오스는 이미 태국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라오스 최초로 화력 기반 전력 생산 사례가 될 전망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511440795862 

 

□ 한국-라오스 전기안전 기술협력 확대 
 

ㅇ 한국과 라오스 간 전기안전 기술부문에 관한 협력관계 더욱 확대될 전망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라오스 에너지광업부는 면담을 통해 지난 2013 년 체결한 기술협력약정의 

세부이행계획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85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140909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511440795862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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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휴켐스, 말레이사아 현지 공장용 천연가스 1200 만 톤 확보 
 

ㅇ 정밀화학 소재 전문기업 휴켐스는 말레이시아 공장에 매년 60 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 

받기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 
 

- 휴켐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 9000 억 원 규모의 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 60 만 톤, 질산 40 만 톤, 초안(질산암모늄) 20 만 톤 규모의 공장을 준공할 예정 
 

☞ http://www.etnews.com/20141201001545 

 

 

▐  미얀마  

 

□ 한국-미얀마, 석탄산업 협력 박차 
 

ㅇ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미얀마 광업부와 공동으로 미얀마 네피도에서 양국의 석탄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 석탄산업 주요 정책과 법제, 개발현황 및 광해관리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술교류, 인적 역량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 
 

☞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5 

 

□ 한국-미얀마, 에너지, 농업분야 등 협력 약속 
 

ㅇ 한국-미얀마 양국이 지난해 성공한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에 협력 
 

-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방안 논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1_0013351571&cID=10502&pID=10500 

 

 

 

http://www.etnews.com/20141201001545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1_0013351571&cID=10502&pID=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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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에너지나눔과 평화 社, 베트남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ㅇ 에너지나눔과 평화社와 송파구는 송파 나눔 발전소 2 호의 일부 운영순익과 자체자금으로 

베트남의 전력 미공급 지역에 풍력, 태양광 병합형 발전기 2 기(4.28kW) 지원 
 

- 동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베트남 어린이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15 

 

 

▐  인도네시아  

 

□ 한전산업개발, 인도네시아 해외사업 추진 박차 
 

ㅇ 한전산업개발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섬 석탄 물류 사업인 콜 터미널(Coal Terminal) 

사업 관련 추진 위해 현지 법인 설립 
 

- 한전산업개발은 남부 칼리만탄 지역과 더불어 수마트라 남부지역 내 콜 터미널 역시 추진 중이며 

2015 년 1/4 분기 중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9246 

 

 

▐  필리핀  

 

□ 필리핀 에너지부, 화력발전소 환경세 부과 반대 
 

ㅇ 에너지부는 전력요금 상승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환경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반대 
 

- 에너지부는 “2015 년 초부터 전력부족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력의 75%를 공급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http://www.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0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15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9246
http://www.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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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GE, 전력망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와 계약 체결 
 

ㅇ 미국 대기업 GE(제너럴 일렉트릭)은 전력망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국영 발전기업인 

Electricite du Cambodge(EdC)와 계약을 체결 
 

- GE 는 EdC 에 전력망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망의 향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캄보디아 전력망에 대한 연구를 실시 
 

☞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59412 

 

 

▐  말레이시아  

 

□ 삼성물산, 말레이시아서 4 천 900 억 원 LNG 터미널 공사 수주 
 

ㅇ 삼성물산은 최근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나스 가스가 발주한 액화천연 

가스(LNG) 터미널 건설공사를 수주 
 

-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품르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조호르주의 펜거랑 

지역에 20 만 m2 의 LNG 탱크 2 기와 연간 500 만 t 규모의 LNG 기화 송출 설비를 짓는 공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1/24/0301000000AKR20141124058200003.HTML 

 
 

▐  미얀마  

 

□ 포스코, 미얀마 첫 컬러강판 공장 준공 
 

ㅇ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양곤주에서 연간 5 만 t 규모의 미얀마 최초 컬러강판 공장인 

Myanmar POSCO C&C 준공식 개최 
 

- Myanmar POSCO C&C 는 MEHL(Myanmar Economic Holdings Ltd.)과 합작으로 미얀마 양곤주 

핀마빈 산업단지 내 2 만 m2 의 부지에 2013 년 10 월 1 일 착공식을 가진 이후 13 개월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본사 CCL 대비 45%의 경제적 건설 투자비로 연간 5 만 t 의 컬러강판을 생산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065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x?id=25941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1/24/0301000000AKR20141124058200003.HTML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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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미얀마 농업개발사업 공동 추진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얀마 농업 관개부와 빤라잉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 미얀마 정부는 농업용수 확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빤라잉강 유역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3 

 

 

▐  베트남  

 

□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서 환경, 도로 복합사업 시동 
 

ㅇ 한국환경공단이 베트남에 도로 및 하수처리장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기로 해 향후 

베트남과의 양국 협력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 
 

- 환경공단은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중심도시 껀터에서 시 당국 등과 환경, 도로 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4426 

 

□ 태광실업,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립사업 탄력 
 

ㅇ 베트남 남딘 화력발전소의 큰 걸림돌이었던 부지확보와 안정적인 석탄공급 문제가 해결 

됨으로써 2008 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탄력을 받아 2015 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전망 
 

- 베트남 응우엔 떤 중 총리와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은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태광의 

베트남 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14.99002153952 

 

 

▐  인도네시아  

 

□ 한국광해관리공단, 30 억 규모 인도네시아 광해사업 수주 
 

ㅇ 한국광해관리공단은 KOICA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30 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광해 

실태조사 및 시범복구 사업 수주 
 

- 공단은 2016 년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광물석탄청과 함께 광해실태 조사를 실시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1909303156694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3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442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14.9900215395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190930315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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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서 3 억 2500 만 달러 석탄화력발전소 수주  
 

ㅇ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3 억 2500 만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EPC 프로젝트 

계약을 단독 체결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보루네오섬 남부 칼리만탄 셀레탄주 탄중지역에 100MW 급 

석탄화력 발전소 2 기를 건설할 계획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12010007368 

 

 

▐  필리핀  

 

□ 필리핀 스틸아시아, 민다나오에 신규 철강공장 건설 완료 
 

ㅇ 필리핀 최대 철강업체인 스틸아시아는 민다나오섬 남동부에 있는 다바오 시티에 30 억 

페소 규모 철강공장 건설을 완료 
 

- 공장건설의 목표는 민다나오의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설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 
 

☞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corporate&title=steel-asia-opens-p3-billion-steel-mill-in-davao&id=9926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212010007368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corporate&title=steel-asia-opens-p3-billion-steel-mill-in-davao&id=9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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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말레이시아   

 

□ 국제 전력에너지 및 네트워크 컨퍼런스 
 

ㅇ 국제 컴퓨터공학 & 정보기술 협회 주최로 개최될 국제 전력에너지 및 네트워크 컨퍼런스 

에서는 전원 시스템, 에너지 원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 
 

- 일자 : 2015.01.17~2015.01.18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http://10times.com/iceen-kl 

 

 

▐  미얀마   

 

□ 미얀마 제조장비, 부품 및 공학기술 전시회 
 

ㅇ 제조장비, 부품 및 공학기술 전시회에서는 건축 자재, 의류, 전기 제품, 자동차 제품 등이 

전시될 예정 
 

- 일자 : 2015.01.08~2015.01.10 

- 장소 : 미얀마, 만달레이 GAW Yar Fairground 
 

☞ http://10times.com/mmt-mandalay 

 

 

▐  베트남  

 

□ 베트남 조명 엑스포 
 

ㅇ 4 일간 개최되는 동 엑스포에서는 국제 조명 시장의 최신 트렌드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 
 

- 일자 : 2015.01.16~2015.01.19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전시 박람회 센터 
 

☞ http://www.lightviet.com/LightExpo.asp 

 

http://10times.com/iceen-kl
http://10times.com/mmt-mandalay
http://www.lightviet.com/LightExp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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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국제 녹색기술 회의 
 

ㅇ 말레이시아 국제 대학원생 네트워크 주최로 2 일간 개최될 국제 녹색기술 회의에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 및 개발 활동을 제시할 예정 
 

- 일자 : 2015.01.09~2015.01.10 

- 장소 : 인도네시아 반둥 Novotel Hotel 
 

☞ http://10times.com/international-conference-on-green-technology 

 

 

▐  필리핀  

 

□  Worldbex 
 

ㅇ Worldbex 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시회로 500 개 이상의 기업의 건축자재와 

인터리어가 전시될 예정이며 150,000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 
 

- 일자 : 2015.03.11~2015.03.15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 http://www.worldbex.com/Event/Worldbex 

 

 

 

  

http://10times.com/international-conference-on-green-technology
http://www.worldbex.com/Event/World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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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인도네시아, 바이오에너지 전력구매 인센티브 강화 
 

ㅇ 인도네시아 MEMR(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가 구매하도록 하는 장관령을 2014 년 10 월 말 개정발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번 개정에서 민간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을 국영 전력회사가 구매할 때 

적용될 발전차액 가격을 명확하게 명시토록 하였으며, 국영 전력회사와의 협상 우선권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 동 개정안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불확실성 요소를 

감소시켜 향후 동 분야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한-아세안 FTA,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ㅇ 12 월 11 일부터 12 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FTA(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상호 교역량을 2020 년까지 2,000 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폐막 
 

- 청와대는 동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대(對) 동남아시아 1 단계 정상외교 완료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 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 회원국들을 향해 대(對 ) 

아세안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거대 단일시장 탄생에 맞춰 미래 지향적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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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베트남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베트남의 에너지 생산능력은 2001~2005 년간 7.9% 증가하며 높은 성장을 전망하게 

하였으나 2006~2010 년간 2%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 
 

- 2010 년 기준 일차 에너지 공급량은 68.7 MTOE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공급의 분야별 비율은 

석탄이 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비 상업 에너지 1 ,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유, 전기 등의 순으로 구성 

 

< 2010 년 베트남 연료 별 일차에너지 공급비중 > 

 
 

ㅇ 2001~2010 년간 전기 생산량이 연평균 14.3% 증가하였으며 생산구조 또한 수력발전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가스와 석탄화력 기반의 발전 비중이 증가 
 

 

                                           
1 쇠똥, 사탕수수 등 소규모의 사용량으로 인해 집계되지 않는 에너지 

ㅇ 베트남 에너지 생산 능력 둔화 

ㅇ 2015 년 베트남 에너지 수요 공급 초과 전망 

ㅇ 베트남 에너지 부문, 산업무역부 산하 에너지부에서 관리 

☞ 베트남,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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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0 년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00 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8% 증가하여 

59.7 MTOE 를 기록 
 

- 소비량 중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3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비 상업 

에너지, 석탄, 전기, 천연가스 순으로 구성 
 

< 2010 년 베트남 부문 별 일차 에너지 수요 > 

 
 

ㅇ 에너지 공급 대비 에너지수요는 2015 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5 년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70%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에너지공급 대비 수요 전망 > 

 

 

☞ 베트남 에너지수요 2015 년 기점으로 공급 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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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베트남의 에너지 부문은 MOIT(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업무역부) 산하의 

에너지부(General Department of Energy)가 전반적으로 담당 
 

< 베트남 에너지부 산하 부처 구조 > 
 

 
 

-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에너지 부문 국제 협력사업 관리 
 

- 계획관리부(Planning Department): 에너지부문 정책 및 규제 제정관리 
 

- 수력발전부(Hydropower Department): 베트남 내 수력발전사업 및 수력발전소 관리  
 

-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관리부(Nuclear and Thermal Power Plants Department): 베트남 내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석유가스 화력 발전사업 및 발전소 관리 
 

- 전력망 및 지방 전력 관리부(Grid and Rural Electric Department): 베트남 주요도시 전력 공급 및 

전력망 미 연결 지방 전력 공급 관리 
 

- 과학기술 및 에너지절약부(Science Technology and Energy Conservation Department):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연구 
 

- 신재생에너지부(New and Renewable Energy Department):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사업 관리  
 

- 석탄산업부(Coal Industry Department): 석탄 광물 채굴, 운송, 관련 정책 관리  
 

- 석유가스 탐사개발부(Oil & Ga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Department): 베트남 내 석유 및 

가스자원 채굴 및 개발 사업 및 정책 관리 
 

- 석유가스 운송 및 처리부(Oil & Gas Shipping and Processing Department): 석유 및 가스자원 

운송 및 가공 처리 관련 사업 및 정책 관리 

☞ 베트남 에너지부문 산업무역부 산하 에너지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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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력시장 구조 

 

< 미얀마 전력시장 구조 > 
 

 
 

ㅇ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EVN(베트남 전력공사, Electricity of Vietnam)가 거의 독점하는 체제 
 

- 특히 전력 발전사업에 있어서 EVN 은 합작사를 포함하여 베트남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전송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 
 

- EVN 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베트남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어 전기 구매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담당 
 

 

 

 

 

 

 

 

 

☞ 베트남 전력시장, 베트남 전력공사 독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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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베트남은 1994 년 UNFCCC(기후변화와 유엔 기본협약)을 승인하였으며 2002 년에는 

KP(교토의정서)에 승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 
 

ㅇ 베트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피해와 영향이 가장 큰 5 개국 중 하나로 

2008 년 12 월 환경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전으로 추진 
 

ㅇ 베트남의 CDM 국가 인증기구이자 베트남의 UNFCCC 및 KP 산하 모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관리 및 협력을 위한 국가 중점기관은 자원환경부 산하 수문기상기후변화국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임무 보유 
 

- 국가 기후변화 총괄 및 CDM 사업 평가 

- UNFCCC 와 KP 가 개발 가능한 CDM 사업을 베트남 국가주시위원회(National Focal Point 

Agency)에 제출 

- 각 승인문서 발행을 위해 CDM 사업아이디어노트(PIN) 또는 사업개발문서(PDD)를 베트남 환경부에 

접수평가제출 

- 관련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CDM 정보 제공 및 협력 
 

< 베트남 환경 관련 법률 > 

법률번호 법률명 의정번호 규제내용 

29/2004/QH11 산림보호개발법 

23/2006/ND-CP 세부시행 방안 

117/2010/ND-CP 특수 산림지의 관리 

9/2010/ND-CP 산림환경 이용에 대한 비용 징수 

9/2009/ND-CP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방안 

57/2010/QH12 환경보호법 

21/2008/ND-CP 세부시행 방안 

29/2010/ND-CP 환경영향평가 시행 

117/2009/ND-CP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35/2009/ND-CP 환경오염 단속 

113/2010/ND-CP 환경피해 측정 

04/2009/ND-CP 환경보호 관련 우대정책 및 지원방안 

17/2012/QH13 수자원관리법 

88/2007/ND-CP 도시산업단지 배수 관련 

34/2005/ND-CP 수자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방안 

179/1999/ND-CP 세부시행 방안 

 

 

 

☞  베트남 환경변화 대응 프로그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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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베트남 내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EE&C) 정책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 
 

- 1 차 시기는 2006 년 정부가 처음으로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시작. 

이때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을 국무총리가 승인하며 

79/2006/QD-TTg 등의 법적 문서 제정 
 

- 2 차 시기는 2010~2011 년 사이에 법령 50/2010/QH12 가 제정되면서 시작. 이후 결정안, 회보 

등을 배부하여 법령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ㅇ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에 대한 기초적인 법령은 50/2010 이며 법령 제 5 항에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입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을 정부 최우선순위 과제로 분류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에너지 가격 조정 및 기타 특혜 정책 수립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부문의 고급 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투자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자원 확보.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개발 

 에너지효율 설비, 장비 사용 장려 및 에너지라벨링 로드맵 시행 

 컨설팅 서비스,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공공 인식 개선에의 투자 장려 
 

< 베트남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상세 내용 

베트남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Vietnam Energy Efficiency Program  

(2006-2015) 

국가 DSM 프로그램 지원. 제도적 역량강화, 인식 환기 캠페인, 

에너지 저효율 장비 교체, 산업체 내 수요측면 관리 수행,  

건물 및 교통 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등 

국가 DSM(수요 측면 관리) 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on DSM  

2007-2015 

상업 건물 및 산업 대상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에너지 부하 곡선 개선. 인식 환기 캠페인,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및 기준 의무화 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비 국가 총 에너지 소비량 2006-

2010년간 3% 내지 5% 감축, 2011-2015년간 5% 내지 8% 

감축 목표. 또한 피크 전력 부하 2010년 500MW 감축 및 

2015년 1,200MW 감축 목표 

 

 

 

 

 

 

 

☞ 베트남 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정책: Act 50/2010/Q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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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199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지역 6 위 석유가스 공급국가로 성장 
  

- 2000 년 이후 BP, Petronas, ConocoPhillips 등 주요 외국계기업이 진출하였으며 2012 년 말 기준 

총 63 개의 프로젝트(탐사 48 개, 개발생산 15 개)가 운영 중 
 

ㅇ 베트남은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 부족으로 인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석유제품은 

오히려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0 년까지 6~7 개의 정유공장 및 다수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계획을 수립 
 

* 2009 년 중궛 정유공장 건립(연 650 만톤 정유), 이외 탱화성 응이손(Nghi Son), 바리아붕따우성 

롱손(Long Son), 푸엔성 Vung Ro(붕로) 등 계획 
 

< 베트남 석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 
 

BP 통계 2010 2011 2012 (세계순위, 점유율) 

원유 

매장량(10억배럴) 4.4 4.4 4.4 (24, 0.3%) 

생산량(천b/d) 312 317 348 (32, 0.4%) 

가스 

매장량(bcm) 600 600 600 (29, 0.3%) 

생산량(bcm) 9.4 8.5 9.4 (29, 0.3%) 

생산량(bcf/d) 0.9 0.8 0.9 (42, 0.3%) 

 

 

 

 

 

 

 

 

 

☞ 베트남 정부,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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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베트남 내 석탄 매장량은 약 43.6 억 톤으로 세계 순위 17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2012 년 기준 약 2,000 만 톤으로 집계 
 

ㅇ 2009 년 기준 전력생산에 사용된 석탄 소비량은 약 725 만 톤이며 향후 석탄 소비량은 

경제성장에 따라 급속히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2015 년부터는 석탄을 오히려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 년에는 약 1 억 

2,600 만 톤의 석탄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석탄 현황 및 전망 (천 톤) > 
 

구분 2009 2010 2015 2020 2025 

석탄 소비 7,245 11,389 63,225 111,424 179,450 

석탄 공급 7,500 13,587 34,720 45,173 53,378 

석탄 수입 - - 28,505 66,254 126,070 
 

ㅇ 베트남의 석탄자원은 과거 MOIT 에서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였으나 Do 

Moi(개방개혁) 정책을 선언한 이후 베트남 정부당국이 선진국의 대기업 형태로 키우기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별개 기업인 VINACOAL(Vietnam National Coal Corporation)을 

설립하여 관장 
 

ㅇ 베트남의 석탄광산은 총 200 여 개로 집계되며 주요 산지인 Quang Ninh(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이 전체 생산량 중 90% 차지 
 

< 베트남 주요 석탄 채굴 지역 및 지역별 매장량 > 

 

 

 

 

지역 채굴용량(Mtpa) 매장량(Mt) 

Cam Pha 43 875 

Hon Gai 13 400 

Uong Bi 40 1,420 

Interior 3 90 

Red River Delta 14 600 

 

 

 

 

☞ 베트남 석탄 수요 급격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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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베트남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생산량이 2000 년부터 연평균 14%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 년 기준 973 억 kWh의 전력을 생산 
 

- 전체 전력발전량 중 수력발전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석탄화력, 전력 

수입 순으로 구성 
 

< 베트남 유형별 전력발전(2011 년) > 
 

 
발전타입 발전용량 비율 

1 수력발전 (Hydropower) 7,633 MW 38% 

2 가스 터빈발전 (Gas turbines) 3,197 MW 32% 

3 석탄 화력발전 (Coal-fired power) 2,745 MW 18% 

4 전력수입 (Imported power) 1,000 MW 5% 

5 오일 화력발전 (Oil-fired power) 537 MW 3% 

6 가스 화력발전 (Gas-fired power) 500 MW 2% 

7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sources) N/A 2% 

 

ㅇ 베트남 정부는 5 년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2011 년에는 

‘제 7 차 전원구성 기본계획(Power Master Plan VII)’을 베트남 산업 무역부와 EVN 이 

공동으로 수립 
 

- 동 계획은 향후 베트남의 중장기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예산확보 방안, 

전력발전소 건설 및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 계획 등 포함 
 

- 동 계획에서는 총 5 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시장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전력생산량 확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 
 

 목표 1: 수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석탄 화력 발전을 위주로 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추진 

 목표 2: 석탄 화력발전은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스 화력발전은 베트남 국내기업 위주로 추진 

 목표 3: PVN(베트남 석유공사), VINACOMIN(베트남 석탄공사)의 전력산업 참여 확대 

 향후 발전량을 현재 16,000MW 에서 2020 년까지 55,000MW 로 확대(향후 10 년간 매년 

4,000MW 의 추가 전력 공급) 

 2020 년까지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 베트남 정부, 5 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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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ㅇ 베트남 정부는 제 7 차 전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2030 년까지 10,700MW 규모의 

원전설비를 마련할 계획 
 

- 이미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2,000MW 급 원전을 수주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베트남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베트남의 3 번째 원전 수주국이 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베트남 원전 확충 계획 > 

구 분 원전 부지 용 량(MW) 준 공 비 고 

예정 

(4 기) 

Phuoc Dinh(1,2) 1,000 x 2 ‘20/‘21 러-베 IGA 체결(‘10.10)  

Vinh Hai (1,2) 1,000 x 2 ‘20/’21 일-베 공동선언(‘10.10) 

신규 

제 3 원전 1,000 x 2 ‘22/’23 투자자 미정 

제 4 원전 1,000 x 2 ‘26/’27 - 

제 5 원전 1,350 x 2 ‘28/’30 -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수력에너지 
 

- 베트남의 수력에너지 잠재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길이가 10km 이상인 강 및 수원지 2,000 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약 3,000 억 kWh 의 전력 생산이 가능 
 

- 수력 에너지의 기술적 생산 가능 전력은 연간 1,230 억 kWh(31,000MW)로 측정되며 이 중 

친환경적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은 830 억 kWh 로 측정 
 

ㅇ 태양에너지 
 

- 베트남은 8 도에서 23 도의 위도에 걸친 긴 영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영토는 열대 지역을 지나고 

있어 태양 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은 편 
 

< 베트남 지역별 태양에너지 잠재량 > 

지역 
연간 평균 태양에너지 

(kcal/cm2year) 

연간 평균 일조량 

(hour/year) 

북동부 100~125 1,500~1,700 

북서부 125~150 1,750~1,900 

북중심부 140~160 1,700~2,000 

남부 중심 및 서부 산악지대 150~175 2,000~2,600 

남부 130~150 2,200~2,500 

전국 평균 130~152 1,83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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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에너지 
 

-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안선을 보유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풍력 에너지 잠재력 

보유 

< 베트남 지역별 풍력 에너지 현황 > 

풍력에너지 잠재력 26,750MW(2010 년 추정치) 

풍력에너지 잠재 지역 
중부 및 남부 지역의 고원, 섬, 해안지역 

평균 풍속: 6.4m/s 

풍력 설비 규모 37.6MW(2012 년 기준) 
 

ㅇ 기타(바이오매스지열 에너지) 
 

- 베트남은 높은 농업 비중으로 인해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9,000 만 

톤 이상의 바이오매스 자원 생산 
 

- 베트남은 높은 지열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은 저조한 상태이며 2014 년 25MW 규모의 

최초 지열발전소가 Quang Tri 주에서 전력 생산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베트남의 국가개발정책은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우선권 

확보를 통하여 석유, 석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통합적이며 합리적인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지향 
 

ㅇ 베트남은 전 국토에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평가가 아직 부족하며 합리적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조사가 필요 
 

- 베트남 정부는 바이오 연료를 재래식 화석연료의 대체와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 
 

 2015 년까지 휘발유와 석유 수요의 1%를 충족시키는 500 만 톤의 B5(95%의 디젤과 5%의 바이오 

디젤)와 E5(95%의 휘발유와 5%의 에탄올)의 혼합에 필요한 25 만 톤의 에탄올 및 식물성 오일 

생산 

 2025 년까지 휘발유와 석유 수요의 5%를 충족시키는 180 만 톤의 에탄올과 식물성 오일 생산 
 

ㅇ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몇몇의 재정적 지원제도 수립 
 

- CDM 사업에 포함돼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 15 년 동안 

10%의 법인소득세 감세 
 

- 30MW 미만의 소규모 국가 전력망 연결 형 전력 발전소에 대해 EVN 에서 구입하는 전력 구입가와 

같은 유리한 전기 요금 적용 
 

- 태양열, 풍력, 생물가스, 지열, 조수 에너지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재료, 부품에 대해 5 년 동안 

수입관세 면제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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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베트남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 성장 전망 
 

ㅇ 베트남 건설부는 2013 년 말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가 기술규제안인 QCVN 

09:2013/BXD(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Buildings) 발표 
 

- 동 규제안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스템, 에어컨 및 공조시스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보일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규제안을 포함 
 

- 이에 따라 미국 Johnson Controls 社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강조한 에어컨 및 공조시스템을 베트남에 

선보였으며 이는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베트남 내 에너지 소비량의 높은 비중이 건물에서 소비되고 베트남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절감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신소재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트렌드가 베트남 내 형성되고 있고 새로운 건설기자재 

적용과 기술개발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등의 협력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향후 상당기간 동안 화력발전 위주 발전설비용량 확대 전망 
 

ㅇ BMI 에 따르면 베트남의 발전설비용량은 2020 년 52,614MW 에 달하여 2014 년(28,529MW)의 

약 1.8 배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ㅇ 동시다발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2020 화력발전 설비 용량은 36,400MW 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사업 취소, 지연 등으로 수력,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으면서 

2020 년 전체 발전설비 중 화력발전 설비의 비중은 약 70% 수준에 달할 전망 
 

 

< 베트남 발전설비용량 전망(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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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베트남 투자유치 정책 변화 
 

ㅇ 대도시를 위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 불허 
 

-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와 인접한 인근 성들은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불허 방침 
 

- 중부지역 및 기업진출 미비 지역(주요 도시와 3~4 시간 이상 거리)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 가능 
 

ㅇ 법인세 감면 
 

- 2013 년 6 월 베트남 국회는 국내 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추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규 법인세법을 의결 
 

- 2014 년 1 월 1 일부로 표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2016 년부터 2% 추가 인하 방침) 
 

ㅇ 베트남 내 유망 투자유치 분야 
 

- 베트남 정부의 투자 장려 분야(베트남 투자법 27 조) 
 

 신소재 생산, 신에너지, 첨단 IT 기기, 기계제조 분야 

 환경 및 생태계 보호기술 분야 

 사회 간접시설 개발 및 건설 분야 

 교육 및 훈련분야, 의료분야 

 공단 개발, 상업지구 개발 분야 
 

 

 

 

 

 

참고문헌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Vietnam 2012-2015 

IHEST-Energy Policies in China and Vietnam 2013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인센티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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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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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RESL Vietnam 

 EVNNPC 

 Vinacomin-Institute of Mining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oi 

 LRQA 

국내 정보처 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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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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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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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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 ‘15 년 1 월 8 일 실시 예정 
 

ㅇ 대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Mahinda Rajapaksa 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  
  

- 스리랑카 경제는 섬유, 차(茶) 수출량 증가, 급 성장하는 관광 산업, 인프라 및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투자 덕분에 ‘15-‘19 년 동안 연 평균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 스리랑카 전력 분야 지원  
 

ㅇ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ICA) 스리랑카 전력분야 지  
 

- 9 월 일본 총리 Shinzo Abe 는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중 스리랑카의 전력∙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 집중 
 

- 10 월에 일본 사절단이 파견되었으며, 일본국제협력은행 Yagima Koichi 이사와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장관인 Hon. Pavithra Wanniarachchi 간 논의를 통해 전력분야 지원 결정  
 

- 스리랑카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비용 전력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  
 

☞ http://powermin.gov.lk/english/?p=3397 

 

□ Code Gen, 스리랑카 첫 번째 전기 슈퍼 자동차 출시 예정  
 

ㅇ Code Gen International 이 스리랑카 최초로 전기 슈퍼자동차 ‘Vega’를 12 월 출시 발표  
 

- CEO Harshar Subasingh 는 스리랑카도 전기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Vega 

프로젝트를 시작  
 

- Code Gen International : Emirates 와 Virgin Airlines 에 travel boxes 를 공급하는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선두 기업 
 

☞ http://www.eco-business.com/news/sri-lankas-first-electric-super-car/ 

 

http://powermin.gov.lk/english/?p=3397
http://www.eco-business.com/news/sri-lankas-first-electric-super-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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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tom T&D India, 스리랑카 국가 전력망에 자사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급 
 

ㅇ 지난 11 월 말 Alstom T&D India 는 스리랑카 전력청인 CEB(Ceylon Electricity Board)의 

7 백만유로 상당의 스리랑카 전력망 관리 프로젝트를 수주 
 

- 앞으로 Alstom 은 Colombo 에 국가 시스템 컨트롤 센터를 세운 후, Alstom 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e-terraplatform’을 공급할 예정임  
 

☞ http://www.alstom.com/press-centre/2014/11/alstom-td-india-to-introduce-the-first-

energy-management-system-to-sri-lankan-national-grid/ 

 

 

▐  파키스탄  

 

□ 이란 정부, 대 파키스탄 가스 수출 계획 발표 
 

ㅇ 지난 12 월 1 일 이란의 석유 장관, Bujan Namdar Zanganeh 는 이란 정부의 대 파키스탄 

가스 수출 계획을 발표  
 

- 이란은 이미 900km 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파키스탄의 781km 

파이프라인 공사는 완료 예정 
 

-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란으로부터 수입되는 가스량은 1 일당 10 억 큐빅 피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995 년 이란과 파키스탄, 양 국가는 공동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3 년 Islamabad 와 Tehra 을 잇는 파이프라인 착공식이 거행됨 
 

☞ KPMG Pakistan office analysis  

 

 

□ 파키스탄 수자원전력부, 정책연구기관으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 받아 
 

ㅇ 파키스탄 정책연구기관인 PRIME(Policy Research Institute of Market Economy(PRIME)는 

수자원전력부의 성과 점수로 10 점 만점 중에서 가장 낮은 1 점을 매김 
 

- 파키스탄 정책연구기관인 PRIME(Policy Research Institute of Market Economy(PRIME)은 정부 부처 

효율성 감사 보고서를 통해 수자원전력부의 문제점을 밝힘  
 

- 수자원전력부는 전력 부족사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9 개 국영 송배전 회사 

DISCOs 민영화 사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이 밖에도 화로 연소 보일러를 석탄 연소 보일러로 교체하고, 선로 손실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이 

점수에 영향을 미침  
 

☞ http://epaper.dawn.com/?page=17_11_2014_004 

http://www.alstom.com/press-centre/2014/11/alstom-td-india-to-introduce-the-first-energy-management-system-to-sri-lankan-national-grid/
http://www.alstom.com/press-centre/2014/11/alstom-td-india-to-introduce-the-first-energy-management-system-to-sri-lankan-national-grid/
http://epaper.dawn.com/?page=17_11_2014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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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대통령, 인도에 전력 분야 협력 요청  
 

ㅇ 12 월 중순 방글라데시 대통령 Abdul Hamid 는 인도를 방문하였으며, 인도 외무부 장관 

Sushma Swaraj 와의 회담을 통해 인도 정부의 방글라데시 전력 분야 지원을 요청함  
 

- 두 인사는 전력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의사를 타진함 
 

- 현재 방글라데시는 인도로부터 연간 500 MW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력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 
 

☞ http://energybangla.com/hamid-seeks-indian-support-power-sector/ 

 
 

□ 방글라데시 정부, 향후 방글라데시 전력 분야에 250 억불 투자 
 

ㅇ 지난 11 월 말, 방글라데시 총리실 산하 에너지 위원회 자문관 Tawfiq-e-Elahi 

Chowdhury 은 향후 250 억불을 전력 분야에 투자하고, 5 년 이내 방글라데시를 중간 소득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함  
 

- 240 억불의 지원금 중 약 50%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조성될 예정임 
 

- 급증하는 방글라데시의 전력소비량에 따라 2009 년 총 4,942 MW 을 생산하던 27 개 발전소가 

2015 년 10,648 MW 를 발전하는 94 개 발전소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정부는 10,000 MW 발전 

허브를 Maheshkhali 에 건설할 계획임  
 
☞ http://energybangla.com/24-bn-will-invested-bangladeshs-power-sector/  

 

 

▐  네팔  

 

□ 네팔 총리, 에너지부에 Tanahun Seti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지시   
 

ㅇ 네팔 총리 Sushil Koirala 140 MW Tanahun Seti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즉시 추진을 지시 
 

- Baluwatar 에서 열린 관료회의에 참석한 총리는 에너지장관 Radha Gyawali 에게 네팔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 
 

- 에너지부는 Tanahun Seti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입찰 과정을 거쳐 독일 기업 Lahmeyer 

International 를 선정하였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결정을 번복 
 

☞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PM+directs+Energy+Ministry+t

o+continue+Tanahun+Seti++Project&NewsID=438151&a=3  

http://energybangla.com/hamid-seeks-indian-support-power-sector/
http://energybangla.com/24-bn-will-invested-bangladeshs-power-sector/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PM+directs+Energy+Ministry+to+continue+Tanahun+Seti++Project&NewsID=438151&a=3%20
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PM+directs+Energy+Ministry+to+continue+Tanahun+Seti++Project&NewsID=438151&a=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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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청, 세계은행에 Khimti-Dhalkebar Transmission Line 프로젝트 지원중단 요청 
 

ㅇ 네팔전력청은 세계은행에 서한을 보내 12 월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중단 요청 
 

- 지난 3 월 세계은행 네팔 국장 Johannes Zutt 의 프로젝트 현장 방문 시, 지방 정부가 세계은행 

제시한 금액이 아닌 3.6 hectares 당 1 억 네팔 루피를 보상금으로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 
 

- 동 프로젝트는 300km 이던 송전선을 75km 로 단축시켜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건설 

중인 Khimti, Bhotekoshi 수력 발전소와 연결하기 위해 시작됨  
 

- 네팔 전력청 청장 Mukesh Kafle 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동원해서라도 ‘15 년 

7 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 밝힘  
 

☞ http://www.ekantipur.com/2014/12/22/business/nea-asks-wb-to-pull-out-of-

project/399364.html 

 

 

□ IFC, 네팔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17 억불 지원 결정  
 

ㅇ IFC 는 인도 인프라 회사인 GMP Group 과 함께 900 MW Upper Karnali 수력 발전소 건설 

및 2 개의 송배전선 설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남아시아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됨  
 

- 개도국 민간부문개발에 투자하는 IFC 는 17 억불의 비용이 발생하는 동 프로젝트가 자금조달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 금융 공사  
 

☞ http://www.law360.com/environmental/articles/607063/ifc-backs-1-7b-in-hydroelectric-projects-in-

nepal- 

 

 

□ 네팔, 남아시아 정상 회의 참석...에너지 분야만 채택 
 

ㅇ 네팔은 11 월 27 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8 개국의 정상회의에 

참석 
 

- 동 회의에서는 남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안보, 개발, 에너지 등에 관한 협력 문제가 논의됨 
 

- 주요 의제는 남아시아 국가간의 철도, 도로 교통,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었으며, 이 중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만이 이루어졌으며, 상세 협력 문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함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7&aid=0002829353 
 

☞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35307.html 

  

http://www.ekantipur.com/2014/12/22/business/nea-asks-wb-to-pull-out-of-project/399364.html
http://www.ekantipur.com/2014/12/22/business/nea-asks-wb-to-pull-out-of-project/399364.html
http://www.law360.com/environmental/articles/607063/ifc-backs-1-7b-in-hydroelectric-projects-in-nepal-
http://www.law360.com/environmental/articles/607063/ifc-backs-1-7b-in-hydroelectric-projects-in-nepa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7&aid=0002829353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35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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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세계은행, PADGO(Portfolio Approach to Distributed Generation Opportunities) 

최종 평가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ㅇ 세계은행은 PADGO 프로젝트 최종 평가 수행 컨설팅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EOI 공고 

게재  
 

ㅇ 동 프로젝트는 제조, 발전소 개발업체, 운영 업체, 상업 은행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 시작됨 
 

- ‘06 년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360 만불 지원으로 시작된 동 프로젝트는 지난 6 년간 

2 개 상업은행과 함께 2 억불을 조성하여 15 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78,000 tCO2e 를 감축함  
 

- 입찰 의향서(EOI) 제출 기한 : ‘14 년 11 월 26 일 
 

☞ https://wbgeconsult2.worldbank.org/wbgec/index.html 
 

 

□ UNDP 스리랑카 사무소, 바이오가스 발전소 개발을 위한 사전검사(PQ) 공고  
 

ㅇ UNDP 스리랑카 사무소는 스리랑카 4 개 주(Kaduwela, Seethawakapura, Kolonnawa, 

Wattala/Mabola) 바이오가스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PQ 공고 게재   
 

- 관심기업은 바이오가스 발전소 관련 포트폴리오, 기업 정보가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Short List 선정 기업은 상세 및 가격 제안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을 고지 받는 11 월 26 일 

브리핑 미팅 참석 가능  
 

- 제안서 제출 기한 : ‘14 년 11 월 21 일 
 

☞ http://www.lk.undp.org/ 

 
 

 

 

 

 

 

 

  

https://wbgeconsult2.worldbank.org/wbgec/index.html
http://www.lk.undp.org/


  

35 

▐  파키스탄  

 

□ Small Dams Division, Kohistan 군 재충전 댐(Recharge Dam) 건설 사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ㅇ  Sindh Hyderabad 의 Small Dams Organization Circle 은 파키스탄의 공공 부문 개발 

프로그램 정책 아래 추진되는 Kohistan 군 재충전 댐(Recharge Dam) 건설사업을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토목 엔지니어 모집 공고 게재  
 

- 2 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참여할 수 없으며, 응찰 기업은 Sindh 주 공공 조달 

규제청(Sindh 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 SPPRA)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 의향서(EOI) 제출 기한 : ’14.년 12 월 22 일 
 

* 재충전 댐(Recharge Dam) : 물이 단기간에 걸쳐 저수되는 댐 
 

☞ http://m.lokpaper.com/details.php?notice_id=39833 

 

 

□  Khyber Pakhtunkhwa(KPK)주, Barandoo 강 유역 수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입찰 공고  
 

ㅇ 주 정부는 PEDO(Pakhtunkhw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통해 Torghar 군 

Barandoo 강 유역 Mujahideen 마을에 건설 계획 중인 수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 모집 입찰 공고 게재  
 

- 제안서 제출 기한 : ’14.년 12 월 26 일 
 

☞ http://www.shydo.gov.pk/ads/EOI-FS-torghar.jpg 

 

 

▐  방글라데시  

 

□ 다카전력청, 다카 지역 내 지하 전력 케이블망 설치 공사 입찰 공고 
 

ㅇ 동 입찰은 공개입찰방식으로 기술부문 및 재무 부문을 동시에 검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Single Stage Two Envelope' 방식으로 진행됨 
 

- 제안서 제출 기간 : '14 년 12 월 4 일~'15 년 1 월 7 일 
 

- 제출 방식 : 제안서 서면 제출 및 온라인 동시 제출 
 

☞ https://www.desco.org.bd/tenderpage.php?action=detail&tender_id=199 

 

 

http://m.lokpaper.com/details.php?notice_id=39833
http://www.shydo.gov.pk/ads/EOI-FS-torghar.jpg
https://www.desco.org.bd/tenderpage.php?action=detail&tender_id=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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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교외지역 전담 전력청, '14 년 12 월 23 일 전력망 설치공사 입찰공고 
 

ㅇ 방글라데시 교외지역 전담 전력청은 교외 Off-grid 지역의 전력망 설치 공사 수행을 위한 

입찰 공고 게재 
 

- 동 사업은 전력망 사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커넥터 등 모든 부품의 설치를 포함하며 입찰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제안서 제출 기한 : '15 년 1 월 27 일 
 

- 제출 방식 : 제안서 서면 제출 및 온라인 동시 제출 
 

☞ http://www.reb.gov.bd/documents/tender/con_switching_114_23_12_2014.pdf 

 

 

□ 전력∙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태양광 관개 시스템 설치 사업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ㅇ 전력∙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지난 11 월 '교외지역 전력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RERED 2)'을 발주하고, 11 월 20 일 동 사업의 태양광 관개 시스템 타당성조사를 위한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게재  
 

- 입찰 의향서(EOI) 제출 기한 : '14 년 12 월 1 일 
 

- 제출 방식 : 온라인 제출 
 

☞ http://www.powercell.gov.bd/index.php?page_id=265 

 

 

□ 전력∙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지속가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청의 전자시스템 도입 

사업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ㅇ 전력∙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교외지역 전력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RERED 2)'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청의 전자시스템 도입 사업 실행을 위한 입찰 

의향서 제출 요청 공고 게재  
 

- 입찰 의향서(EOI) 제출 기한 : '14 년 1 월 6 일 
 

- 제출 방식 :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 
 

☞ http://www.powercell.gov.bd/index.php?page_id=265 

 

 

 

 

http://www.reb.gov.bd/documents/tender/con_switching_114_23_12_2014.pdf
http://www.powercell.gov.bd/index.php?page_id=265
http://www.powercell.gov.bd/index.php?page_id=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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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네팔 전력청, 144 MW Kali Gandaki A 수력 발전소 보수를 위한 보조 시스템 부품 

조달 공고  
 

ㅇ 네팔 전력청은 네팔 서부 Kali Gandai 강에서 진행 중인 수력 발전소 보수 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보조 시스템 조달 공고 게재 
 

- 세계은행은 동 프로젝트와 소수력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한 네팔의 에너지 위기 관리 액션 

플랜(Energy Crisis Management Action Plan)을 위해 8,920 만불의 지원금을 승인함  
 

- 사전 입찰 컨퍼런스 : ’14.년 12 월 10 일 
 

- 제안서 제출 기한 : ’14.년 12 월 31 일 
 

☞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11/nepal-seeks-auxiliary-system-parts-for-rehab-of-144-

mw-kali-gandaki-a-hydro-project.html 

 

 

□ 네팔 전력청, 에너지 미터기 공급 사업 조달 공고  
 

ㅇ 네팔 전력청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에너지 

미터기 보급사업을 위한 조달 공고 게재  
 

- 제안서 제출 기한 : '15 년 1 월 27 일  
 

- 제출 방식 : 서면 직접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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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정부, Bagmati 강 유역 개선사업 입찰 공고  
 

ㅇ 네팔 정부는 ADB 의 차관을 받아 Bagmati 강 유역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입찰 공고 게재 
 

- 제안서 제출 기한 : '15 년 2 월 1 일 
 

☞ https://www.devex.com/projects/tenders/bagmati-river-basin-improvement-project-icb-brbip-piiu-

01-w/163473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11/nepal-seeks-auxiliary-system-parts-for-rehab-of-144-mw-kali-gandaki-a-hydro-project.html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11/nepal-seeks-auxiliary-system-parts-for-rehab-of-144-mw-kali-gandaki-a-hydro-project.html
http://www.nea.org.np/tender_prequalification.html
https://www.devex.com/projects/tenders/bagmati-river-basin-improvement-project-icb-brbip-piiu-01-w/163473
https://www.devex.com/projects/tenders/bagmati-river-basin-improvement-project-icb-brbip-piiu-01-w/1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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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스리랑카 공공 시설 위원회, 전력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성명서 발표  
 

ㅇ 스리랑카 공공 시설 위원회는 ‘15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전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성명서 발표 
 

- 동 성명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력 소비자에게 권리, 전력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품질 수준, 전력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http://www.pucsl.gov.lk/english/news/rights-and-obligations-of-electricity-consumers/ 

 

 

□ 스리랑카 공공 시설 위원회, 일부 산업체 및 서비스 업체 전력요금 인하 
 

ㅇ 스리랑카 정부의 ‘15 년 예산 정책 지시에 따라, 스리랑카 공공 시설 위원회는 ‘14 년 11 월 

15 일부터 일부 산업체, 호텔을 포함한 서비스 업체의 전기 요금을 조정 
 

- ‘14 년 11 월 15 일부터 월별 전력소비량이 300 kWh 이하인 일반 산업체 및 서비스 업체(중소기업, 

소규모 상정 및 레스토랑 등)에게 25% 할인된 전력요금이 책정됨  
 

- 월별 전력소비량이 300 kWh 이상인 업체 및 일반 소비자 또한 15% 할인을 받게 됨 
 

☞ http://www.pucsl.gov.lk/english/news/reduced-tariffs-for-industrial-hotel-consumers/ 

 

 

□ Peradeniya 대학교 엔지니어링 설계 센터, 에너지효율성을 보전할 수 있는 모터 

재권선(Rewinding) 가이드라인 제시  
 

ㅇ 지난 11 월 27 일 Peradeniya 대학교는 S.G Abeyrante 박사와 함께 스리랑카 

직업훈련과정을 거친 모터 재권선 전문가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터 재권선 가이드라인을 교육함   
 

- 스리랑카 산업계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는 모터 사용에 의해 발생하며, 높은 모터 교체 비용으로 

인해 모터 재권선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스리랑카에서 재권선된 모터의 경우, 제대로 된 재권선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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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ucsl.gov.lk/english/news/rights-and-obligations-of-electricity-consumers/
http://www.pucsl.gov.lk/english/news/reduced-tariffs-for-industrial-hotel-consumers/
http://www.energy.gov.lk/sub_pgs/ev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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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12 월 8 일 정상회담 개최   

 

ㅇ SAARC 에 소속된 8 개국 대표는 공용 전력망을 통해 국가 간 전력 공유에 합의 
 

- 전력 협정을 마무리 지으며 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국경간(Cross-Border)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기로 결정함 
 

☞ http://tribune.com.pk/story/798585/consolation-at-summit-handshake-salvages-s-asian-electricity-

deal/ 

 

□ 파키스탄 정부, 1,000 MW 발전이 가능한 가스전 확보  
 

ㅇ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인 Khanqan Abbasi 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6 곳의가스전을 

확보했다고 발표 
 

- 확보된 가스전은 1 일당 2 억 80 백만 큐빅 피트 상당의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규모로, 채굴된 

가스로 1,000 MW 발전이 가능함  
 

☞ http://nation.com.pk/business/18-Nov-2014/govt-identifies-46-gas-fields-to-generate-1-000mw 

 

□ Thar 지역 소재 탄전 발전소, 2017 년 12 월 가동 시작 
 

ㅇ 수자원전력부 장관 Khawaja Asif 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부하차단을 끝낼 660 MW Thar 

지역 탄전 발전소가 2017 년 가동 예정 
 

- 수자원전력부는 330 MW 석탄 점화 발전소 건설을 위해 Engro Powergen Limited(EPGL)에 

지원의향서(Letter Of Interest)를 발급했으며, 새로운 2 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에너지 고갈 지역으로 알려진 Thar 지역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에너지 수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http://nation.com.pk/business/21-Nov-2014/power-generation-from-thar-coal-by-dec-2017 

 

□ 파키스탄 산업계, 12 월까지 부하차단에서 제외 
 

ㅇ 수자원전력부는 국영 송배전 회사인 DISCOs 에 수로 차단으로 수력 발전량이 가장 낮은 

12 월 말까지 산업계를 부하차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시  
 

- 이와 더불어 부하차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겨울 기간 내 국내 소비자를 위해 부하 관리를 

실시할 것을 추가 지시함  
 

☞ http://www.dawn.com/news/1144244 

 

  

http://tribune.com.pk/story/798585/consolation-at-summit-handshake-salvages-s-asian-electricity-deal/
http://tribune.com.pk/story/798585/consolation-at-summit-handshake-salvages-s-asian-electricity-deal/
http://nation.com.pk/business/18-Nov-2014/govt-identifies-46-gas-fields-to-generate-1-000mw
http://nation.com.pk/business/21-Nov-2014/power-generation-from-thar-coal-by-dec-2017
http://www.dawn.com/news/1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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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yber Pakhtunkhwa 주, 3 개 수력 발전 프로젝트 내년 종료  
 

ㅇ Khyber Pakhtunkhwa(KPK) 주 정부 에너지 액션 플랜에 따라 추진된 총 발전용량 56 MW 

수력 발전 프로젝트 3 개가 내년 종료될 예정  
 

* KPK 수력 발전 프로젝트 : Daral Khwar HPP(36 MW) / Ranolia HPP(17 MW) / Machai HPP(2.6 MW) 
 

ㅇ Pakhtunkhw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PECO)의 이사회장인 Tariq Iqbal 은 제 4 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음 
 

- 이사회는 내년에 Matiltan HPP, Lawi HPP, Karora & Jabori HPP 등 새로운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http://www.dailytimes.com.pk/national/30-Nov-2014/three-hydel-projects-to-be-completed-next-

year-in-pakhtunkhwa 

 

□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에너지화, 파키스탄 전력 위기의 해결책으로 부상 
 

ㅇ CAPD(China Aviation Planning and Construction Development)와 EAWE 는 LWMC(Lahore 

Waste Management Company)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투자 의향을 내비침 
 

- 플라즈마 컨버터를 활용한 폐기물 에너지화는 같은 양으로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염류화 

문제가 있는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음  
 

ㅇ 현재 파키스탄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상당 수준의 잠재 손실이 있음 
 

- Lahore 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 나오는 고체 폐기물의 21.2%만이 재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 억 71 백만 파키스탄 루피의 수익발생 
 

☞ http://tribune.com.pk/story/799669/power-generation-a-trash-y-economy-is-the-future/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 2015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 일시 : '15 년 1 월 1 일~31 일 
 

-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Sher-E Bangla Nagar 전시장 
 

- 참가 업체 : 총 450 개 社 내외 
 

- 참가 품목 : 농기구, 화학제품, 가죽, 피혁, 모피, 기계류, 섬유, 직물, 소비재 등 
 

☞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s00001717300007&exbt_kind=ty

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http://www.dailytimes.com.pk/national/30-Nov-2014/three-hydel-projects-to-be-completed-next-year-in-pakhtunkhwa
http://www.dailytimes.com.pk/national/30-Nov-2014/three-hydel-projects-to-be-completed-next-year-in-pakhtunkhwa
http://tribune.com.pk/story/799669/power-generation-a-trash-y-economy-is-the-future/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s00001717300007&exbt_kind=ty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http://www.gep.or.kr/jsp/oversea/info_read.jsp?exbt_inpt_seq_no=s00001717300007&exbt_kind=type1&accept_yn=Y&nCurPage=1&nPageSize=10


  

41 

□ 다카 전력청, 1 월 3 일 '15 년도 연례회의 개최 
 

ㅇ 다카 전력청은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15 년도 사업 계획 협의를 위한 '15 년도 

연례회의를 1 월 3 일 오전 10 시 Baridhara DOHS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 동 연례회의를 통해 다카 전력청은 회계연도 기준인 '14 년 6 월 30 일 기준의 재무 결과 보고서를 

검토 및 채택할 예정이며, 이사회 추천 하에 배당금을 확정하며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향후 외부 

감사기관 선정 문제를 다룰 예정 
 

☞ https://www.desco.org.bd/index.php?page=notice 

 

 

▐  네팔   

 

□ 한국종합기술 社, 네팔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 
 

ㅇ 지난 12 월 17 일 한국국제협력단은 '네팔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국종합기술 社 주도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힘 
 

- 코이카 지구촌 새마을 운동 사업의 일환인 동 사업은 1) 수원국의 거버넌스 강화, 2) 농촌지역의 

소득 및 사회적 자본증대를 통한 MDG 달성, 3)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사업수행체제구축 4) 

ICT, 영농, 축산, 에너지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의 총 43 억 5,900 만원으로 한국종합기술과 건국대학교의 컨소시엄은 새마을사업의 

국가전략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새마을 연수원 및 농촌인프라 구축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구축을 수행할 예정  
 

☞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0 

 

 

□ 마드하브 파우델 네팔 전 장관, 한국 방문 및 한동대과 교류 협력 논의 
 

ㅇ 마드하브 파우델 전 네팔 교육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4 년 12 월 24 일부터 28 일까지 

한동대를 방문 
 

- 마드하브 전 정관은 한동대 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동대와 네팔 대학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유니트윈 사업 네팔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또한 마드하브 전 장관은 네팔 법률체계와 외국인투자 기회에 대해 한동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진행 
 

- 동 특강에서 마드하브 전 장관은 네팔이 해외직접투자에 대단히 우호적이며 특히 금융, 교육, 

에너지 분야는 향후 매력적인 투자 분야라고 언급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063  

https://www.desco.org.bd/index.php?page=notice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0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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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스리랑카 전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국내외적 노력 확대  

 

ㅇ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스리랑카 공공 시설 위원회의 전력 소비자 권익 홍보 활동, 산업체 전력 요금 

인하와 지속가능에너지청의 에너지 효율성 시상식 등 공공 기관이 주도하여 스리랑카 

에너지/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ㅇ 외국 자본 및 신기술을 받아들여 스리랑카 전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대한 잠재력 또한 보이고 있음  

 

 

□ 서남아시아 권역 국가들 에너지 분야 협력 위한 논의 지속  

 

ㅇ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소속 8 개국은 네팔에서 이루어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따라서 인접 국가간 에너지 수출입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와 같은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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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부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에너지 공급의 60% 이상을 화목에 의존하고 있음 

ㅇ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경제통상부를 중심으로 3 개의 부처와 국가 환경 위원회가 관리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은 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 강조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수급 
 

ㅇ 부탄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목에 약 60% 의존하고 있으며, 화목 소비량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화목(57.7%)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며, 그 외 대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15.9%), 디젤(11.5%), 

석탄(6.8%)과 더불어 등유, 휘발유, LPG 로 에너지 공급  
 

- 부탄 정부는 지난 ‘05 년 부탄 에너지 현황에 대한 ‘Bhutan Energy Directory 2005’를 발표한 이 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음  

 

 < 원별 에너지 공급> 

 

 
(출처 : USAID 홈페이지) 

 

 

 

 

 

 

 

 

☞ 부탄의 주 에너지 공급원은 화목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60%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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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처 

 

□ 부탄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경제통상부를 중심으로 3개의 중앙부처, 

국가환경위원회가 관리  
 

* ① 경제통상부, ② 재무부, ③ 농업산림부 ④ 국가환경위원회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대체 신재생에너지 정책(Alternative Renewable Energy Policy)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산림부는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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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부처로, 하기  

5개의 유관부서와 전력청을 관리 
 

ㅇ 수력 전력계통부(Department of Hydropower & Power Systems, DHMS)는 국가 수입에 

기여하는 대인도 전력 수출을 위해 수자원을 최적화로 관리 
 

ㅇ 신재생에너지부(Department of Renewable Energy, DRE)는 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관리하는 핵심 협력 부서로서, 부탄의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고 겨울철 

부족한 수력 발전량을 보완하기 위해 청정 재생 에너지를 개발 
 

ㅇ 지질광업부(Department of Geology & Mines, DGM)는 부탄 지질조사 및 광물 채굴 활동을 

관리∙규제 
 

ㅇ 무역부(Department of Trade, DoT)는 오일, 가스 수입 및 대인도 전력 수출을 포함한 

부탄의 무역 전반에 걸친 규제∙관리  
 

ㅇ 수문기상부(Department of Hydromet Services, DHMS)는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기상, 물, 기후 및 기타 환경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 
 

ㅇ 부탄 전력청(Bhutan Electricity Authority, BEA)은 부탄의 전력 산업을 규제∙관리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드룩 지주 투자 회사(Druk Holding & 

Investments Ltd.)의 단독 주주이며, 드룩 지주 투자 회사는 드룩 녹색 발전 

회사와 부탄 발전회사를 소유함 
 

ㅇ 드룩 녹색 발전 회사(Druk Green Power Corporation, DGPC)는 대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부탄 발전 회사에 판매하고, 여분의 전력을 인도로 수출 
 

ㅇ 부탄 발전 회사(Bhutan Power Corporation, BPC)는 부탄의 국영 전력 공급 회사로서, 

소수력 발전, 송배전선 및 전력 도매를 담당  

 

□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oAF)는 경제통상부 

신재생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소수력,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수력 발전을 위해 수자원 관리  

 

□ 국가 환경 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NEC)는 부탄의 모든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로, 환경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검토 및 개발 

 

 

☞ 에너지 및 환경 분야는 경제통상부를 중심으로 3 개 유관부처 및 국가환경위원회가 

총괄   



  

46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제도 
 

□ 에너지 정책 
 

ㅇ ‘13 년에 발표한 11 차 5 개년 개발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안보’를 

에너지 분야의 주요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력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및 

추진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음 
 

ㅇ 동 에너지 정책은 ‘기관 및 인력의 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할당 정책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3 가지 주요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제시함  

 

GNH 범주  결과 측정 항목  주요 성과 지표  기준 목표 

주요 목표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가수입, 경제성장, 고용창출 기여도 향상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개발 

에너지 안보 강화 수력 발전소 설치 용량(MW) 1,488  4,546  

총 고전압 배선(km) 1,296  1,474  

태양광 설치 용량(kW) 152  1,162  

풍력 설치 용량(kW) 0 360  

소수력 발전소 설치 용량(kW) 8,000 20,000  

바이오매스 설치 용량(kW) 0 10 

수력 발전소 설계, 건설, 

운행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부탄 계약업자 수(명) 

1 3 

GDP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 증가 

연평균 GDP(%) 1.90 33.16 

부탄인 취업자수(명) 5,853 14,593 

전력 수출에 따른 국가수입 

기여도(%) 

30 40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및 관리  

유의미하고 목적지향적인 

대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조리/난방에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가구수(개)  

600 3,400 

굿 거버넌스 

강화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가  

공공서비스 TAT 의 감소율(%)  >75 

부패척결 전략 실시율(%)  100 

GPMS의 평균 성과 점수(&)  >90 

(출처 : 11차 5개년 개발 계획)  
 

* GNH(Gross National Happiness) = 국민 총 행복 지수 / TAT(Turn Around Time) = 업무 소요 시간 / 

GPMS(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정부 성과 관리 시스템 / GDP(Gross Domestic 

Production) = 국내 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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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부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00 년 기준 1,559.56 Gg CO2 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부탄 정부는 ‘18 년까지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6,309.6 Gg CO2 로 

설정함(11 차 5 개년 개발 계획) 
 

* 1 Gg=103 tonnes 
 

- 부탄의 산림은 총 탄소배출량의 3 배에 달하는 양을 격리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요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부탄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인한 빙하호 붕괴 홍수(Glacial Lake Outburst 

Floods, GLOF)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적응 

정책은 부재 
 

- 총 2,674 개의 빙하호를 가진 부탄은 ‘94 년 룩게 초 호수 붕괴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10 차 5 개년 계획에서 경제통상부의 지질광업부서를 중심으로 

빙하호 조사 및 탄소 감축 방안 마련을 추진했으며, 11 차에서 빙하호 붕괴 홍수를 비롯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함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부탄 정부는 11 차 5 개년 계획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수립되지 않음  

 

 

 

 

 

 

 

 

 

 

 

☞ 국가 에너지 정책은 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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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수력 
 

 ㅇ 부탄은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23,760 MW 의 수력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탄 

정부는 대수력 발전을 통해 총 전력의 약 99%를 공급하고 있음  
 

- 부탄은 강수량이 연간 3,000~5,000mm 로 풍부하고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역간 수위차이가 커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인도의 원조를 받아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함 
 

  * ‘06 년 부탄은 인도와 수력 발전 및 무역 관련 포괄계약(Umbrella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부탄이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20 년까지 최소한 10,000 MW 

구매해야 함. 또한, ‘09 년 10 개 수력 발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를 이룸  
  

- 대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총 전력량의 약 70%를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인도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전력 수출액은 부탄 GDP 의 20%, 국가수입의 18%를 차지하면서 부탄 경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음 
 

- ‘13 년 기준으로 부탄의 대수력 발전 용량은 1,484 MW 로 잠재용량의 5% 수준만 개발되었으며, 

부탄 정부는 ‘20 년까지 10,000 MW 로 확대할 예정임  

 

□ 화목  
 

ㅇ 부탄 국민 1 인당 매년 1.17 tonnes 의 화목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하며, 부탄 농촌 인구의 

약 70%가 화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  
 

- 부탄 정부는 ’06 년 산림 및 자연 보호 규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및 수요에 

상관없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가정은 매년 화목 16 m3, 전기를 공급받는 가정의 경우에는 화목 

8 m3 를 사용할 수 있음 

 

□ 석탄 
 

 ㅇ 부탄 동부 지역에서 적은 양의 석탄이 채굴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인도로 수출되고 있음 
 

- 석탄 채굴의 경우, 부탄 정부와 부탄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기업인 Penden Drukpa Coal 

Mines 가 전담 

 

□ 석유 및 LPG 
 

ㅇ 부탄은 석유 및 LPG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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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부탄의 전력 보급은 부탄 발전 회사(Bhutan Power Corporation)가 관리하며, ‘13 년 

기준으로 부탄의 전력 보급률은 약 93%에 달함  
 

- ‘05 년 36% 수준의 전력 보급률을 ‘13 년 100%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탄 

정부는 일본 국제 협력청(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자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홈 시스템(solar home system) 보급, 

송배전망 확장을 추진하여 당초 목표치에 근접한 93% 전력 보급률을 달성함  
 

* 부탄 정부는 6 차 5 개년 개발 계획(1988-1993) 수립 이래 농촌 전력 보급을 위해 투자해왔으며, 

‘13 년 기준 전체 88,642 가구 중 82,270 가구에 전력 보급 
 

- 이와 더불어, 부탄 전력청(Bhutan Electricity Authority)은 ‘13 년 전력 요금을 개편하였는데,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화목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남아권역에서 가장 

낮은 전력 요금을 책정하고 있음 

 

 

 

 

 

 

 

 

 

 

 

 

 

 

 

 

 

 

 

 

 

 

 

 

☞ 부탄 내에서 자체 공급이 가능한 수력 및 화목과 달리 석유 및 LPG 는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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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부탄 정부는 총 설치용량 1,484 MW 상당의 대수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태양광, 소수력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13 년 기준 부탄의 대수력 발전소는 Basochhu Hydropower Plant(64 MW) / Chhukha Hydropower 

Plant(336 MW) / Kurichhu Hydropower Plant(64MW)/Kurichhu Hydropower Plant(1,020 MW) 총 

4 곳임 
 

* 부탄의 경우, 25 MW 이상 대수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으로 분류함  
 

- 11 차 5 개년 개발 계획 신재생에너지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00 여개 바이오가스 발전소와 

10 여개 태양광 난방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13년 기준) 

구분  기술 총 설치 현황  

1 대수력 1,484 MW 

2 소수력 8 MW 

3 태양광 152 kW 

합계  1,492.152 MW 

(출처 : 부탄 발전 회사 홈페이지, 11차 5개년 개발 계획)  

 
추진 예정 대수력 프로젝트 (‘13년 기준) 

구분 프로젝트 명 설치 용량(MW/GWh) 

1 Sankosh 2,560/6,216 

2 Amochhu 540/1,835 

3 Kuri-Gongri 2,640/10,055.59 

4 Chamkharchhu-1 770/3,249 

5 Bunakha 180/1,669 

6 Wangchu 570/2,526 

7 Kolongchu 600/2,599 

(출처 : 제11차 5개년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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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부탄 정부는 ‘13 년 수립한 대체 신재생에너지 정책(Alternative Renewable Energy Policy)과 

제 11 차 5 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지열, 대수력을 제외한 수력 발전(피코/마이크로/ 

미니/소수력),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WTE) 기술 개발을 통해 202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및 에너지 생산량을 약 20 MW 까지 증가시킬 예정 
 

* 설비용량에 따른 수력 발전 분류 : 피코(1-10 kW) / 마이크로(10-100 kW) / 미니(100-1,000 kW) / 

소수력(1,000-25,000 kW) 
 

- 추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및 개발 가능 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임  

 

[신재생에너지 정책 ‘25 년 발전 목표] 

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지표(KPI)  

발전원 목표량 

태양광 5 MW 

풍력 5 MW 

바이오매스 5 MW 

에너지원* 목표량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 3 MW equivalent 

태양열 시스템 3 MW equivalent 

(출처 : 대체 신재생에너지 정책 2013)  

*조리 및 난방에 활용한 에너지 

 

 

 

 

 

 

 

 

 

 

 

 

 

 

 

 

 

☞ 국가 개발 계획 기간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 용량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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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성공적인 전력 보급화  
 

ㅇ 부탄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 발전 덕분에 전력 

보급률이 약 93%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탄 정부가 서남아권역에서 가장 낮은 전력 

가격을 책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보급화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임 

 

□ 풍부한 수력 발전 개발 잠재력 보유  
 

ㅇ 부탄은 현재까지 총 보유 수자원 중 95%가량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앞으로 부탄의 수력 발전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다만, 부탄은 ‘06 년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SAFTA)을  

맺었음에도 아직까지 인도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으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SAFTA) 참여 국가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5. 기타 사항  
 

□ 인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부탄 선택   
 

ㅇ ‘14 년 5 월 새로 취임한 모디 총리가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방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탄을 가장 먼저 방문함 
 

ㅇ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남아시아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방문 기간 동안 모디 총리는 부탄 국왕과 함께 수력 발전소 건설 등 경제협력을 

논의함  
 

□ 부탄 각 부처 고위급 인사 잇따라 한국 방문  
 

ㅇ 부탄의 고위급 인사인 정보통신부 장관, 농림부 차관은 ‘14 년에만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함 
 

ㅇ ‘87 년 수교를 시작한 이래로 부탄은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을 체결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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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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루크오일, 우즈베키스탄에 50 억 달러 투자 계획 

ㅇ Interfax Agency 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루크오일(LUKOIL)이 2039 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약 5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 
 

-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이와 같이 발언 
 

- 푸틴 대통령은 현재 루크오일이 우즈베키스탄 부크라하(Bukhara)에서 가스전과 가스 콘덴세이트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42360.html 

 

 

□ IMF, 2014 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7.0% 전망 

ㅇ IMF 는 지역경제전망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을 2014 년 7.0%, 2015 년 6.5%로 전망 
 

- 2014 년, 2015 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0.0%, 11.2%, 통화증가율은 각각 25.5%, 

24.7%로 전망  
 

-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지역에서 對러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하면서, 현재 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2014 년 0.1%, 2015 년 0.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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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42360.html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condition/index.jsp


  

57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8 억 6 천만달러 빚 탕감 

ㅇ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상호 재정 청구와 부채의 지불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 합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전에서 서명 
 

- 합의서는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미화 8 억 6 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한다는 것을 명기하며, 정부간 

합의서는 또한 개발의 주요 방향과 2015-2019 년 사이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42308.html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가까운 시일 내에 WTO 가입 결정 

ㅇ 160 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총재는 이 기구가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 

스탄을 비롯하여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10 개국과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과의 가입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결정되기 직전에 있다”고 밝히며 공식 경정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이라 말함 
 

- WTO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보국은 관세율 축소에 동의해야 하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권리를 

WTO 룰에 따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 http://en.trend.az/casia/kazakhstan/2335350.html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로의 석탄 수출에 관심 보여 

ㅇ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키예프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로의 석탄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석탄 수출 또한 계획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양국이 공통적으로 협력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는 기업가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포로셴코 대통령을 카자흐스탄으로 초청 
 

- 우크라이나는 현재 Donbass 광산 지역의 대부분이 반정부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여 화력발전소내의 

석탄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이 진행 
 

-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Ukrenergo'는 12 월 1 일부터 석탄 공급 부족과 관련하여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석탄 수입이 필요한  
 

☞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46475.html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42308.html
http://en.trend.az/casia/kazakhstan/2335350.html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46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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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휘발유 가격 인하 

ㅇ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슈콜닉 장관은 ‘정부가 규정하는 지침에 따른 석유제품 소매가 

상한가 지정’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고 전함. (12.10 부터 발효) 
 

- VAT 포함 휘발유 소매가는 1L 당 107 텡게, Ai-80 89 텡게, Ai-92/93 115 텡게로 고시함. 
 

- 카라발린 에너지부 제 1 차관은 차후 에너지부가 국가경제부와 함께 매달 연료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2015 년  1 월부터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반면, 자원 채굴 

시 세율을 높이는 “세금 정책(tax maneuver)”을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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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GDP,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 

ㅇ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GDP 가 전년 동기 대비 110.3%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대외 무역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4.6%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 
 

- 석유,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자원 에너지에서 오는 수입을 통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여 연 

8%대의 고성장을 달성 
 

-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 유럽, 러시아, 이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성공적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이끌어 냄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41766.html 

 

□ 투르크메니스탄, '태양' 실리콘 수출 목표 설정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녹색 전력 구현에 필요한 건물의 기본 화학제인 녹색 실리콘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움 
 

- 아슈하바트에서 열린 '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술 활용'이라는 국제 과학 컨퍼런스에서 이런 

목표가 제시 
 

- 컨퍼런스에는 유럽과 아시아 14 개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환경, 사람, 공해에 

초래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힘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40368.html 

 

 

http://kaz.mofa.go.kr/korean/eu/kaz/news/news/index.jsp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41766.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40368.html


  

59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 

ㅇ 카자흐스탄의 Samruk-Energo company 는 12 월 1 일부터 키르기스스탄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 카자흐스탄의 Zhambul GRES 발전소와 키르기스스탄의 Electro Stations company 는 4 월까지 1 억 

kWh 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합의 
 

- 키르기스스탄은 kW 당 15.7 텡게에 전기를 공급받으며, 이 기간동안 관개용수를 카자흐스탄에 제공 
 

- Samruk-Energo company 의 자회사 Zhambyl GRES 발전소는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시스템의 요구에 

대하여 230MW 의 전력을 생산 
 

-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Samruk-Energo company 는 키르기스스탄 전기시설망 

운영회사(KEGOC)와 추가계약을 체결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39312.html 

 

□ 키르기스스탄 관세 동맹 관련법 초안 및 가입 의결 

ㅇ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10 일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가입을 위해 관련법 초안 및 가입을 

의결했다고 발표 
 

- 2006 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 개국은 회원국 간 국경 없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관세동맹 

설립 결정을 내리고,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내년 1 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U)가 설립되며 더 높은 단계 및 넓은 범위의 관세 

동맹이 예고되어왔고, 경제적 격차를 문제로 가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키르기스스탄 또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물가상승, 국내 제조업 타격 등의 경제적 문제가 동반될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경제적 고립을 겪을 수는 없다’ 고 언급하며 관세 동맹 가입의 당위성을 밝힘 
 

☞ http://www.inform.kz/eng/article/27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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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중국 가스관 3 노선 건설 완공 

ㅇ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는 12 월 19 일 현지 언론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 제 3 노선 건설을 완공했다고 발표 
 

- 건설비용은 약 20 억불(弗)에 달하며 길이는 총 530km, 연간 운송 수용량은 2 백 50 억 m3 로 2015 년 

1 분기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을 시작할 예정 
 

-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 자원을 대거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09 년 

12 월 제 1 노선 설립을 시작으로 2010 년 제 2 노선을 거쳐, 오늘날의 제 3 노선 건설까지 진행 
 

☞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46917.html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젤 가스전에 대한 PSA 계약 체결 

ㅇ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러시아 

정부간 경제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젤(Jel) 가스 콘텐세이트 및 가스전을 대상으로 2015 년 

3 월 1 일까지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합의 
 

- 양국 협정에 따르면, 정부간 위원회는 우즈베크네프트가즈(Uzbekneftegaz)와 가즈프롬이 12 월 

10 일까지 젤 가스전을 PSA 방식으로 개발하는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와 협상을 마칠 것을 요구 
 

- 젤 가스전은 가즈프롬이 운영하고 있는 Shakhpakhty 블록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주 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스전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37445.html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469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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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중국,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카자흐 건설 계획 

ㅇ 중국원자력공사(CNNC) 차오 슈둔 차장은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 
 

- 제 8 차 카자흐스탄-중국 에너지 협력 분과위원회(12.4, 베이징)에서 중국측은 제 3 국의 수요 충족을 

위해 카자흐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단계적으로 우라늄 자원 

개발에 카자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 카자흐 천연가스 수입 조건과 우라늄 자원 공동 개발이 명시되어 있는 전략적 협력(2007 년) 및 공동 

개발(2008 년) 기본 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며, 현재 카자흐 천연 우라늄 수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양국이 체결한 천연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10 년) 중국은 매년 카자흐스탄 우라늄 3~5 천 

톤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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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프랑스, 산업 가스 생산 계획 추진 

ㅇ 카자흐스탄과 프랑스는 산업용 가스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방카 계기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KazMunaiGas PM 과 프랑스 

Air Liquide 간 협력 MOU 가 체결 
 

- 이번 MOU 에는 카자흐스탄 정유공장 산업용 가스의 공동 생산 및 공급 조건과 카자흐스탄 3 대 

정유공장에서의 산업용 가스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산업용 가스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침안이 포함되어 있음 
 

- 카자흐 정유공장은 침켄트(남부), 아트라우(서부), 파블로다르(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총 1 천 

3 백만톤의 석유를 정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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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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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수비대용 건물 및 시설의 설계-건설 관련 국제 입찰 

ㅇ 투르크메니스탄 건축부는 자국 내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 업체들에 대해 국경수대용 건물 

및 시설의 설계외 건설에 대한 국제 입찰 발표 
 

- 기한 : 2015 년 1 월 10 일 12 시 (현지시간 기준) 
 

- 주소 : Ashgabat, Archabil shayoly, 84 
 

- 연락처 : (993-12) 44-46-77, 4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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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시멘트 공장 건설 예정 

ㅇ 투르크메니스탄 산업부는 Lebap 주의  Koytendag 지역에 새로운 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새로운 시멘트 공장은 연간 백만톤의 용량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 됨 
 

- Koytendag 지역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있으며, 수출에 

용이하도록 철도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음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45976.html 

 
 

▐ 키르기스스탄  

 

□ 에너지․산업부, Orto-Tokoi․Tortkul 소수력발전소 입찰 공고 

ㅇ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산업부는 4,930 만달러 규모의 Orto-Tokoi 및 Tortkul 소수력 

발전소와 전력 공급 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입찰을 발표 
 

- 상기 발전소 건설은「2013-2017 국가 지속 발전 전략」에 포함된 것이며, Oi-Alma 및 Sokuluk 

소수력발전소 건설도 예정되어 있음 
 

☞ http://akipress.com/news: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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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푸틴 대통령, 12 월 10 일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ㅇ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2 월 10 일 

수요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 
 

-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향후 발전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 
 

- 무역-투자 및 문화-인문 분야와 관련된 논의와 아프가니스탄 내의 상황을 포함한 지역적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계획 
 

- 회의에서는 양국의 통상 및 경제 그리고 투자협력 프로젝트가 논의 
 

☞ http://www.trend.az/casia/uzbekistan/2341632.html 

 

□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한국 자료실 개관 

ㅇ 알리셰르 나보이(Alisher Navoi) 우즈베키스탄 국립 도서관은 현지 언론을 통해 22 일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Window to Korea’를 개관했다고 밝힘 
 

-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한국자료실 개관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학연구 지원 등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향후 5 년간 매년 200 여 점씩 총 1000 여점의 한국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한국 자료실의 유지 및 보수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 
 

☞ http://www.uzdaily.com/articles-id-30502.htm 

 

□ 미국무부 대표단, 우즈벡 정부와 정기협의 위해 타슈켄트 방문 

ㅇ 최근 7 개 정부기관 출신의 관리 22 명으로 구성된 미국무부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의를 위해 타슈켄트를 방문 
 

- 아프가니스탄 및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사뭇 긍정적이라는 대해 해석이 뒤따르고 있음 
 

- 카리모프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에 대해 미국과 나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미국무부 대표단의 방문 직전까지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 
 

-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낮춘 다른 이유로, 세렌코는 신냉전의 출현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저항 때문이라고 제안함 
 

☞ http://www.eurasianet.org/node/71236 

http://www.trend.az/casia/uzbekistan/2341632.html
http://www.uzdaily.com/articles-id-30502.htm
http://www.eurasianet.org/node/71236


  

64 

▐ 카자흐스탄  

 

□ 국제 교육 전시회 WORLDDIDAC Astana 2015 

ㅇ 카자흐스탄은 교육 정보 기술, 원격교육 및 전자 학습(e-learning) 시스템,  교육 소프트 

웨어, 멀티미디어 등 소개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 
 

- 기간 : 2015 년 4 월 9 일 ~ 4 월 11 일 
 

- 장소 : 코르메 전시장(Exhibition center «Korme») 
 

- 주소: 3 Dostyk street, Astana, Republic of Kazakhstan 
 

- 연락처: +7 (7172) 52-43-12, 5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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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개최 

ㅇ 사긴타예프 카자흐스탄 제 1 부총리는 12.10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참석하고, 관세동맹(CU) 강화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2015.1 월 출범관련 현안들을 논의 
 

-  EEU 및 CES 의 확장은 통합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함 
 

- 2015 년 EEU 예산과 유라시아경제위의 운영 방침이 승인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해 나아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 가속화, 새로운 산업 

분야 창출, 경제 단일구역 내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단순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 2015 년 정식 출범하는 EEU 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경제통합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한 생산적인 회동이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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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2017 엑스포에 우즈베키스탄 공식 초청 

ㅇ 라플 죠슈바예프(Рәпіл Жошыбаев) 2017 아스타나 엑스포 국제 전문가 위원회 위원은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을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공식 초청했다고 발표 
 

- “2017 아스타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제 14 차 정부 간 

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 중 
 

- 최근 아스타나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재 카자흐스탄에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카자흐스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건물이 있음을 언급 
 

- 죠수바예프 위원은 2017 아스타나 엑스포 준비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엑스포 참여가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함 
 

☞ http://kazinform.kz/kaz/article/27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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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경유 남북 국제 철도 개통 

ㅇ 2009 년 착공되어 진행 중이던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경유 남북 국제 철도>가 

12 월 3 일(수) 개통식을 가짐 
 

- 이 철도는 중앙 아시아 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연안 ․ 흑해 연안 ․ 페르시아만 연안 ․ 유럽 지역 

국가,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내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획기적인 운송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국제 철도는 총 연장 934.5km 중 가장 긴 구간(700.5km)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고 

있으며(카자흐측 구간은 130km, 이란측 구간은 82km), 카스피해 동안을 끼고 우젠(카자흐스탄)-

기질라야(투르크메니스탄)-베레케트(투르크메니스탄)-에트렉(투르크메니스탄)-고르간(이란) 구간을 

연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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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개발 펀드에 관한 협정 서명 

ㅇ 5 억달러 규모의 '키르기즈-러시아 개발 펀드(Kyrgyz-Russian Development Fund)'에 관한 

협정이 키르기즈공화국과 러시아간 2014.11.24 체결 
 

- Danil Ibrayev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부 차관은 향후 관련 시설, 법적 지위 및 직원 채용 등을 위한 

기술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며, Atambaev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동 펀드를 통해 담보대출과 

농산물 가공, 물류센터 건립, 가공산업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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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akipress.com/news: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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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관심 필요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에너지 자원 부국인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정부와의 협력 

관계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음 
 

-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경제의 하락 영향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하락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낮으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예상 
 

- 투르크메니스탄도 산업 다각화 정책과 미국, 유럽, 러시아, 이란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동반작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8%대 고성장 달성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활발한 외교 활동 중 

 

□ 에너지 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대 지속 추진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외로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위해 에너지 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국영가스공사는 중국 수출을 위한 총 530km 에 달하는 가스관 제 3 노선 건설을 

완공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러시아는 젤 가스전에 대한 PSA 계약을 제결하였음 
 

- 카자흐스탄과 프랑스는 산업용 가스 샌산 및 공급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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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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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 중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지속 추진되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모니텅링 필요 
 

- 투르크메니스탄은 재생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태양 실리콘 수출 목표를 설정 
 

- 키르키스스탄은 「2013-2017 국가 지속 발전 전략」에 따라 4,930 만달러 규모의 Orto-Tokoi 및 

Tortkul 소수력 발전소와 전력 공급 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입찰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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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①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 ② 전력 부족 및 전력 공급 불균형 해결, ③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 ④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다양한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프로젝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산 중에 있음 

ㅇ 국가별 여건에 따라 도입 및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차이가 있음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배경 

 

□ 에너지자원 소유에 관계없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 
 

ㅇ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풍부하나 수자원이 부족함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석유, 가스 등이 부족하지만, 수자원이 풍부함 
 

- 국가 간에도 에너지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에너지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화석연료가 풍부한 국가 내에서도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이 있음 
 

 

< 중앙아시아 화석연료 매장량 > 

국가 원유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억 배럴) 

세계 비중 

(%) 

확인매장량 

(조㎥) 

세계 비중 

(%) 

카자흐스탄 300 1.8 1.5 0.8 

우즈베키스탄 6 * 17.5 9.4 

투르크메니스탄 6 * 1.1 0.6 

합계 312 1.8 20.1 10.8 

자료: BP(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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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높은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환경영향 감소 
 

- 둘째, 전력인프라 미비로 인한 전력공급 불균형 및 전력수입 타파 
 

- 셋째, 경제발전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및 전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 
 

- 넷째, 셰일 가스 및 오일에 의한 에너지 가격 및 시장판도 변화로 자원 의존형 구조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신재생에너지 관심을 가지게 함 

 

ㅇ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수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도입 
 

- 에너지 및 전력이 비교적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 2013년 3월에 카리모프는 우즈베키스탄의 재생에너지 이용, 연구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에 태양광, 풍력과기타 재생에너지 시험 프로젝트 실시, 우즈베키스탄 

과학원을 기반으로 국제금융 기구의 참여를 유도하여 태양에너지 연구소 건립을 지시 
 

- ‘카자흐스탄 2015년 산업혁신개발전략’에서 에너지 분야 우선과제는 경제성 있는 

재생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며, 친환경 기술 도입과 재생에너지자원과 에너지원의 안정적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줄이고자 함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CIS 국가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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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현황 

 

1) 카자흐스탄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카자흐스탄 2015 년 산업혁신개발전략’에서 에너지 분야 개발의 우선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줄이고자 함 
 

- 국가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1% 이상, 2024년 5% 이상임 

ㅇ 2009 년에는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기본방향을 규정 
 

- 카자흐스탄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동법을 제정(2009.7.4)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이 규정 
 

- 지원목표: 전력산업 환경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정책방향 : ① 재생에너지 개발에 우호적 환경 조성, ②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열병합 발전을 촉진, 

③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우선순위, ④ 재생에너지를 국내 전기, 열에너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제공, 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정부의 국제적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기여 

- 정책수단 : 재생에너지원 개발계획 승인, 관련 인 ‧허허, 목표 제시 및 카자흐스탄 전력개발계획 내에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량 제시,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연구 등 
 

- 또한, 법률에는 ① 지역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재생에너지원 사용방안 고려, ②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전력망 연결보장 등과 ③ 토지제공 우선순위 부여 등의 지원책, ④ 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건설및 사용 

관련 자연인/법인에 대한 투자혜택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음 
 

ㅇ 2010 년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에서는 대체에너지 산업을 

우선순위 육성산업으로 선정 
 

- 대체에너지산업 주요 세부 목표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1TWh까지 확대 (2014년 기준) 

∙ 총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을 1% 이상으로 확대 (2015년까지) 

∙ 풍력 및 소수력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 세부 목표 해당 지역 

∙ (풍력) 아사타나, 아크몰라, 알마티 주 

∙ (소수력) 알마티, 남 카자흐스탄 주 

∙ (기술개발) 아스타나, 알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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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혁신활동 정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혁신개발연구기관을 설립하였고, 

정부 결정(2009.08)에 의해 국립혁신재단, 과학재단, 엔지니어링기술이전센터, 

‘KazAgroInnovachiya’ 등을 설립 

- 향후 카자흐스탄 국내에 풍력발전건설, 풍력발전을 위한 프로펠러 및 기타 풍력발전 관련 설비 공장 

설립 계획 

- Clean Technologies 재단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추진중이며,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법령 연구를 위해 1백만불의 교부금이 지원됨 

 

 

 

 

 

 

 

 

 

 

 

 

 

 

 

 

 

 

 

 

 

 

 

 

 

 

 

 

 

 

 

☞ 법률 및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개발의 지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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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ㅇ EBRD(2009)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ㅇ 현재(2013.10 월)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알마티주 산악지역에는 소수력 발전소 5 기를 설치하는 등 최근 2 년간 25 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진행 중이며, 2012 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임 
 

- 2013년 2월, 카자흐 산업신기술부는 2020년까지 1,000MW의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전체 전력 

생산량의 3%를 확보하고 풍력발전기 13기, 수력발전기 14기, 태양열 4기를 추진할 것이 라고 밝힌 바 

있음 
 

ㅇ 현재까지 19 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16 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30 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중임(2013 년 현황, 2014 년 4 월 파악자료) 

 

□ 수력 
 

ㅇ (잠재력) 카자흐스탄의 수력발전 잠재량은 연간 27~30TWh 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2011 년 발전량의 약 4 배에 가까운 양이며, 현재(2011 년 기준) 수력발전소를 통해 전체 

전력의 약 9%를 생산하고 있어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소수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력발전 잠재력은 CIS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력발전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최근에 건설된 모이나크 

수력발전소(2012.5월 준공)와 독립 이후에 건설된 술빈 수력발전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소련 

시절에 건설된 발전소이며, 600여 개 이상의 소수력발전소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폐쇄되어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카자흐스탄 대형 수력발전소 현황 > 

구분 
발전능력 

(MW) 

연간 발전량 

(GWh) 

기동시작 

(연도) 
위치 

부흐타르만 수력발전소 675 2,600 1996 이르티쉬강 

술빈 수력발전소 702 1,660 1994 이르티쉬강 

우스타카메노고르 수력전소 331.2 1,520 1959 이르티쉬강 

카프치가이 수력발전소 364 972 1971 일리강 

모이나크 수력발전소 300 1,027 2012 차륀강 

 
 

ㅇ (주요 지역) 동부의 IRTYSH 강 유역(Bukhtarma, Uba, Kurchum, Kardzhil)과 동남부지역의 

Ili 강 유역, 남부의 시르다리야강과 탈라스강, 추강 유역이 개발 잠재력이 큰 3 대 지역임 



  

72 

ㅇ (소수력) 소규모 수력발전 개발 프로그램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와 폐수방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물막이 시설뿐 아니라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에 따른 소규모 

수력발전소 추가, 그리고 전력시스템의 구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한 새로운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임 
 

- 수력에너지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는 소규모 수자원 이용 시 지방정부의 이익을 보전해 주고, 민간 

투자자들이 소규모 수력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단기 신용담보, 투자 프로젝트 실행 시, 세금면제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형태로 몇 개의 수백 

MW급의 발전소만을 건설하고 있으며, 소수력은 소수만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임 

*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수력발전소는 25MW 이하 

 

ㅇ (개발계획) ʻ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ʼ에서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과 

소수력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소의 현대화 등을 개발목표로 상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수력발전소인 오이나크 수력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소수력발전소로는 카라탈 

소수력발전소 4 호기가 완공되었음 
 

- 향후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15년까지 100MW 규모 이상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300GWh의 

전력을 생산을 계획임 

* 2012년 3월 한국남동발전/KONES 와 카자흐 ZHERSU가 알마티 지역 Koksu강 유역에 42MW 

수력발전소(Kyzylbulak GES) 건설 MOU 체결 

 

□ 풍력 
 

ㅇ (잠재력) 전 국토의 50% 이상이 풍속 4~5m/s(지상고도 30m 기준)이며 카스피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속이 6m/s 를 초과하기도 하는 등 풍력발전에 매우 적합하며 이론적 

잠재량은 929TWh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최적지) 구수도인 알마티로부터 동북부 600km 에 위치한 Djungar Gate, 알마티로부터 

동부 100km 지점의 Chilic corridor, 카스피해 연안지역과 수도인 아스타나 주변지역은 

풍력발전소 건설에 적합 
 

- 남동부 : 둥가르 관문, 알라콜 호수(Alakol Lake) 남쪽의 넓은 폭, 아스타나 시 지역의 Chu-Iliysky 산맥, 

잠불 지역의 Tien-Shan off spurs(Karatau 능선) 

- 서부 : 우랄 산맥 남부(Mugojar 산맥), 카스피해(Mangyshlak 반도) 

- 중앙 : Alytau 산맥 

* 둥가르 관문지역은 연간 평균 풍속이 10m/s(지상고도 50~60m)로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 적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칠릭 회랑지역은 평균 풍속이 여름에는 5m/s, 겨울에는 9m/s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스피해연안지역 및 아스타나 주변지역의 풍속은 5m/s 이상인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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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 계획 및 목표 

- ʻ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ʼ에서, 2015년까지 125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약 400GWh의 전력 생산을 목표 

- 2008년 UNDP와 GEF의 지원으로 ʻ국가 풍력발전프로그램ʼ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풍력발전으로 75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는 5,000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계획한 바 있음 

* 이를 풍력발전소 규모로 환산하면 2015년까지는 약 25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는 2,000MW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임 
 

- ʻ국가 풍력발전프로그램ʼ은 3단계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9000만kWh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2024년까지 50억 kWh를 생산할 계획 
 

∙ 1단계 : 둥가르 관문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5MW 시범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2009년에 시작되어 2010년 종료되었으며, 700만 달러 규모로 진행 되었음 

∙ 2단계 : 3억 7,500만불을 투자, 2011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300MW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Djungarian Gate(둥가르 관문)에 50~100MW, ShelekCoorridor(칠릭 

회랑)에 100~200,W, 망기스타우주의 세브첸코(Fort-Shevchenko) 지역에 50MW 등 10곳임(코트라 

2012.6월 자료) 
 

ㅇ 그러나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풍력발전 능력은 

500kW 에 불과(2011 년) 
 

ㅇ UNDP 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 개 지역을 조사하고 카자흐 최초의 풍력지도를 

작상하였으며, 6 개 지역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ㅇ Samruk-Energo 사는 잠빌 지역에 2 개의 풍력발전소(400MW 및 200MW) 건설로 

200 여개이상의 윈드타워 건설을 착수할 계획(2014.4 월 파악자료) 

 

□ 태양에너지 
 

ㅇ (잠재력) EBRD(2009)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일조량은 2,200~3,000 시간이며 연간 일사량은 

1,300~1,800kW/㎡로 태양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 잠재력은 

이웃국가인 투르크매니스탄에 비해 낮은 편임 
 

- 태양에너지 개발은 일사량 분포상 북부보다는 아랄해, 발하쉬 호수 등 남부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풍력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전 국토에 걸쳐 태양광 집적기 설치 등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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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현황) 태양에너지의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미미하며 관련 산업으로는 

태양전지의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건설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공장은 2012 년 하반기부터 연간 2,500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계획임 

- 2012년 12월 설립된 합작회사 아스타나 솔라사는 최초의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를 완공,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60MW~100MW에 달하며,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풍부한 실리콘을 

활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계획의 일환임 

* KOICA의 PPP사업(대성에너지와 공동 추진, 사업비 16억원)으로 알마티 인근 오지마을(사리불락)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2012.6월에 준공 

   

□ 바이오매스 
 

ㅇ (잠재력) 카자흐스탄의 삼림 면적은 1,000 만 헥타르로 전 영토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곡 작물로부터 밀짚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바이오매스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함 
 

- 1990년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용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의 잠재량은 20만톤 이상이며, 짚도 

3,700만톤 이상 생산되며 약 87GWh 이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 
 

- 또 다른 자원으로, 농축산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가스를 들 수 있는데, 소 분뇨에서 생산 가능한 

메탄자원은 연간 8만 5,000톤 혹은 52toe로 추산되며, 공공시설의 하수처리를 통해 생산 가능한 

메탄은 3,000톤 혹은 1.8toe로 추산 
 

ㅇ (개발계획) 2011 년 에너지용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밀짚에 관한 

것이었으며,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밀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된바 있음 

 

 

 

 

 

 

 

 

 

 

 

 

 

 

 

☞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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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 보조금 제도 
 

ㅇ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 효율화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시 

※ 동 법령은 1997년 제정되어, 2003년/2007년 각각 개정됨 
 

- 동 법률에서 ‘에너지 절감펀드’를 조성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인/개인에 보조금 지급을 규정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절차,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후속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우즈벡전력공사 및 의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1.11월 우즈벡전력공사(Uzbekenergo)는 타쉬켄트공대내 재생에너지 및에너지 절 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개설 계획을 발표 
 

- 2011.12월 ‘Adolat'당 및 ’Eco-movement' 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전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등 기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기업연합’ 

및 동 단체 산하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였음 
 

- 2012.2월 의회 ’Eco-movement' 단체, 내각과학기술발전위원회, 경제연구소, 상공회의소 및 

‘재생에너지기업연합’산하 과학기술센터는 우즈벡내 신재생에너지법안 마련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동 

법안이 우즈벡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 

 

□ R&D 지원 
 

ㅇ 현재 정부나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R&D 투자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제기부펀드(international donor fund) 유치를 위한 우즈벡 정부 

프로그램(2010-2011)에 재생에너지 도입 및 R&D 관련 14 개과제 (약 14.8 백 만불)가 

포함된 것이 주목되며, 주요과제는 아래과 같음 
 

-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0.9백만불) 
 

- 폐기물의 혼합비료화(composting) 기술 개발(1.8백만불) 
 

- 열분해기술(pyrolysis) 도입을통한폐기물활용, 바이오연료/비료생산(0.3백만불) 
 

- 난방(heating)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0.1백만불) 

 

 

☞ 법률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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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 태양에너지 
 

ㅇ UNDP 는 태양에너지는 가장 유망한 분야로서 잠재 생산 가능량이 509.7 억 TOE, 기술적 

생산 가능량이 1.76 억 TOE 에 달한다고 평가 
 

- 지역별로 보면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이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 
 

ㅇ 우즈벡 R&D 센터인 “Eco-Energy"(국가환경보호위원회 산하)에 따르면, 벽촌지역에 총 용량 

30kW 의 약 100 여개의 태양광 독립 발전시스템(solar photovoltaic station)이 있음 
 

- 또한, 약 50,000㎡ 지역에 태양열 온수시스템(solar heating system)을 갖추고 있음(약 1,000개) 

 

ㅇ 국제기구 지원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로는 ADB 가 지원하는 2 개의 우즈벡 태양에너지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시행 중 
 

- 2012.2.16 태양에너지연구소(International Solar Energy Institute)설립 협정(사업비:22.5만불, 승인일: 

2011.8.15)이 체결되어 태양에너지 연구 부문 허브 역할 기대 
  

-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예산:150만불, 승인일:2011.12.6)에 따라 우즈벡 전지역의 태양에너지 

잠재력을 평가하며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60MW급 시범발전소를 5~6곳에 건설하게 됨 
 

 ※ 동 사업들은 2011.5월 타쉬켄트 ADB 43차 연차회의 ‘Rajat Nag' 국장이 제안한 

아시아태양에너지이니셔티브(Asian Solar Energy Initiative)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ADB에서는 

2013년까지 22.5억불을 지원, 3,00MW 규모의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임 
 

ㅇ 이외에도 2012 년 우즈벡전자산업협회의 ‘Doichi Cable'사에서 태양에너지용 케이블 생산 

사업(총사업비: 28 백만불) 및 타쉬켄트 시청의 가로등 절전 기술 도입 사업(총사업비: 

19 백만불)이 시행될 예정임 

 

< 정부 추진 투자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용량 
추정사업비 

(백만불) 
사업기간 

2011-2015 산업화 추진 프로젝트 

태양광 모듈 생산 500kWt 4.5 2012-2014 

태양광 온수기 생산 1 만개 2.5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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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ㅇ 우즈벡은 지리적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바람의 속도가 낮고 변화가 심하나 (계절적 성격),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기(generators)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바람속도를 갖고 있는 

지역도 있음 
 

- 우즈벡은 타쉬켄트 근교 TV/라디오 방송국에 풍력발전시설을 갖춘 경험이 있음(태양열 혼용, hybrid 

solar and wind-powered facility) 
 

ㅇ 2011~2015 년간 우즈벡전력공사는 타쉬켄트주에 풍력발전기(0.75MW)을 건설, 연간 

128 만 k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사업비(287 만불)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연간 

0.4 백만㎥ 규모의 천연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수력 
 

ㅇ UNDP 에 따르면 잠재력이 880 억 kWh(9.2 million TOE)에 달하며, 기술적 가능용량도 

27.4billion kWh(1.8 million TOE)에달하나, 현재기술적가능용량의 약 30%만 활용되고 있음 
 

- 1995년도에 채택된 소수력 발전소 개발계획에 따르면 약 14개소를 건설하여 약 연간1.3 billion kWh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그 실행은 매우 더딘 상황임 
 

ㅇ 2011.10 월 우즈벡전력공사(Uzbekenergo)는 2011-2015 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HPS 

건설/현대화 관련 11 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ㅇ 현재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는 소수력 발전(HPS)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2012-2014년, 우즈벡전력공사(Uzbekenergo), 중국 투자자와 함께 'Kamolot' HPS 건설계획(8 MW) 
 

- 2011~2015년, 우즈벡전력공사(Uzbekenergo), 차르박(Charvak) HPS 현대화 추진(+45MW, 총사업비 

49.9백만불) 
 

- 2012~2016년 농수자원부, 타쉬켄트주 캄칙(Kamchik) HPS 건설(18MW, 총사업비 45.5백만불) 및 

투팔란(Tupalan) HPS 현대화(+4.3억kW, 총사업비 1.21억불) 사업 등 추진 중 

 

 

 

 

 

 

 

 

 

 

 

☞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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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르크메니스탄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산간 및 사막의 소규모 

촌락 지역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기본 방향 
 

-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반도의 2.2배에 달하는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5백만명에 

불과하며, 전력 공급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산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사막지역 거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 온수 공급, 

지하수의 담수화를 통한 음용수 공급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무 이행 차원에서 

“2010∼2030 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 평가 및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관련, 국가내 각기 다른 분야간 적응성 확보 계획과 이행 및 결과 평가 
 

- 교토 의정서상의 유연성에 기초한 잠재 역량 확보 
 

- 친환경개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위한 정부기관 설치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 6 월 과학아카데미를 신설하면서 산하기관으로 “태양 연구소”등을 

설치하여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추진 
 

- “태양 연구소”의 경우 종전에 민간차원에서 “연구협회”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기관을 과학아카데미 

신설과 동시 동 기관의 산하기관 형태로 전환하여 관련 시범 사업을 전액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총 3 단계에 걸쳐 확대할 계획 
 

- 1단계에서는 2015년까지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2단계인 

2020년까지와 3단계인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 및 안정화 한다는 계획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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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 태양에너지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 중 태양에너지 발전에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국경에 맞닿아 있는 동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에 

가장 풍부하며 이는 구소련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투르크멘아바트 지역의 연간 직달일사량(Direct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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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는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 

 

< 투르크메니스탄 직달일사량 분포도 > 

(단위:kWh/㎡/일) 

 
자료: EBRD(2009) 

 

ㅇ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가구 54)에게 에너지와 담수를 공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이동형 태양 및 풍력 복합 발전시스템(4kW)급을 시범 공급한 바 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비도시 지역에 가스관이나 전력망 건설 등 값비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소규모의 태양 및 풍력 복합 발전시스템을 공급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려 하고 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에너지 다음으로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은 없음 

 

 

☞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유리한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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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가. 타지키스탄 
 

ㅇ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현재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음 
 

□ 수력발전은 타지키스탄의 주요 전력공급원 
 

ㅇ 타지키스탄은 고산지대가 많아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생산능력은 낮은 수준임 

- 수력에 의한 연간 전력생산능력은 527TWh로서 추정되는 잠재적인 수력발전능력 4만MW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투자 인프라 부족과 외국인투자가 부진하여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임 
 

ㅇ 수력발전은 남부의 Panj 강, 동부의 Gunt 강과 Bartango 강, 중서부의 Kafirnigan 강과 

Vakhsh 강 등을 바탕으로 전국에 총 10 여 개의 대형 수력발전소(총 생산능력 약 

4,040MW)가 가동 중 
 

- 타지키스탄의 최대 수력발전소는 Vakhsh 강 유역에 위치한 ‘누렉(Nurek) 발전소’임 누렉발전소는 

1970~80년대에 건설되었고 용량 3,000MW급(연간 발전량 112억 kWh)으로 전체 전력의 약 70% 공급 
 

- 타지키스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하는 발전소는 현재 ‘로군 수력발전소’로 발전용량 

3,600MW에 달하는 대형 수력발전소임 

 

 

< 2009 년 기준 타지키스탄 주요 수력발전소 현황 > 

발전소명 위치(강) 수용량(MW) 

Nurek Vakhsh 3015 

Baipaza Vakhsh 600 

Golovnaya Vakhsh 210 

Kairakkum Syrdarya 126 

Perepadnaya Vakhsh 24 

Centralnayay Vakhsh 15 

Varzob II Varsob 14.4 

Pamir Gunt 14 

Khorog Gunt 10 

Varzob I Varsob 7.5 

Varzob III Varsob 3.5 

     자료: AD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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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기준 타지키스탄 향후 수력발전소 계획 > 

발전소명 현황 위(강) 수용량(MW) 

Dashtijum 건설 예정 Panj 4,000 

Rogun 일부 건설 Vakhsh 3,600 

Shurob 건설 예정 Vakhsh 750 

Sangtuda Ⅰ 일부 건설 Vakhsh 470 

Kaphtarguzar 건설 예정 Obikhingou 650 

Sangtuda Ⅱ 일부 건설 Vakhsh 220 

합계   9,690 

자료: ADB(2009) 

 

 

□ 신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관심은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및 도입은 부진 
 

ㅇ 타지키스탄의 페드첸코나 안조프 같은 고원지역에서 부는 바람(평균 풍속 약 5~6m/s)은 

풍력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ㅇ 농업 폐기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최근 독일의 비정부기구인 ‘Germain Agro Action’이 지역 NGO단체와 연계하여 타지키스탄의 

농촌지역에서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음 
 

-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가장 유망한 것이 면화 부산물이며, 전력 생산량은 연간 약 20억KW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수력발전이 국가 전력 생산의 중심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적극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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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르기스스탄 
 

ㅇ 키르기스스탄은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현재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잠재력만 있을 뿐 도입은 전무한 상황 
 

□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공급원은 수력발전 
 

ㅇ 키르기스스탄은 8 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독토굴(Toktogul) 호수 직하류에 

위치한 발전소(5 개소)에서 키르기스스탄 전체 전력의 90% 이상이 생산 
 

- 최근 3년간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강우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력생산에 큰 차질을 빚음 

- 소수력발전은 11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40MW임 
 

ㅇ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에너지전략(2008)에 따라 5 개의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추진 중 
 

< 2009 년 기준 키르기스스탄 주요 수력발전소 현황 > 

발전소명 위치(강) 수용량(MW) 

Toktogul HPS Naryn 1,200 

Kurpsai HPS Naryn 800 

Tashkumyr HPS Naryn 450 

Shamaldysai HPS Naryn 240 

Uchkurgan HPS Naryn 180 

Karbulak HPS Naryn 149 

Karabulun HPS Naryn 163 

At-Bashy HPS Naryn 40 

합계  3,232 

     자료: ADB(2009) 

 

□ 신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관심은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 및 도입은 부진 
 

ㅇ 키르기스스탄은 풍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비슈케크의 북부지역 같은 경우 초속 6m/s의 강력한 바람이 붐 

- 풍력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연간 9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Chuisk, 남쪽의 Osh, Issyk- Koul, 서쪽의 Djelal-Abad 지역이 풍력발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 
 

ㅇ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토지 점유율은 농업토지의 50% 이상을 차지, 

배출되는 가축 폐기물은 연간 약 2,500 톤으로 추정되어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가능 
 

- 이를 통해 연간 약 500만톤의 비료와 200만㎥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태양열 에너지의 평균 연간 생산량은 제곱미터당 1,500~2,500kWh, 연간 일조시간은 대략 

2,600 시간으로 태양에너지가 풍부한 편 

☞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부진하고, 수력발전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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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너지자원 부국과 빈국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필요 
 

ㅇ 에너지자원 부국과 빈국간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도 

차이가 있음 
 

- 에너지자원 부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대처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 빈국은 국가 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별 잠재력과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 필요 
 

ㅇ 각 국가별로 지형 및 기후 특성에 따라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 중 

잠재력이 상이하며, 개별 국가들이 고려하는 우선 순위에도 차이가 있음 
 

-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가 개발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처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력을 고려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사막기후의 특성상 태양에너지와 풍력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내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을 추진 

 

□ 선진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대한 경쟁의 한계에 해결 필요 
 

ㅇ 한편,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은 경제제재의 영향과 함께 이란의 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경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경쟁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인프라 건설을 묶어 Package 

Deal로 진출하거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개발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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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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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  우즈베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ww.mfa.uz)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www.mineconomy.uz)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무역부 (www.mfer.uz)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eiu.com 

국내 정보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http://www.cci.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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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구분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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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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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부 

국내 정보처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키르기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스스탄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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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RCC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석유가스산업 로컬 콘텐츠 2(Local Contents) 정책 도입 
 

ㅇ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차관은 2015 년 6 월까지 석유가스산업에 대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현지화하는 “로컬 콘텐츠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 정책이 확정되기 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전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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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3046&ARTICLE_SE=20302 

 

 

▐  에티오피아  

 

□ 전력난 발목 잡는 에티오피아 에너지 정책 
 

ㅇ 국영기업인 에티오피아전력(EEPCO)의 발전부문(Ethiopian Electric Power, EEP), 송배전 

부문(Ethiopian Electric Service, EES) 분리 3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선점 없음 
 

- 에티오피아 의회 및 정부부처의 관련 법률 처리가 늦어져 에너지 개발 관련 계약 체결 및 

사업진행을 방해 
 

- 민자발전사업체(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에 발전, 송전, 수입 및 수출 권한을 주는 

에너지법 개정안 역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못해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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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4166&ARTICLE_SE=20302 

☞ http://addisstandard.com/ethiopia-splits-state-owned-giant-public-utility-into-two/ 

  

                                           
2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s): 생산 및 판매의 현지화 
3 3년간의 해외 컨설팅 업체의 사전조사 결과 국제적인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에티오피아전력의 송배전 

부문을 발전부문과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30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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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0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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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1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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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166&ARTICLE_SE=20302
http://addisstandard.com/ethiopia-splits-state-owned-giant-public-utility-into-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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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집권여당(PDP) 대선 홍보전 돌입 
 

ㅇ 2015 년 2 월 14 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이지리아의 집권당인 PDP(People’s 

Democratic Party)는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 

- 지난 15 년간 전력, 통신, 철도 등 경제분야에서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당이 

집권할 경우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예상됨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

02&MENU_STEP=3&ARTICLE_ID=5023913&ARTICLE_SE=20302 

 

 

▐  케냐 
 

□ 케냐 1 만 km 도로포장 사업 진행중 
 

ㅇ 케냐 정부는 향후 5 년간 총 1 만 km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 중이고, 총 공사비용은 약 

34 억 달러로 예상됨 

- 총 3 단계로 1 단계는 2000km 간선 도로공사, 2 단계는 추가 3000km 도로공사 (20% 고속도로, 80% 

간선도로), 3 단계는 5000km 도로공사 (20% 고속도로, 80% 간선도로) 

- 2015 년 2 월 1 단계 착공 예정이며, 1 단계 시공사는 입찰 완료상태 (매 단계 완공 후 다음단계 

입찰) 

- 1 단계 사업 중 현지기업 참여 저조로 불만 고조, 이에 2014 년부터 해외기업의 케냐 인프라 사업 

수주 시 30% 현지기업 재하청 법으로 강제 

☞ 

http://meka.kotra.or.kr/ma/overmarket/MAOMAL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CMMDY_CATE_CD=00000

&SCH_NATION_CD=&SCH_TRADE_CD=&selNationCdTmp=1039610&selAreaCdTmp=101116&SCH_START_DT=&SCH_END_DT

=&RowCountPerPage=10&ALL_YN=&BBS_ID=10&MENU_CD=M10151&UPPER_MENU_CD=M10150&MENU_STEP=3&Page=3

&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22869&ARTICLE_SE=&SCH_AREA_CD=10012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 전력난으로 LED 제품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2012 년부터 2014 년 하반기까지 전력난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두 차례에 걸쳐 순환 전력 

공급을 시행하는 등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태양광 발전단지 및 LED 제품 사용으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 노력 중 

- 중국산 및 국산 LED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현지 업체가 많으나 남아공 내에도 LED 제조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음 

- 국내 업체 진출 시 남아공 표준 규격청(SABS) 규격 확인 필요 (KOTRA 남아공 무역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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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39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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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9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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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913&ARTICLE_SE=20302
http://meka.kotra.or.kr/ma/overmarket/MAOMAL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CMMDY_CATE_CD=00000&SCH_NATION_CD=&SCH_TRADE_CD=&selNationCdTmp=1039610&selAreaCdTmp=101116&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ALL_YN=&BBS_ID=10&MENU_CD=M10151&UPPER_MENU_CD=M10150&MENU_STEP=3&Page=3&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22869&ARTICLE_SE=&SCH_AREA_CD=10012
http://meka.kotra.or.kr/ma/overmarket/MAOMAL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CMMDY_CATE_CD=00000&SCH_NATION_CD=&SCH_TRADE_CD=&selNationCdTmp=1039610&selAreaCdTmp=101116&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ALL_YN=&BBS_ID=10&MENU_CD=M10151&UPPER_MENU_CD=M10150&MENU_STEP=3&Page=3&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22869&ARTICLE_SE=&SCH_AREA_CD=10012
http://meka.kotra.or.kr/ma/overmarket/MAOMAL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CMMDY_CATE_CD=00000&SCH_NATION_CD=&SCH_TRADE_CD=&selNationCdTmp=1039610&selAreaCdTmp=101116&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ALL_YN=&BBS_ID=10&MENU_CD=M10151&UPPER_MENU_CD=M10150&MENU_STEP=3&Page=3&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22869&ARTICLE_SE=&SCH_AREA_CD=10012
http://meka.kotra.or.kr/ma/overmarket/MAOMAL0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CMMDY_CATE_CD=00000&SCH_NATION_CD=&SCH_TRADE_CD=&selNationCdTmp=1039610&selAreaCdTmp=101116&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ALL_YN=&BBS_ID=10&MENU_CD=M10151&UPPER_MENU_CD=M10150&MENU_STEP=3&Page=3&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22869&ARTICLE_SE=&SCH_AREA_CD=10012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39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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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914&ARTICLE_SE=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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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탄자니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자 모집 
 

ㅇ Norwegia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Norges Vel)와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IMED)4의 지원으로 Tanzania Renewable Energy Business Incubator(TAREBI) 5를 

발족,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 TAREBI 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농촌 지역의 전력접근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역할 
 

☞ http://allafrica.com/stories/201412080115.html 

 

 

▐  에티오피아  

 

□ 중국의 對 탄자니아 투자 가속화 및 탄자니아의 親 중국 경제 개발 
 

ㅇ 중국의 탄자니아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탄자니아 부총리는 방중 

연설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유치 의사를 밝힘 
 

- 중국은 탄자니아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해외투자자본 
 

- 중국과 탄자니아의 무역은 지난 10 년간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3 년 21 억달러를 달성 
 

- 탄자니아 주요 인프라 건설 또한 중국계 기업이 대부분 
 

☞ http://allafrica.com/stories/201412020245.html 

 

 

▐  나이지리아 
 

□ German Development Bank(KFW),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 억달러 배정 6 
 

ㅇ 나이지리아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자금 5 백만유로 추가 지원 
 

☞ http://www.tribune.com.ng/news/news-headlines/item/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

nigeria/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nigeria  

                                           
4 탄자니아 기반의 인력개발 업체로 한국의 ‘한국능률협회’와 같은 역할을 함 
5 비영리기관의 성격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 및 발전을 지원 
6 현재 기금운용기관에 대해 알려진바 없으며, 나이지리아 전력부(Ministry of Power)와 협력 중으로 파악됨 

http://allafrica.com/stories/201412080115.html
http://allafrica.com/stories/201412020245.html
http://www.tribune.com.ng/news/news-headlines/item/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nigeria/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nigeria
http://www.tribune.com.ng/news/news-headlines/item/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nigeria/23249-german-bank-earmarks-200m-facility-for-renewable-energy-in-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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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 케냐정부, 아프리카 최대 풍력발전 프로젝트 계획 
 

ㅇ 덴마크의 Vestas 社, 케냐 정부로부터 365 기의 터빈엔진(310MW 급) 계약을 수주 
 

- 완공 시 15 ~ 20%의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공급 가능 
 

☞ http://www.csmonitor.com/Environment/Energy-Voices/2014/1218/Kenya-to-build-Africa-s-largest-wind-project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공, 1,000MW 급 신재생에너지 계약 발표 
 

ㅇ REIPP 7  4 차 공모를 통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함 
 

- 동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2 년 이내에 건설을 완료하고, 2017 년 첫 발전 및 송전을 

실시해야 함 
 

- 요하네스버그 BioTherm, 이탈리아 Enel Green Power, 캐나다 Sky Power, 유럽연합 Mainstream 

Renewable Power, 남아공 Mulilo 등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됨 
 

☞ http://af.reuters.com/article/investingNews/idAFKBN0JQ19W20141212 

 

  

                                           
7 REIPP –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http://www.csmonitor.com/Environment/Energy-Voices/2014/1218/Kenya-to-build-Africa-s-largest-wind-project
http://af.reuters.com/article/investingNews/idAFKBN0JQ19W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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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Power & Energy Africa 2015, 탄자니아 다레살람 개최 
 

ㅇ 2015 년 8 월 27 일 ~ 29 일까지 탄자니아 다레살람 Mlimani Conference Centre에서 Power 

& Energy Africa 전시회가 Expogroup8 주최로 개최 
 

- 22 개국에서 전시업체가 참가하며, 아프리카 12 개국이 참가 예정 
 

-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태양열 발전기, 송전 및 변압기, 발전부품, 에너지효율 및 절약기기, 태양광 

제품 등 
 

☞ http://www.expogr.com/tanzania/powerenergy/index.php 

 

 

▐  에티오피아  
 

□ Africa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Summit,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개최 
 

ㅇ 2015 년 4 월 27 일 ~ 29 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African Union Conference 

Center에서 Entico9 주최로 Africa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Summit이 개최 
 

- ICT, 에너지, 수자원, 농업 및 식량안보, 교통인프라에 대한 주제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90 여명의 

장관과, 500 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 
 

☞ http://www.enticoevents.com/acris/ 

 

 

▐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Oil & Gas Conference & Exhibition, 나이지리아 Abuja 개최 
 

ㅇ 2015 년 3 월 16 일 ~ 19 일까지 나이지리아 Abuj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및 

힐튼호텔에서 CWC group10 주최로 나이지리아 Oil & Gas Conference & Exhibition이 개최 
 

- 나이지리아 석유, 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주제로 정부기관, 해외 및 나이지리아 에너지기업들이 

참여할 예정 
 

☞ http://www.cwcnog.com/ 

                                           
8 Expogroup – 중동 및 아프리카 기반의 전시업체로 자동차, 건축, 식량, 기계, 의료기기, 정보통신, 에너지, 석유 및 가스 등 다양

한 분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 
9 Entico – 영국기반의 국제회의 기획사로 UNFCCC등 국제기구와 함께 전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 
10 CWC group – 영국 기반의 에너지 및 인프라 전문 국제회의, 전시 기업 

http://www.expogr.com/tanzania/powerenergy/index.php
http://www.enticoevents.com/acris/
http://www.cwcnog.com/


  

91 

▐  케냐 
 

□ Africa Future Energy Forum, 케냐 나이로비 개최 
 

ㅇ 2015 년 3 월 18 일 ~ 19 일까지 Global Energy Initiative 와 MCI-Middle East 의 공동주최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Unlocking Africa’s Energy Potential’을 주제로 개최 
 

- 에너지안보, 에너지분야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향, 우수사례 발표 등에 다양한 주제로 

진행 
 

☞ http://africafutureenergyforum.com/index.php 

 

 

▐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ern African Solar Energy Conference,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 

개최 
 

ㅇ 2015 년 3 월 11 일 ~ 13 일까지 제 3 회 Southern African Solar Energy Conference 가 

Pretoria 대학교의 후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Kruger 국립공원 Skukuza Rest Camp 내 

Conference Centre 에서 개최 
 

- 태양에너지 연구 및 개발 전 분야에 걸쳐 논의될 예정 
 

☞ http://edas.info/web/sasec2015/ 

 

  

http://africafutureenergyforum.com/index.php
http://edas.info/web/sasec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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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국의 동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견제 필요 
 

ㅇ 탄자니아 및 에티오피아에 대한 중국의 무역, 원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에너지관리, 에너지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 

 

□ 남아공의 에너지 다양화 정책에 따른 대응 필요 
 

ㅇ 전력난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지체됨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남아공 에너지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점검 필요 
 

ㅇ 미국, 중국 등의 셰일가스 개발과 OPEC 의 경쟁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임 
 

ㅇ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ㅇ 기존에 계획된 정책 및 프로젝트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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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풍부한 석탄자원으로 총 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지만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 

ㅇ 전력소비 증가에 비해 발전용량 증가속도가 더뎌 대규모 정전위험 존재, 2030 년까지 현 

44GW 규모의 발전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함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 확인 및 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풍부한 석탄자원에 비해 부족한 석유 및 가스 자원 
 

- 아프리카 총 석탄 매장량의 95% 보유 
 

- 세계 9 위의 회수가능 석탄자원 
 

- 2012 년 총 에너지 소비의 70%가 석탄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2 년 말 기준 44GW 
 

- 화력 93%, 원자력 5%, 수력 2% 

 

< 남아공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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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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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6%, 22%, 36%를 

차지(‘10 년 기준) 
 

-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많은 부분 차지하며, 가정용은 바이오매스, 산업용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포함)을 통해 공급 
 

Table 1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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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36%), 산업(36%), 교통(2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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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개요 
 

ㅇ 에너지 정책 및 자원 탐사•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며, 5 개의 에너지 공기업과 기관을 

관리•감독 
 

ㅇ DOE 산하 공기업 및 기관은 아래와 같음 
 

- National Nuclear Regulation 
 

- 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 Central Energy Fund Group 
 

- Nuclear Energy Corporation of South Africa 
 

- The Petroleum, Oil and Gas Corporation of South Africa 

 

2) 에너지부 조직도 

 

 
Figure 1 남아공 에너지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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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ㅇ 에너지부문을 규제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1995 년 전력부문 규제국으로 설립, 2004 년 

‘에너지규제법’에 따라 석유•가스부문으로 규제범위 확대 
 

ㅇ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수송망도 담당 
 

- 2006 년 제정된 ‘전력규제법’에 따라 전력부문 관리 
 

- 2001 년 제정된 ‘가스법’에 따라 수송망을 포함한 가스부문 관리 
 

- 2003 년 제정된 ‘송유관법’에 따라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망 관리 
 

- 전력요금 승인, 전력서비스업체 인허가, 전력서비스 품질 관리 

 

□ 기타 기관 
 

ㅇ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 – 광물자원 정책 총괄 
 

ㅇ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Tourism – 에너지환경정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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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본방향 
 

ㅇ 남아공의 에너지 정책은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사라지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함 
 

- 1998 년 ‘에너지정책백서(White Paper on Energy Policy of South Africa)’가 발표되었고, 2008 년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이 제정됨 
 

- 에너지정책백서를 통해 주변국들을 통한 에너지공급 다변화 확보와 지역간 에너지거래 확대 등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조 
 

- 2007 년부터 전력공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부가 대응책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함, 

이에 2014 년 새로운 에너지정책백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공표된바 없음 
 

- 2008 년 제정된 국가에너지법에서는 DOE 에 자국의 다양한 에너지자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 DOE 는 2003 년부터 ‘통합에너지계획(Integrated Energy Plan)’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 년 1 차 ‘통합자원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 2011 년에 

전력에 초점을 맞춘 2 차 IRP 를 수립함 
 

- 1 차 IRP 는 2010~2013 년까지의 에너지 공급계획을 다루고 있어, 2010 년~2030 년 장기 

공급계획을 다루는 2 차 IRP 와 구분됨 
 

- 2 차 IRP 는 2030 년까지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에너지믹스 다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공급 안정,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개발 및 통합 등을 목표로 함 
 

- 2 차 IRP 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현재 44GW 규모의 발전용량을 2030 년 89.5GW 로 확대할 

계획임 
 

- 남아공 정부는 2030 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9.6GW, 석탄 발전용량 16.4GW, 가스 발전용량을 

7.4GW 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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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탄 
 

ㅇ 남아공은 아프리카 석탄 매장량의 95%, 세계 9 위의 회수가능 석탄자원을 보유 
 

- 2012 년 말 기준 302 억 short tons 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Figure 2 세계 석탄 매장국가 순위11 

 

ㅇ 2012 년 기준 총 석탄 생산량은 288 million short tons (MMst) 이고, 총 소비량은 202 

MMst 
 

ㅇ 주로 스와질랜드 동부의 Witbank, Highveld, Ermelo 탄광에서 채굴 
 

 
Figure 3 남아공 석탄 생산 및 수출 동향12

 

 

                                           
11 BP (201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12 BP (201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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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아공의 석탄 수출규모는 2012 년 기준 70MMst 이고, 2015 년까지 수출 규모를 15MMst 

증대시키려 함 
 

- 이에 따라 Richard Bay 석탄수출터미널을 확장하고, Majuba 석탄발전소와 Ermelo 석탄 

매장지역을 연결하는 석탄수송용 철도(63km)를 건설하고 있음 
 

- Majuba-Ermelo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2010 년 Worldbank 의 차관 37 억달러로 수행 중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기반의 화력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 2012 년 2 월 국가기후변화대응백서를 발표하고 2015 년 1 월부터 탄소세 부과 계획, 톤당 약 

13 달러 예정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과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을 통해 석탄사용 효율화를 

도모하려 함, 이를 통해 202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BAU 대비 34%, 2025 년까지 42% 

감축하는 목표 설정 
 

□ 석유 및 천연가스 
 

ㅇ 남아공은 석유•가스 매장지 탐사•개발을 촉진하여 해외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ㅇ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에너지 수입 비중을 줄이고,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인접국으로부터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함 
 

ㅇ 현재 가스는 에너지믹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아공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스사용을 증대시키려 함 
 

- Petro SA 는 자국의 F-A 해상가스전 개발에 1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Coega 지역에 LNG 

수입터미널도 건설할 계획 
 

- 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자국 내 셰일가스 탐사중단 조치를 2012 년 9 월 해제하고, 셰일가스 

개발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함 
 

* Karoo 분지에 약 40Tcf 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1 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일시중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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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남아공 정부는 2001 년 ‘통합국가전력화프로그램(Integrated National Electrification Programme)’을 

통해 340 만 가구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발표, 2014 년까지 전력보급률을 92%로 증대코자 함 
 

ㅇ 정부는 전력부문에서 국영기업 Eskom 의 비중(총 발전량의 95% 담당)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려 함 
 

- 신규 건설되는 발전용량의 30% 정도가 민간투자자에 의해 건설될 것으로 전망 
 

ㅇ 정부는 독립시스템시장운영자(Independent System and Market Operator)법을 실행함으로써, 

발전부문을 민영화하고 민자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력구매를 증대하려 함 
 

ㅇ 남아프리카전력공동체(South African Power Pool)를 통해 주변국들과 전력거래를 증대시키려 하며, 

현재 모잠비크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DR 콩고와 Inga 수력발전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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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남아공은 2003 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정책백서(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 이후 

이렇다 할 신재생에너지 잠재성 평가 및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2 차 IRP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임 
 

ㅇ 태양에너지 
 

- 2011 년 남아공 정부는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MoU 를 체결하여 

2012 년부터 Solar Energy Technology Road Map(SETRM)을 개발 중  
 

- SETRM 을 통해 2030 년에서 2050 년까지 태양에너지를 남아공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 
 

- 총 4 가지 하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 중 (Solar PV&CPV, Concentrated Solar Power, Solar 

Heating and Cooling, High Temperature Solar Energy) 
 

 
Figure 4 남아공 태양에너지 분포도13 

 

  

                                           
13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2003) 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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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력에너지 
 

- 현재 2 곳의 수력발전소(Gariep, Vanderkloof)를 운영 중 
 

- 남아공 내 21 곳의 댐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 타당성 조사 이후 IPP 프로그램(Independent Power Producers Programme)을 통해 입찰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 
 

Table 2 남아공 수력발전소 현황 

발전소 명 Gariep Vanderkloof 

발전기 수량 4기 2기 

발전기 당 최대 전력생산용량 90MW 120MW 

발전소 최대 전력생산용량 360MW 240MW 

 

 
Figure 5 남아공 수력에너지 분포도14 

 
 

  

                                           
14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2003) 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 



  

103 

ㅇ 바이오매스 
 

-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및 풍부한 바이오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액화 바이오연료를 통해 수송부문의 

연료 다양화를 계획 중 
 

Table 3 남아공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셀룰로오스 에탄올 상업화 
제분 및 발효 공장의 잉여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제조 

기술 개발 

Makana Mobile 바이오에탄올 시스템 바이오에탄올 제조를 위한 소규모 사탕무 농장 활용 

바이오매스 직접용해를 통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연료화 

광학생물반응장치를 통한 조류의 최적 수준 조절 시스템과 

자체적 영양 공급 및 순환 기술 개발 
 

 
Figure 6 남아공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포도15 

 

  

  

                                           
15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2003) 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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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에너지 
 

- 2009 년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의 후원과 UNDP 의 협조로 남아공풍력에너지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풍력 에너지 지도 제작에 착수 
 

- Northern Cape, Western Cape 와 Eastern Cape 에 걸쳐 10 개의 마스트와 테이터 수집 시스템이 

설치되어 총 4 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도가 제작됨 
 

- 향후 남아공기상청(South African Weather Service), 케이프타운대학(University of Cape Town), 

과학산업연구센터(Center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남아공 국가에너지개발연구소(South 

African National Energy Development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 
 

 
Figure 7 남아공 풍력에너지 분포도16 

 

  

                                           
16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2003) 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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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남아공 정부는 2003 년 ‘신재생에너지정책백서(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를 

발표하고, 2030 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10TWh 로 정한 바 있음 
 

ㅇ 2 차 IRP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현재 36MW 에서 2030 년까지 추가로 17.8GW 

증대될 예정 
 

ㅇ 풍력발전용량을 2030 년까지 9.2GW 로 증대시키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2008 년 

‘남아공풍력에너지프로그램(South African Wind Energy Programme)’을 발표, 정부지원을 

증대시키고 있음 
 

ㅇ 2008 년 ‘태양열온수프로그램(Solar Water Heating Programme)’을 발표, 각종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태양열온수산업을 발전시키려 함 
 

- 2013 년 1 월, 약 30 만개 이상의 태양열 온수기 설치 
 

- 2014 년까지 100 만개, 2020 년까지 560 만개로 증대 전망 
 

ㅇ 2 차 IRP 를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사업자 육성을 위한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REIPP)’ 프로그램을 마련 
 

- 민간부문에서 2016 년까지 3.7GW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0 년까지 3.2GW 의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ㅇ REIPP 는 5 차에 걸친 입찰을 통해 민간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Eskom 과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하도록 하였음 
 

- 2011 년 12 월 1 차 입찰을 실시하여 28 개 민간사업자(총 1,416MW 규모) 선정 
 

- 2012 년 5 월 2 차 입찰을 통해 19 개 민간사업자(총 1,044MW 규모) 선정 
 

- 2013 년 8 월 3 차 입찰을 통해 총 1473MW 규모의 사업자 선정 중 
 

- 2015 년 초 4 차 입찰 대상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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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가장 발전된 국가 
 

ㅇ GDP 기준 세계 34 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발전된 국가로 전력보급률 및 

에너지 소비구조가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큰 차이를 보임 
 

ㅇ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상황과 우수한 노동생산성으로 에너지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 낮음 

 

□ 다양한 정책에 비해 부족한 실행능력 
 

ㅇ 에너지정책백서, 국가에너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된 

결과가 미미한 수준 
 

ㅇ 풍부한 석탄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적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가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함 
 

ㅇ 하지만, 현재 공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는 동부아프리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ㅇ REIPP 사업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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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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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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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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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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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프리카공화국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Eskom 

국가에너지규제청 (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해외 정보처 
Energypedia <www.energypedia.info> 

IRENA <www.irena.org> 

국내 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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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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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네모파트너즈NEC 

 

 

1. 주요 동향 
 

▐  페루  

 

□ 페루, 3년 연속 에너지 경쟁력 국가 1위 유지 
 

ㅇ World Economic Forum(WEF)는 페루가 3 년 연속 에너지 경쟁력 국가 1 위 차지 

ㅇ 본 순위는 국가별 에너지 가격, 발전 효율 등을 분석하여 책정되며, 페루의 경우 낮은  

외부 에너지 의존도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439 

 

□ 에너지광업부, 효율레인지 보급 사업 확대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효율국은 “페루 레인지(Cocina Peru)”을 통해 고효율 조리기   

사용을 장려함 
 

- 현재까지 땔감을 이용한 조리기 8 만개 개조하였으며, 당초 목표인 LPG 조리기 50 만개 보급 

달성을 목전에 둠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433 

 

□ 에너지광업부 장관, 신규 국가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 ELEODORO MAYORGA 는 자국에서 개최된 COP20 총회에서   

국가에너지정책 2014-2025 (Programa Energetico Nacional 2014-2025)를 발표함 
 

- 신규 국가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장작, 비료 등 전통적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감축 및 천연가스와 LPG 소비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아울러, 교통분야에서의 경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를 LNG 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41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439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433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41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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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원 국가 발전믹스 54% 차지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 차관 EDWIN QUINTANILLA ACOSTA 는 페루의 발전 믹스의 

54%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향후 3 년간 발전 믹스의 5%를 신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함 

- 페루는 풍력 23,000MW, 수력 60,000MW 규모의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9&idTitular=6409 

 

 

▐  니카라과  

 

□ 풍력 및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량 52% 충당 
 

ㅇ 니카라과 수출, 투자 진흥청(Pro-Nicaragua) 발표에 따르면 풍력 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량의 16%를 차지함  

 

ㅇ 니카라과 정부는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변화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07 년 25%에서 2013 년 52%로 대폭 증가함 
 

☞ http://www.evwind.com/2014/12/30/eolica-cubre-el-16-de-la-electricidad-en-nicaragu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47&cid=769&categoryId=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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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파라과이  
 

□ 엘 차코 주, 풍력, 태양광-풍력 시범 발전소 건설 
 

ㅇ 지난 12 월 18 일 파라과이 첫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형 발전소 운영 개시 
 

- 동 프로젝트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약 600KM 떨어진 ITAIPU 기술단지에 건설되었으며, 

태양광 패널 160 개, 풍력터빈 2 개 및 피크 대비 비상발전기가 설치됨    
 

☞ http://www.evwind.com/2014/12/30/paraguay-desarrolla-eolica-y-fotovoltaica-en-el-chaco/ 

 

 

▐  멕시코  

 

□ Gamesa와 Santander Oaxaca 주에 121개의 터빈으로 구성된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ㅇ 멕시코 SANTANDER 은행과 스페인 GAMESA 는 풍력 발전소 건립을 위한 신청서를 

멕시코 자연환경, 자원청(SEMARNAT)에 제출함 
 

ㅇ 추진 규모는 풍력발전기 121 개로 구성된 242MW 급으로, 1 단계~3 단계 60MW, 4 단계 

62MW 단계별로 건설될 예정임 
 

 

☞ http://www.evwind.com/2014/12/31/eolica-en-mexico-parque-eolico-con-121-

aerogeneradores-de-gamesa-con-242-mw/ 

 

 

▐  브라질  

 

□ Enel Green Power 34개의 터빈으로 구성된 풍력발전소 건설 
 

ㅇ ENEL GREEN 對 는 풍력터빈 34 개로 구성된 Fondes dos Ventos 풍력 발전소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밝힘 
 

- 총 설비규모는 80MW 로 연간 생산량은 320GWh 로 예상됨 

- 프로젝트 투자액은 약 1 억 3 천만 유로로 세계은행 IFC 로부터 일부를 투자 받음 

- 한편, 2015 년 1 월부터 동 부지에 11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추가 건설될 예정임 
 

☞ http://www.evwind.com/2014/12/30/edp-renovables-vende-parques-eolicos-en-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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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PR 풍력 발전소 매각 
 

ㅇ 세계 3 위 풍력업체인 EDPR 은 브라질에서 운영 및 건설 중인 풍력 발전소 지분 49%를 

1 억 3 천만 달러에 중국 Three Gorges 對 에 매각한다고 밝힘 
 

- 본 매각에는 현재 가동 중인 84MW 와 추진 중인 237MW 규모의 발전소가 포함됨  
 

☞ http://www.evwind.com/2014/12/30/edp-renovables-vende-parques-eolicos-en-brasil/ 

 

 

▐  아르헨티나  

 

□ Arauco 풍력발전소, 풍력발전기 50개 추가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LA RIOJA 주 전력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는 ARAUCO 풍력발전소에 

터빈 50 개를 추가한다고 밝힘. 
 

- 이번 추가 건설로 ARAUCO 풍력단지의 총 설비용량은 52MW 확대됨 

- 아르헨티나 전력거래소인 CAMMESA 와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년 터빈 

26 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함 
 

☞ http://www.evwind.com/2014/12/29/eolica-en-argentina-contara-con-otro-parque-eolico-

con-50-aerogeneradores/ 

 

 

▐  칠레  

 

□ EGP 태양광 발전소 3개 준공 
 

ㅇ 이탈리아 신재생에너지 기업 Enel Green Power 는 총 2 억 4 천만 불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소 3 개를 준공함 
 

- LALACKAMA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60MW, 연간 생산량은 160GWh 로 약 9 만 가구에 전력을 

보급할 예정임 

-  CHANARES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MW 로 총 투자액은 약 7 천만 불임  

-  아울러, DIEGO DE ALMAGRO 발전소의 잔여 설치량 4MW 를 추가하여 총 설비용량 36MW 를 

달성함 
 

☞ http://www.evwind.com/2014/12/29/enel-green-power-inaugura-tres-centrales-de-energia-solar-

fotovoltaica-en-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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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페루-프랑스 에너지광업부 장관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논의 
 

ㅇ 지난 12 월 10 일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 ELEODORO MAYORGA 와 프랑스 에너지, 

지속개발, 환경부 장관 SEGOLENE ROYAL 과 회동하여 페루-프랑스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MAYORGA 장관은 최근 10년간 페루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함 

- 아울러 페루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하여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전수받고 

싶다고 덧붙힘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2&idTitular=6434 

 

□ 페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 

 
ㅇ 제 20 차 유엔기후변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2 월 1 일~12 월 12 일 12 일 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됨 
 

- 이번 총회는 총 195개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함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 개도국의 대응노력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 방안 등이 협의됨 
 

☞ http://www.fnnews.com/news/201411301629500162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2&idTitular=6434
http://www.fnnews.com/news/2014113016295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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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페루 기후변화 대응 허브 국가로 도약 모색 

 

ㅇ 페루는 12 월 초 UN COP20 총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도를 발표하고 중남미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제 4 차 신 재생에너지원 입찰, 국가에너지계획 등을 발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고자 함 

 

ㅇ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한 개도국의 대응노력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방안 등 

페루가 중남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남미 녹색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을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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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볼리비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볼리비아의 주요 1 차 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임 

ㅇ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풍부하나, 정부 계획은 미비함  

ㅇ 토지사용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에너지 공급  

 

ㅇ 2013 년 기준 볼리비아의 총 1 차에너지 공급량은 157,645.91KTOE 이며, 주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로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함 

 

 

  

13.7% 

80.7% 

1.0% 
4.6% 

석유, 가솔린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매스 

 1차에너지원  생산량 (KTOE) 

석유, 가솔린 21,652.61 

천연가스 127,222.91 

수력 1,570.71 

바이오매스 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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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볼리비아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및 화력으로 2011 년 기준 국가전력시스템의 총 

설비용량은 1,221MW 으로 수력 475.7MW, 화력 745.3MW 로 구성됨 

 

<2011 년 볼리비아 발전 구성> 

 
출처: 볼리비아 전력거래소(CNDC) 

 

 

 

 

 

 

 

 

 

 

 

 

 

 

 

 

39.0% 

61.0% 

수력 

화력 

☞ 볼리비아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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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3 년 기준 볼리비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교통 분야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 분야와 가정 분야가 각각 26%와 18%로 뒤를 이음 

 
< 2013 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 > 

 

출처: 볼리비아 에너지, 탄화수소부 

부문 2013 (KBEP) 

교통 18,063 

산업 11,200.06 

가정 7,391.26 

상업 1,295.34 

농업/수산업/광업 4,814.46 

 

 

 

 

 

 

 

 

 

 

 

42% 

26% 

18% 

3% 
11% 

교통 

산업 

가정 

상업 

농업/수산업/광업 

☞ 볼리비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교통(42%), 산업(26%), 가정(1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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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 

 

ㅇ 볼리비아의 전력 수요는 2013 년 기준 4,313.64 KBOE 로 2000 년 대비 약 2 배 상승함 

 

<볼리비아 전력수요 2000~2013 년> 

 
출처: 볼리비아 에너지, 탄화수소부 

 

ㅇ 모든 부문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 년 기준 가정부문이 37.4%로 가장 

큰 전력 소비분야로 나타남. 산업과 상업부문이 각각 27.0%, 22.9%로 뒤를 이음 

 

<2013 년 부문별 전력수요> 

 
출처: 볼리비아 에너지, 탄화수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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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의 부문별 전력 소비는 가정(37.4%), 산업(27.0%)이 주 소비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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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볼리비아 에너지분야는 에너지 탄화수소부(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Energia)에서 관장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에너지, 탄화수소부(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Energia)는 에너지 및 광산업 분야 

최고 행정 기관으로 탄화수소 개발-탐사 차관부, 탄화수소 저장, 운송, 산업 판매 

차관부, 에너지개발 차관부 그리고 전기, 신재생에너지 차관부 등 4 개의 하위 부처로 

나누어짐  
 

 

ㅇ 에너지 개발 차관부는 에너지 통합 계획국 (Direccion General de Planificacion e 

Integracion Energetica), 사회 환경 관리국 (Direccion General de Gestion Socio 

Ambiental)로 세분화 됨 

ㅇ 한편, 전기, 신재생에너지 차관부는 전기국 (Direccion General de Electricidad), 

신재생에너지국 (Direccion General de Energias Alternativas), 관리, 감독국(Direccion 

General de Control y Fiscalizacion)으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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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감독 사회관리 당국(AE, Autoridad de Fiscalizacion y Control Social de 

Electricidad)는 전기 공급, 요금 체계 관리 감독 및 전기 보조금 산정 담당 기관 

 

□ 전력거래소(CNDC, Comite Nacional de Despacho de Carga)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전력 거래 중개 및 관리를 담당함 

 
 

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볼리비아의 국가전력시스템(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은 주요 도시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에 북부와 서부 지역 주민들은 독립형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ㅇ 1991 년 볼리비아 에너지, 탄화수소부는 UNDP, 세계은행의 에너지분야 관리 지원 

프로그램(ESMAP)을 통해 첫 에너지 기본 계획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함 

 

ㅇ 2007 년 볼리비아 기획부가 발표한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은 탄화수소 

및 전력 분야를 중점 투자 개발 분야로 선정함 

 

ㅇ 전력 분야 중요 계획은 아래와 같음: 

- 국내 수요 및 수출용 전기 판매를 위한 발전, 송전 인프라 개발 

- 도시, 농촌 지역 전력 보급률 확대를 통한 전기 서비스 보편화 달성 

- 전력 자급 자족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개발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2013 년 12 월 볼리비아 에너지 탄화수소부 법령 341-13 에 근거하여 에너지효율 전담 

위원회 “Red de Eficiencia Energetica”가 신설됐으며, 구성원, 활동 아울러 관리는 

에너지개발 차관부에서 담당함 

 

ㅇ 주요 업무는 국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모색, 기술, 제도 자문 및 에너지 

절감, 효율 전략 계획 수립임  
 

ㅇ 볼리비아 정부는 에너지효율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 분야를 장려하고자 함. 특히, NB 

87,002 와 NB 87,004 를 통해 에어컨과 백열등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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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2004 년 기준 볼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1.71 MtCO2 로 토지이용 및 변화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http://unfccc.int/di/DetailedByParty.do 

 

부문 배출량 (MtCO2) 

에너지 9.03 

산업 21.27 

농업 11.66 

폐기물 1.7 

토지이용및변화 48.05 

합계 91.71 
 
ㅇ 전 세계적으로 볼리비아가 차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 볼리비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볼리비아의 경우 석탄과 석유 사용량은 적지만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산불로 인한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큰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아울러, 주요 가스 수출국인 볼리비아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배출 증가의 영향을 주고 있음 

9.8% 

23.2% 

12.7% 

1.9% 

52.4% 

에너지 

산업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및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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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볼리비아 전력거래소(Comite Nacional de Despacho de Carga, CNDC)는 에너지, 

탄화수소부 정책에 따라 2010-2050 전력 분야 장기 계획 방향을 수립함 
 

-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30 년에는 연간 22,645GWh 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발전량 

(GWh) 

설비용량 

(MW) 

2000 3,377 645 

2005 3,994 759 

2011 6,209 1,087 

2017 10,088 1,708 

2022 13,786 2,297 

2025 16,606 2,744 

2030 22,645 3,689 

 

- 아울러,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된 에너지수급구조를 달성하고자 

함 

 

<2022 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 

 
출처: 볼리비아 전력거래소(CNDC) 

ㅇ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송전 분야에 약 10 억불(세금 제외)을 투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53% 
30% 

5% 

10% 

2% 

수력 

화력 

지열 

복합발전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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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볼리비아 국가전력시스템(SNI)은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 분야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계통 연계 외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통합 운영할 수 있음 
 

<볼리비아 전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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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ㅇ 볼리비아의 석유 매장량은 천연가스 매장량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확인 매장량 기준 

남미 5 위국임 

 

ㅇ 10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석유생산량은 2005 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듦 

 

ㅇ 2009 년도 생산량은 일일 41,000 배럴을 넘지 못함 

- 이는 일일 67,000 배럴에 해당하는 볼리비아의 총 정제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임 

- 볼리비아의 주요 국영 정제소로는 Gualberto Villaroel(일일 25,000 배럴), Guillermo Elder Bell 

(일일 16,000 배럴)가 있음 

 

<볼리비아 원유 매장 확인량> 
(단위: MMbbl) 

 

출처: YPFB(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 

 
 

□ 석탄 
 

 

ㅇ 볼리비아는 풍부한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 가능한 석탄 매장량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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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ㅇ 2014 년 볼리비아 EVO MORALES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 개발 

계획을 발표함 
 

- 단,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며, 원자력 개발에 핵심 원료인 

우라늄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 볼리비아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0 년대 ORURO 주와 POTOSI 주에 걸쳐 있는 남부 

COROMA 지역에서 소량의 우라늄을 생산한 경험이 있음. 

- MORALES 대통령은 2006 년에 집권하면서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2009 년 3 월에는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던 무함마드 

엘바라데이가 볼리비아를 방문함 

 

ㅇ 아울러, 볼리비아는 원자력 개발을 위해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란 등과 협력을 체결함 

- MORALES 대통령은 2010 년 10 월에는 이란을 방문해 핵에너지 분야에 관한 협력을 

논의함 

- 또한, 2013 년에는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개발 협력 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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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볼리비아는 지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의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량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개발의지는 약한 편임 
 

- 볼리비아는 수력을 포함하여 고원지대에 풍부한 태양광 자원, QOLLPANA, COCHABAMBA, SANTA 

CRUZ 주에 풍력 자원, POTOSI 남부 지역에 지열 발전 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화력 발전소의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고 이를 수출한다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임 

 

<2013 년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 비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2011-2013> 

 

 

 

발전원 2011 2012 2013 

바이오디젤 32.5 170.2 2.2 

바이오매스 97.6 127.0 133.9 

풍력 16 348.4 447 

소수력(30MW 미만) 876.6 1069.2 895.8 

태양광 1.76 8.1 15 

바이오가스 0.0 35.6 108.5 

합계 1024.4 1758.5 1,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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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볼리비아 정부는 2009 년 신재생에너지 법을 공표하고 친환경 지속 발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2013 년 6 월 태양광 시범사업 개발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함 
 

ㅇ 볼리비아 전기, 신재생에너지 차관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10 년간 최소 

160M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에너지믹스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미 POTOSI 남부지역에서 LAGUNA COLORADA 지열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1 차로 

50MW 를 발전할 예정임 

- 또한, 2014 년 1 월 COCHABAMBA 주 CARRASCO 시에서 3MW 규모의 첫 풍력단지가 운영을 

개시함. 본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약 700 백만 불 수준이었으며, 향후 20MW 규모로 발전량을 

확대할 계획임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제도 
 

ㅇ 볼리비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라니냐 형상 및 

온도상승으로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아내 폭우와 강물 범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EVO MORALES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정책 및 제도 

구축을 호소하는 동시에 무책임한 국제 협상 및 낮은 수준의 합의를 규탄함 

 

ㅇ 또한, 지난 2010 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반대하는 세계 기후변화 민중 대회를 

COCHABAMBA 에서 개최함 

 

ㅇ 본 행사를 통해 볼리비아는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가지는 한계에 

회의를 느끼는 개발도상국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초기 단계로 발전량 또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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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내수용 천연가스 사용 감축을 통한 수출량 증대 추진 

 

ㅇ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남미 대륙에서 베네주엘라에 이어 2 번째로 많으며, 2013 년 

1/4 분기 기준 천연가스 수출액은 약 14 억 9920 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볼리비아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집중 사용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인접국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여 전력수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가스 화력발전소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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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볼리비아 EVO MORALES 대통령 3 선 성공 

 

ㅇ 지난 10 월 치러진 대선에서 현 EVO MORALES 대통령이 61%가 넘는 득표율로 3 선에 

성공함 

 

ㅇ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이 의석 3 분의 2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EVO MORALES 대통령은 야권의 협력을 받지 않고도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이와 함께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 추진도 가능해져 EVO 

MORALES 대통령이 2019 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201

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2015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20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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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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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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부 (Ministerio de Energia) 

 칠레 에너지효율청 (Agencia Chilena de Eficiencia Energetica) 

현지 정보처 La Tercera 

 El Mercurio 

국내 정보처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칠레 한국 대사관 
 

▐  볼리비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 탄화수소부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Energia) 

 전력거래소 (CNDC) 

현지 정보처 La Razon 

국내 정보처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KOTRA 리마 무역관 (볼리비아 담당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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