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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한화, 캄보디아 조림사업 6년 만에 결실 

ㅇ 한화는 메콩강 유역의 밀림 3,000ha에 걸쳐 조림하여 채집한 목재를 중국에 수출  

- 조림 후 상품가치가 있는 목재를 얻는 데까지 15년이 소요되나, 팔 수 있는 목재가 밀림의 40%를 

차지하는 바, 이를 판매하기로 결정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8593 

 

 

▐  라오스  
 
 
 

□ Mega First Corporation Bank, 라오스 수력발전 투자 중재자로 협약 체결 

ㅇ Mega First는 라오스에 건설될 250MW급의 Don Sahong 수력발전소 사업 관련 

투자중재자 협약 체결,  

- 동 사업의 지분은 Ground Roses Ltd, Silver Acreage Ltd, EDL가 각각 79%, 1%, 2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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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 알에프세미, 말레이시아 LED조명시장 진출 쾌거 

ㅇ 알에프세미는 말레이시아 주택공사와 이 공사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실내 LED조명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공급하는 LED조명은 19W 튜브형 제품으로 기존 일반조명 대비 5배 긴 5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음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17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859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511440795862


 

 

 
4 

 

▐  미얀마  

 

□ 케이디파워, 미얀마에 태양광 + LED + 배터리 3만기 수출 

ㅇ 케이디파워는 미얀마 카친주정부에 '태양광 + LED + 배터리' 융합제품인 홈라이팅V3.0 

3만세트를 공급 완료하였다고 발표 

- 한국산 신재생 발전, 조명, ESS 융합 제품모델을 대규모로 전력망 미구축 국가에 수출한 건 

최초이며, 수주금액은 27억원이나, 향후 공급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http://www.etnews.com/20150309000185 

 

 

▐  베트남  

 

□ 베트남,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 7.6% 인상 예정 

ㅇ 베트남 국영전력사(EVN)는, 오는 3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약 7.6% 인상하는 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오는 16일부터 1kw/h당 1,622동으로 조정 
 

☞ http://www.asean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1  

 

 

▐  인도네시아  

 

□ APR 에너지, 인도네시아 내 2건의 발전사업에 대한 115MW 확장계약에 서명 

ㅇ APR Energy의 APR에너지의 메단지역 75MW 사업계약은 2015년말까지 연장되며, 동사의 

파당지역 40MW 계약은 2015년 2·4분기로 연장되었음. 니아스지역에 대한 계약연장과 

사업확장은 2016년 1·4분기까지 진행될 예정 

- 201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APR에너지의 발전소는 니아스섬과 수마트라섬의 5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연료효율과 디젤 왕복엔진 기술이 적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3/0200000000AKR201502031563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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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필리핀 에너지부, 화력발전소 환경세 부과 반대 

ㅇ 에너지부는 전력요금 상승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환경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반대 

- 에너지부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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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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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 운영 시작  

ㅇ 캄보디아의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인 338MW급 Russey Chrum Krom 발전소가 지난 1월 

12일에 본격적으로 운영 시작 

- 동 사업은 중국계 기업인 Huadian Corp사가 시공하였으며, 비용은 5억달러, 수명은 35년 
 

☞ http://www.powermag.com/cambodias-largest-hydropower-plant-begins-operation/ 

 

 

▐  말레이시아  

 

□ Cortez Subsea,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인Oceancare Corporation과 손잡아 

ㅇ 다국적기업인 Cortez Subsea는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인 Oceancare Corporatio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석유과 가스 정제 사업에 뛰어들어 

-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인 Petronas는 공급자프로그램에 79개 업체를 포함하고, 2004~2013년 동안 약 

14억불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  
 

☞ https://www.energyvoice.com/oilandgas/77063/energy -firms-signs-malaysian-pact/ 

 

 

▐  미얀마  

 

□ 미얀마, '개혁ㆍ개방' 가속에 외국인 투자 급증-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ㅇ 경제 개방과 개혁을 가속하는 미얀마는 2014-2015 회계 연도에 외국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일 미얀마 일간 '일레븐' 온라인판에 따르면 2014~2015 회계 연도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는 약 70억 달러로 2013~2014 회계 연도 전체의 외국인 투자 금액 41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다고 상업부가 밝혔음. 미얀마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많아, 이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며 한국도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스전에 지금까지 27억 달러를 투자 
 

☞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3/dh20150309113347138470.htm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3/dh20150309113347138470.htm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3/dh20150309113347138470.htm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3/dh201503091133471384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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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국내 中企, 베트남 풍력시장 본격 진출 

ㅇ 우진건설, 베트남 남부 짜빈(Tra Vinh)시 경제구역관리위원회로부터 풍력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허가서를 지난 3월 12일 획득  

- 2년간 우진건설이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베트남 짜빈시 연안지역에 총 48MW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 후 우진건설이 20년간 운영하고 짜빈시에 시설을 

반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임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97  

 

 

▐  인도네시아  

 

□ 시장개척+사회공헌' 두토끼 잡자...개도국에 태양광 지원 

ㅇ OCI, 광명전기가 각각 2.6kW, 3kW급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시장 개척을 앞두고 사전 답사의 의미도 있음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23704   

 

 

▐  필리핀  

 

□ 한전, 협력중소기업 베트남·필리핀 수출 지원 

ㅇ 한국전력공사는 보국전기 등 11개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전의 해외 인프라와 

인지도를 활용해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수출 촉진회를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에서 개최 

- 한전은 해외사업 확대와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동반진출을 위해 수출 촉진회를 개최하고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37개 국가 44곳 광주 

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예정 

 

☞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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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 국영 정유회사 설립 고려 중 

ㅇ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는 국영 정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재정부와 협의 중 

- 외국사와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https://www.cambodiadaily.com/news/government -considering-national-oil-company-79538/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아세안의 녹색 기술 허브로 성장 목표 

ㅇ 말레이시아의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차관인 Datuk Seri Mahdzir Khalid은 예일대학교가 

발간하는 2015년 환경성과인덱스를 인용하며 178개국 중 말레이시아가 5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 2013년 말레이시아 녹색에너지 산업 규모는 약 79억 링깃(MR)이며, 국가 GDP의 0.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http://www.dailyexpress.com.my/news.cfm?NewsID=98508 

 

 

▐  미얀마  

 

□ 미얀마정부, 원자력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력 

ㅇ 러시아의 원자력기관인 Rosatom의 기관장인 Nikolay Spassky는 미얀마와 러시아가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협력할 계획 

- 미얀마 정보부 장관인 U Ye Htut는 우선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 
 

☞ http://www.mmtimes.com/index.php/national -news/13885-myanmar-and-russia-boost-nuclear-cooper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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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베트남 원자력연구소 (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 원자력이 향후 주요 

전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베트남, 2030년까지 원자로 13개 도입 계획을 총리령 No. 906/2010/TTg으로 발표  

- Ninh Thuan 원자력발전소 1기와 2기 건설과 관련, 각각 러시아 및 일본과 협력 중에 있음.   
 

☞ http://english.vietnamnet.vn/fms/science-it/127798/nuclear-energy-to-help-sustain-power-supply---

vinatom.html 

 

 

▐  인도네시아  

 

□ 세계 은행, 인도네시아 정부에 화석 연료 보조 정책 폐기 촉구  

ㅇ 현 석유값이 저가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 세계은행은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에 화석연료 

보조 정책을 폐기하여 신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의 투자를 유도할 것을 촉구 

- IEA는 연간 집행되는 화석연료 보조 자금이 약 5500억 달러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공의료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높은 수치임 
 

☞ http://www.businessgreen.com/bg/news/2403668/world-bank-urges-indonesia-and-malaysia-to-slash-fossil-fuel-

subsidies  

 

 

▐  필리핀  

 

□ 필리핀 정부, 외국인투자자…비자기한 연장 추진 

ㅇ 필리핀 정부, 일정부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현지 워킹비자 대신 투자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 

- 이전 아로요 대통령 재임시절 해외달러 유치 및 투자진흥을 위해 최소 U$ 75,000(또는 그에 

상당하는 페소)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21세 이상, 범죄경력 및 심각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는 

자로서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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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말레이시아   

 

□ IGEM 2015국제 녹색기술 & 친환경 제품 전시 및 컨퍼런스  

ㅇ 2015년 국제 IGEM 컨퍼런스는 그린 에너지, 그린 교통, 그린 빌딩, 고형폐기물 기술 및 

처리, 수처리 기술 및 처리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  

- 일자 : 2015.09.09~2015.09.12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http://www.igem.my/about-igem/about-igem.php  

 

 

▐  미얀마   

 

□ 미얀마 해상 전시회 

ㅇ 미얀마 에너지부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이며, 석유, 엔지니어링, 투자 

은행 등이 참가   

- 일자 : 2015.04.21~2015.04.22 

- 장소 : 양곤, Summit Parkview Hotel 
 

☞ http://www.myanmaroffshoresummit.com/ShowInfo.aspx?id=14  

 

 

▐  베트남  

 

□ 환경 및 에너지 기술 국제 전시회 - ENTECH Hanoi 

ㅇ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하노이 산업무역부, Global Expo & Event JSC 와 벡스코 (BEXCO)가 

공동 주최 

- 일자 : 2015.05.15~2015.05.22 

- 장소 : Hanoi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 http://entechhanoi.com.v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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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태양광 & 신재생 & 신생에너지 전시회 

ㅇ 발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산업 종사 업체 대상 참가 가능 

- 일자 : 2015.05.20~2015.05.22 

- 장소 : 자카르타  
 

☞ http://10times.com/indonesia-solar-renewable  

 

 

▐  필리핀  

 

□ 제 2차 국제 신재생에너지 컨퍼런스/전시회 

ㅇ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전력보급기구(ARE) 가 공동 주최  

- 일자 : 2015.06.16~2015.06.17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 http://www.ior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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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시사점 

ㅇ 2015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별국가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 및 기업인 면담을 갖고, 일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자 경제 및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을 통한 경제협력 관련 성과에는 △ 투자·수출촉진 

이니셔티브(PROMOSI) 구상에 합의 △ 인니·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 합의 △ 일본의 

1,400억 엔(약 11.7억 달러) 규모 차관 약속 △ 인도네시아 상업부 및 투자청(BKPM)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간 MOU 체결 △ 대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등이 있음. 

- 인니·일 투자 및 수출촉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1) 인도네시아 내 투자촉진 및 친기업적 

환경조성 2) 산업부문 인적자원개발 강화 3) 양국 정부 및 기업부문의 교류 및 협력 강화 4) 

지역경제통합 및 양자·다자간 경제 파트너쉽의 활성화임. 

- 양국 정상은 2008년에 발효된 인니·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개정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함. 

- 조코위 대통령은 일본 기업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59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음. 

- 해양협력 관련 성과에는 △ 인니·일 해양포럼(Indonesia-Japan Maritime Forum) 창설 합의 △ 

일본의 해양부문 전문가 파견, 시설 및 자금융자 제공, 기술지원 약속 등이 있음 

 

□ 베트남 2015년 최저 임금 전년 대비 13.2% 이상 증가 

ㅇ 2015년 중 적용될 베트남의 최저 임금이 2014년 대비 현지화 기준 최저 13.2% 이상 

증가되며 한국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하노이 및 호치민 등 1지역의 경우 

547달러(현재 환율 기준) 수준으로 현지화 기준 전년 대비 14.8% 증가됨. 가장 낮은 

4지역은 USD380(현재 환율 기준) 수준으로 1지역 대비 USD167 정도 낮음. 

- 물론 상승하는 임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업종별로 임금수준에 대해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부담이 되겠지만, 첨단 산업의 경우는 

지금의 베트남 임금 수준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음 

- 베트남 중·남부 지역의 섬유업종 공장 증설은 임금 상승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대만 Union Textile and Garment Company Limited는 메콩 델타 성의 An Giang의 Tinh Bien 

군에 있는 Xuan To 산업공단에 1억불 규모의 섬유 의류 공단 건설을 시작하였고, 베트남 최대 

규모의 섬유ㆍ의류 국영 기업인 Vinatex는 베트남 중부 Quang Nam 성에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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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임금 상승에 대하여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베트남 남부지역·중부지역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 및 증설, 미얀마 등 

임금 수준이 베트남보다 더 낮은 인근 국가들로의 공장 이전 및 증설 등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음. 

- 또한 TPP 및 베-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지역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TPP 및 베EU FTA 체결이 될 경우 베트남이 가장 수혜국이 될 전망이기 

때문임. 

- 원가에서 임금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산업 또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 베트남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 그리고 향후 TPP, 베-EU FTA 및 AEC 등의 체결 효과를 감안할 때 아직 

베트남 투자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 단순한 임금 상승 정도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임금수준, 인프라, 물류비용, 

거래처, 노동력의 질, 현지 자재 부품 조달 용이성, 배후 시장 여건, 기타 투자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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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2010년에 인도네시아가 생산한 주요 에너지는 석유(945,000 B/D), 천연가스 (9336백만 

SCF/D), 석탄 (275백만 톤)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유연탄 수출국가이며, 세계 

3번째의 LNG 수출국임.  

- 2010년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280.5백만 BOE)를 포함하여 1350 QORAKS 

BOE임.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 (46.8%)이며, 그 다음으로는 

석유 (26.3%), 천연가스 (21.8%), 신재생에너지 (5.1%) 순임.  

- 가공에너지 총 생산량 증가율은 2000~2010년 동안에 27.6%, 연평균 4.5%, 기록하였음. 동 기간 

동안 총 생산량 규모는 275.2 BOE가 증가하였음. 석탄의 연평균 성장률은 14.3%를 기록,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5.6%, 천연가스 4.2%, 천연가스 4.2%, 

석유 1.7%를 기록하였음.  

  

< 2000-2010 년 인도네시아 가공에너지 공급추이>  

(단위: 백만 BOE) 
 

 

ㅇ 인도네시아 화석에너지 의존도 上 

ㅇ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 

ㅇ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활성화 전망 

☞ 인도네시아 산유국에서 원유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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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급량 

ㅇ 인도네시아는 2005년까지 연간 석유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부터는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2009년 현재 석유 수입량은 119600배럴에 

달함.   

- 정유품 연간 수입량은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2009년 정유품 수입량은 22157 Kl였으며, 수입품의 대부분은 RON가솔린(46.3%)과, 

자동차용 디젤 (ADO, 38.4%)이었음.  

 

< 2000-2010 년 석유 수출/수입(왼쪽)과 정유품 수출/수입(오른쪽)>  

(단위: 십만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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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현황 

ㅇ 국영 전력회사인 PLN과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가 주로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을 생산함. 2009년 인도네시아의 송전망에 연계된 총 발전 용량은 31453MW임.  

- 2009년 현재, 송전망에 연계된 전력량의 41.8%는 석탄발전임. 2009년 총 발전량은 155.3TWh이며, 

이 중 77.7%는 PLN이 발전한 것임. 총 전력판매량은 134.5TWh임.  

- 2009년 현재,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 비중은 국가발전량의 40.8%, 산업부문 34.3%, 상업부문 

18.4%, 기타 6.4%임. 상업용 전력소비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음, 연간증가율은 약 10%에 

해당함.  

 

< 2000-2009 년 전력수급량>  

(단위: GWh) 
 

 

 

 

 

 

 

  

☞ 인도네시아 전력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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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ㅇ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수립은 국가에너지위원회(DEN)이 승인하고, MEMR(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이 실행 

- DEN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7명의 장관과 의회가 선정한 8명의 비정부인사 등 15인으로 구성 

 

<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행 체계> 
 

 

 

ㅇ 법률에 따라 에너지 기관별 R&R 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법률 및 규제 수립, 국가정책 수립, 기준 마련 및 절차 수립.  

- 주정부: 주정부 규제 수립, 주 및 시단위 가이드라인 제공, 주 및 시단위 정책집행 관리 

- 시정부: 시차원의 규제, 정책, 프로그램, 지침 등    
 
 
 

< 인도네시아 MEMR 조직 체계> 
 

 

☞ 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실행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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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구조 

ㅇ 인도네시아 전력시장은 국영기업인 PLN과 IPP가 공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전력은 PLN을 통해 공급 

- 전력공급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는 PLN이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IPP의 경우 PLN이 

전력공급을 거부한 지역에 한하여 전력을 공급 

- IPP의 경우 다음 다섯 종류의 전력사업 -①PPA 를 통해 PLN에 전력공급, ② PPA를 통해 

주정부에 전력을 공급 ③ 시정부에 민관협력사업PPP를 통하여 전력공급 ④ 송전 및 배전망을 

자체 건설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력공급, ⑤ 자가발전 - 을 추진할 수 있음 

-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하여 PLN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09년 PLN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49억 달러로, 전력가의 40%이상이 보조금으로 

충당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구조> 
 

 

 

 

 

  

☞ PLN 이 인도네시아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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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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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지정 

 

<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활동계획 >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계획 배출량감축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2. 벌목 및 토지황폐화 방지 

3. 탄소저장방안 개발 

4. 에너지절약 장려 

5. 대안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6. 고형 및 액체폐기물 감량 

7. 저탄소 교통 수단으로 전환 

2020 년까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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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ktCO2에 해당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행동계획(RANGRK) 수립 

- 국가행동계획은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체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자발적 감축 

계획임.  

- 국가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음.  

 

< 2020 년 각 부문 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행동계획 > 
 

부문 
배출량감축(ktCO2eq) 

활동 담당부처 
단독 지원 

임야 및 

산지 
672,000 1,039,000 

임야 및 토지 화재 예방, 네트워크 시스템 및 물 

관리, 임야 및 토지 복구, HTO (산업 플랜테이션 

임야), hkM (공동 임야), 불법 벌목 근절, 벌채 

방지, 지역사회 강화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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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토지이용 최적화, 폐기물 활용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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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교통 
38,000 56,000 

바이오연료 사용, 고연비엔진, TDM 

(교통수요관리) 개선, 대중교통 및 도로의 질적 

개선,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 

광산개발 후 복구 등 

에너지 광물자원부, 

교통부, 재정부, 공기업, 

자카르타 정부,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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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의 에너지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등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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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  
공공사업부 

총계 767,000 1,189,000 
  

 

<NAMA 제안 제출 현황> 
 

부문 NAMA 진행 상황 주요 기관 

에너지 

바이오매스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MEMR 

수력 제안 준비 중 MEMR 

스마트 가로등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MEMR 

바이오연료 제안 준비 중 
 

교통 대중교통 제안 준비 중 UKP4 

 
항공 제안 준비 중 MoT 

산업 시멘트산업 제안 준비 중 MoI 

 
산업 NAMA 제안 준비 중 UKP4 

폐기물 V-NAMAs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Bappenas, MoPW 

매립지 에너지 NAMA 제안 준비 중 
 

 

□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건물용 에너지효율 등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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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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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토지이용 

• 에너지효율 & 냉매 

• 물 절약 

• 원료물질 및 순환물질 

• 대기 질 & 쾌적함 

• 환경 관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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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물 에너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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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외피, 설계기준, 설계절차, 에너지효율 표준 

• 냉방시스템, 기술적 계산, 측정, 평가 및 에너지효율 표준 

• 조명시스템 

• 에너지진단 절차 

ㅇ 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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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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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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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ㅇ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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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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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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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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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치를 1 미만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원단위를 매년 1% 감축할 계획 

- 에너지효율 전략 및 계획의 세부 전략은 다음을 포함 

•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 지원 

•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개선 

•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 

• 인적 자원의 능력 및 기술 향상 

• 에너지 절약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적용 
 

-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산업계 에너지진단 실시 

• 대규모 산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관리자 자격 인증 

• ESCO 개발 

• 에너지관리시스템 시행 

• 재원 매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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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기술 적용 확대 

•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방안 개발 
 

- 교통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자동차용 석유를 가스로 대체 

• 대중 시내교통 확대 

• 전기와 같은 에너지효율 기술을 활용한 교통기술 개발 

• 철도에 기반한 육상교통 증진 

• 교통관리 시스템 증진 
 

- 상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건물부문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진단 전문가 자격 인증 

• 건물 에너지 표준 및 등급 개발 
 

-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성능 표준 개발 

• 가정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등급제 적용 

•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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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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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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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유의 순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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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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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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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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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8.7%), 미국(3.9%) 등의 순 
 

ㅇ 상류부문 1 의 사업활동(탐사 및 개발)은 에너지부의 허가, SKKMIGAS(석유가스감독국) 및 

지방정부의 협의, 그리고 JCC(합작협력계약)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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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수익으로 측정되는 생산물 분배 
 

ㅇ 하류부문의 사업활동은 2001년 공식적으로 석유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자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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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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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들에게도 보조금 연료의 배급 허용 
 

 

 

  

                                         

1 인도네시아 석유가스법은 Upstream과 Downstream 사업활동을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상류부문(Upstream) 사업활동: 탐사 및 개발 

하류부문(Downstream) 사업활동: 정제, 저장, 운송, 판매 

☞ 인도네시아,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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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유연탄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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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황 및 저회분 등 청정탄의 특성 보유 
 

ㅇ 인도네시아 광물정책의 주요 방향 

- 국내수요 우선 충족 

- 광산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감독 및 지도 강화 

- 광산 투자 촉진 및 세수 증대 

- 광산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지속가능한 환경개발(광산 복구 등) 

 

< 인도네시아 내 주요 석탄 광산 > 
 

광산명 광종 소유회사 
매장량 

(백만톤) 
단계 

생산량 

(백만톤) 
생산개시 

Kaltim Prima Coal 유연탄 
PT Bumi Resources, 

Tata Power 등 
7,057 생산 53.5 ‘91 

Adaro 유연탄 
PT Alam Tri Abadi, 

PT Viscaya Investment 등 
4,130 생산 52.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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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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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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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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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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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의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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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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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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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의 20.3%)을 DMO로 할당 

 

  

☞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자원, 국내시장 우선공급 



 

 

 
25 

 

□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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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총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104.431MW까지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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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총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438 TWh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발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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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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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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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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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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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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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계획 > 
 

계획 구분 수립 주체 수립 단위 주요 내용 

국가전력계획(RUKN) 중앙정부 10 년 

• 전력수요 및 공급, 투자 및 

자금조달, 신재생에너지 사용 

•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4.9%에서 12.4%로 확대 

전력공급계획(RUPTL) 전력공사(PT PLN) 
10 년 

(매년 재조정) 

• 공급 계획, 수요 예측, 전력 확충, 

생산 및 연료조달 및 지수 

• 2021 년까지 57.3GW 의 추가전력 

확보 목표 

지역전력계획(RUKD) 지방정부 - 

• RUKN 에 근거하여 수립 

• 허가 및 전력 관세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전력공급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강화 

 

  

☞ 인도네시아 전력보급률 2022 년까지 97.7%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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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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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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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원자력 개발에 대한 계획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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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 건설 계획 발표 
 

ㅇ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몇몇의 연구 목적 원자력 반응기 존재 

- Kartini 연구용 원자로 – Yogyakarta, 중앙 자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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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ga Mark III 연구용 원자로 – Bandung, 서부 자바섬 

 

< 인도네시아 연구용 원자로 위치 > 
 

 

 

ㅇ 국가 원자력에너지 기관인 BATAN, 핵연료 생산량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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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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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여 BATAN은 약 1,11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40Ci의 생산량을 900Ci까지 확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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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보유량 및 발전량 > 
 

구분 잠재량(A) 발전량/확인매장량(B) 비율(B/A) 

수력 75,000 MW 7,572 MW 10.1 % 

지열 28,617 MW 1,343.5 MW 4.7 % 

바이오매스 49,810 MW 1,716 MW 5.26 % 

태양광 4.8 kWh/m2/d 42.77 MW - 

풍력 3-6 m/s 1.87 MW - 

해양 49 GW 0.01 MW 0 

 

ㅇ 지열에너지 

- 세계 최대 지열발전 잠재력(29GW) 

-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 3위의 생산규모(1,226 MW) 

 

< 지열에너지 발전 유망지역 및 잠재력 > 
 

구분 발전유망지역 수 발전 잠재력(MW) 

수마트라 86 13,516(46.5%) 

자바 71 10,092(34.8%) 

발리, 누사 뜽가라 27 1,767(6.1%) 

깔리만딴 8 115(0.4%) 

슬라웨시 55 2,519(8.7%) 

말루꾸 26 954(3.3%) 

빠쁘아 3 75(0.3%) 

합계 276 29,038(100%) 

 

ㅇ 수력에너지 

- 자원 잠재량: 75GW 

- 현재까지 전체 잠재량 중 7.5%인 5.7GW만이 개발된 상태 

- 소수력 발전의 잠재량은 500MW로 약 46%가 개발된 수준 
 

ㅇ 바이오매스 

- 자원 잠재량: 50GW 

- 현재까지 약 3.3%만이 개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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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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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일사량: 4.8 kWh/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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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풍력에너지 

- 평균 풍속: 3~4 m/s(대규모 풍력발전 부적합) 

- 대부분의 발전소가 비교적 풍속이 빠른 동부지역에 건설 

 

□ 신재생에너지 정책  

< 인도네시아 장기 에너지 비젼(2025 년까지) > 
 

구분 석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석탄 액화 

공급비율(%) 20 30 33 5 5 5 2 

 

<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2025 년까지) > 
 

구분(단위) 2010 2015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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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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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MW) 30 60 120 200 

지열(MW) 1,320 4,340 5,090 5,270 

풍력(MW) 10 40 80 160 

태양광(MW) 80 100 120 580 

소수력(MW) 450 740 950 950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활용 전략 

- 지열 및 대수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력공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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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에너지: 농업/도시의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조성 

- 기타 신에너지: 지속적인 연구 및 시험 추진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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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너지부문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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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과업으로 인프라와 항만시스템 개발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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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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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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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한 고소득층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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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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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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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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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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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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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조 루피아) > 
 

구분 2014 2015 
증감률(%) 

2015/2014 

부처별 지출, 국가 채무 등 877.4 946.4 8 

에너지 보조금 403 433.5 8 

 1) 연료 보조금 246.5 291.1 18 

 2) 전력 보조금 103.8 72.4 -30 

 3) 기타 보조금 52.7 70 33 

총지출 1,280 1,3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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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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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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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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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인도네시아, 에너지 수입국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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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는 매년 약 7% 수준 증가 

- 그러나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2019년에는 에너지수요가 에너지생산량을 

초과하여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 

 

< 에너지 수요 및 생산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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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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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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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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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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현지 정보처 The Jakarta Post 

Daily Indonesia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  필리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CleanEnergy Solution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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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 주요 동향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 업무 집권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가 2015년 1월 8일 선거를 통하여 집권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2015년 4월 8일 연설에서 지방의 12,850 가구의 

전력공급을 위한 지방전력제도인 ‘Soorya Mangallaye Aluth Avurudu Eliya’를 연설 

 

☞ http://www.president.gov.lk/news/electricity-supply-to-villages-brings-opportunity-for-rural-children-to-win-

the-world/  

 

□ 전력청, 새로운 본부장 취임[2015.1.24]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Mr. Shavindranath를 대신하여 Mr. M.C. Wickramasekara를 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취임식을 전력청 본사에서 2015년1월 24일 개최하고 본격업무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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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서비스 연구를 위한 필리핀 연구[2015.3.4]  

ㅇ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스리랑카 전력청 직원은 IT 및 전력배분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리핀 MERALCO Power Academy를 8일간 방문 

- MERALCO Power Academy는 필리핀 마닐라를 포함한 주요 섬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시설임 

- 스리랑카 전력청은 MERAL Power Academy의 최신 ICT 시설의 유지보수 및 네트워크 운영 방법을 

단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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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69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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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에너지청, 과학분야 교사 450명 연수 프로그램 실시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SLSEA)은 국가기술연구개발센터(NERD, 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 Development Center)와 함께 에너지 클럽활동 연수를 450명의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첫번째 프로그램은 2015년 2월 25-27일 NERD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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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Biomass Energy’ 주제로 워크샵 개최 

ㅇ 2015년 1월 29일 Biyagama Export Processing Zone의 BOI Auditorium에서 ‘Biomass 

Energy : Present Status and Future Trends’란 주제로 연수 워크샵 개최 

ㅇ 공장 관리자, 기술 전문가, 보일러 운영자 등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국제환경시설협회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기금으로 최근 착수한 UNDP biomass project에 의하여 개최 

- SLSEA는 자체 실시 중인 ‘Promoting Sustainable Biomass Energy Production and Modern Bio-

Energy Technologies in Sri Lanka’ 사업의 일환으로 3가지 테마를 구성하였으며 ‘목질계 연료로의 

전환 정책’, ‘목질계 연료 공급자를 위한 환경’, ‘목질계 에너지 기술 개발’임 

- 사업은 2017년까지이며 산업계의 연료 전환 촉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목질계 연료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업 개선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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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파키스탄의 도시들을 마비시킨 연료유 위기 

ㅇ 연료유 위기로 인해 파키스탄의 4개 지방 가운데 2개 지방의 일상이 마비 

ㅇ 상업 중심지인 카라치(Karachi)에서는 고객들이 연료유 가격이 3배 이상 오르고, 몇몇 

대학들은 대중 교통 및 개인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험 일정을 연기 

☞ http://en.trend.az/world/other/2355063.html  

 

□ 파키스탄 에너지 위기 상황 섬유산업을 저지하다 

ㅇ 파키스탄 에너지 부족 상황으로 평균적으로 섬유제조 공장들의 가동율이 30-40 퍼센트 

줄어들었고, 블랙아웃이 지속 될 경우 국내와 수출 오더 양쪽에서 계약된 일정 내에 

이행하기 어려워질 전망 

☞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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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Solar와 TechAccess, 파키스탄에서 2개의 공익사업 PV 전력 프로젝트 위해 협력 

ㅇ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 ET Solar Energy Corp.("ET Solar")가 파키스탄 펀자브 Pind 

Dadan Khan에 총 21.5MW의 태양열 발전소 2개를 공동투자 및 건설하기 위해 

TechAccess와 파트너십을 체결 

- ET Solar는 EPC/O&M 공급자이자 소액투자자로서 엔지니어링과 설계, 해안 장비 공급, 육지 토목 

및 전기 공사,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포함해 턴키 솔루션들을 제공 예정 

- 이 두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국립전력규제청의 선불관세제도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첫 태양열 

프로젝트 시리즈에 포함 
 

☞ http://en.prnasia.com/story/114924-0.shtml  

 

□ 파키스탄, 30년간 이란 전력 구매 

ㅇ 파키스탄 국영전력규제국(NEPRA)은 30년 동안 이란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승인 

- 네프라는 이란이 파키스탄의 발로치스탄 지역에 규정된 송전선에 대한 70%의 금융을 제공할 준비, 

이란으로부터 30년 동안 단위당 8~11 파키스탄 루피(미화 약 10센트)로 1,000 메가와트(MW)의 

전력을 수입하는 것을 승인 
 

☞ http://en.trend.az/iran/business/2373038.html  

 

□ 중국,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건설 

ㅇ 중국이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잇는 천연가스 운송관을 건설할 예정으로 파키스탄의 시급한 

에너지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정부는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따라 파키스탄 

등지를 경유하는 육상 송유관·가스관을 건설해 중동산 에너지 도입 경로를 단축한다는 

구상 

ㅇ 이 사업은 이란산 가스를 파키스탄에 도입해 파키스탄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측이 자금을 댈 예정 

- 최종계약은 이번달(4월 19일예정)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방문 때 이란산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으로 운반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평화 가스관 프로젝트'에 서명할 것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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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정부,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목표 설정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년 말까지 발전설비용량 목표를 800㎿로 둠. 

ㅇ 2014년 3월 기준 총 발전설비용량은 1만341㎿이며, 이 중 국가전력망(National Grid)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99.9㎿(2.22%)에 불과함.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299.9㎿ 전체가 수력(hydro)에 의한 것임 

- 주 에너지원은 가스(64.43%), 중유(9.49%), 디젤(6.6%), 석탄(2.42%) 등이며 4.84%는 수입 전력임 
 

ㅇ 독립형 발전설비(Off-Grid)까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363.8㎿로 수력이 

63.2%,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Solar Home System) 35.4%, 기타 1.2%로 구성됨 

- 현재 태양광발전소(Solar Power Plant)에 의한 발전은 전혀 없는 상황임. 
 

ㅇ 정부목표를 달성하려면 18개월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두 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ADB의 태양광발전 지원계획 

ㅇ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500㎿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Loan Agreement를 맺음. 

ㅇ 그러나 ADB가 Loan 제공조건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태양광발전 관련 자구노력 등을 

요구해 현재까지 실현된 프로젝트는 없으며 아래에 서술된 Katai 7.4㎿ 태양광 발전소가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임. 

 

□ 방글라데시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추진 동향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3년 3㎿ 규모, BOO 방식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찰을 시행했음. 

유럽업체 및 방글라데시 기업 컨소시엄이 수주함. 

- 그러나 전력매입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자금조달에 실패함. 현재 진척이 없음. 
 

ㅇ Kaptai 7.4㎿ 태양광발전소 입찰 개시 

- 2014년 6월 초 방글라데시 전력청(BPDB)는 ADB 자금으로 치타공시(市) 인근 Kaptai 지역에 7.4㎿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입찰을 개시함 

- 총 사업예산은 19억3000만 타카(현재 환율 기준 약 2474만 달러)임 

관련 입찰공고  
 

☞ http://www.bpdb.gov.bd/download/kaptai7.4 ㎿ solarPhotovoltaic/SolarKaptai_7.4 ㎿ p.pdf 

http://www.bpdb.gov.bd/download/kaptai7.4MWsolarPhotovoltaic/SolarKaptai_7.4M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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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HOROLA 30㎿ 태양광발전소 입찰 진행 

- 방글라데시 북부 Kuri Gram 지역에 30㎿ 규모, BOO 방식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입찰이 

진행 중으로 최종업체 선정단계임 

- 입찰에는 주로 중국업체가 로컬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참가함 

 

□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rariff) 검토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도입을 검토 중임 

ㅇ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상업빌딩이나 집합주거건물에서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이 

전력을 전력청(BPDB)가 매입하는 체제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규 상업빌딩, 집합주거건물에 대해 전체 전력 사용의 3%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도록 규제했으나, 건물주가 단속을 피하려고 눈가림 설비만 하고 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제가 됨. 
 

ㅇ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임. 

 

 

▐  네팔  

 

□ World Bank 지원 네팔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ㅇ 2.20 World Bank는 25메가와트(MW)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건설을 위해 130백만 

미불을 지원키로 합의한바, Madhu Marasini 재무차관과 Takuya Kamata World Bank 네팔 

담당관간 사업 합의서를 체결 

- 사업명 : Grid Solar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  

-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8개월 소요)은 50만미불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2015년 이내 

25메가와트(M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머지 80만미불은 태양광 발전소와 국가전력망(National Grid Line)간 연결사업에 소요되며, 

전력손실을 현 25%에서 10%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http://npl.mofa.go.kr/korean/as/npl/policy/trend/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  

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2620%26seqno=1126879%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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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고갈 네팔, 짐코에 SOS? 

ㅇ 네팔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이 고갈돼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해 인구가 평야지대로 

집중되고 40%의 전력을 의존하는 수력발전도 지장을 받고 있음  

- 나라얀 카드카 네팔 도시개발부 장관은 본지 송용희 회장과 집단에너지 사업자 짐코 관계자와 

연쇄 접촉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도입을 검토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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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지속가능에너지청, ADB 지원금을 활용한 지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예정 

 

 지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개요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은 ADB 의 ‘Clean Energy and Network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본 사업에 활용 예정 

 

본 사업은 스리랑카 기술 대학교에 선택된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으로 입찰 

은 ADB 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입찰 참고사항 

1. 입찰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SLSEA 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2. 영어버전의 입찰문서를 얻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SLSEA 에 LKR2500 을 지불한 

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함 

3. 입찰에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Director General,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1st 

Floor, Block 05, BMICH, Bauddhaloka Mawatha, Colombo 07, Sri Lanka로 직접 제출이며 2015년 

4월 21을 10:30분을 넘기지 아니함  

 
  

 

☞ http://www.energy.gov.lk/pdf/t4.pdf  

 

□ 전력청, Trincomalee Power Company Limited(TPCL) Sampoor 지역 울타리 설치 

ㅇ Soodaikuda, Sampurkali, Kadalkaraichenai and Kunitheevukkadu 지역에 걸쳐있는 

250MW*2 용량 규모의 석탄발전시설의 울타리 설치 작업 

- 3.0m 높이의 울타리 수리 및 설치, 2.4m 높이의 쇄사슬 연결 등 6,000m에 이르는 길이의 울타리 

개선작업으로 기술사양서에 따른 요구사항 

- 용역기간 : 계약일 ~ 6 month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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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전력청, ADB 지원받아 Sustainable Power Sector Support Project 추진 

ㅇ 지역 발전 및 송전시스템 개선프로젝트로 ADB로부터 지원사업이며 시스템 설치 사업임 

- Switches- Horizontal Mounted Load Break SF6-36kV with Remote Operation 400A- 150 Nos  

- Load Break Switches - Spare Control Unit (RTU)- 10 Nos 

- Rods Operating 33 kV MV- 130 Nos  

- 입찰일시 ㅣ 2015.04.09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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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한국, 팔레스타인•파키스탄에 행정, 환경 지원 

ㅇ 한국정부는 파키스탄 주민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펀잡(Punjab) 주(州) 카수르(Kasūr)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예정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카수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건립 예정. 하수도 인력 기술역량 강화, 

정수처리시설 취업기회 제공, 주민 위생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방안을 모색 

- 여성의사 3명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교육을 실시 
 

☞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3524  

 

 

▐  네팔  

 

□ 미얀마-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관리(Project Management) 선정 

ㅇ 미얀마와 네팔에서 각각 추진되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관리를 위함 

- 미얀마ㆍ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전통적인 새마을운동이 아닌, 새마을운동을 모덜리티 

(Modality)로 활용하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임 
 

ㅇ 수요 조사(Need Assessment),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보다 

수원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및 수행 지원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국내입찰/2015.4.22 

- 총 사업비 : 집행 한도액 1,445,480,720원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eq=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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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전력청, LED 조명기기 심포지엄 개최[2015.3.6] 

ㅇ 전력청 R D branch의 RCL(Regional Centre for Lighting)는 미국 Lighting Research Center 

of NY와 함께 LED 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 일자 : ′15.3.19 08:30 ~ 17:30 – RCL auditorium 

- 최신 LED 기술 동향, 세계 트렌드, LED 시장 및 LED 조명기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8  

 

□ 전력청, Peradeniya 및 Moratuwa 대학과 기술연구 MOU 체결 

ㅇ 전력청 R D branch의 RCL(Regional Centre for Lighting)는 미국 Lighting Research Center 

of NY와 함께 LED 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 일자 : `15.3.19 - 연구분야  

- 주요연구분야 : 신재생에너지, 송전 및 수전 시스템을 포함한 발전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8 

 

□ 지속가능에너지청, 그린 에너지 구역 선언 

ㅇ 발전 및 에너지부의 Honorable Patali Champika Ranawaka의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소비 

구역을 설정 

ㅇ 스리랑카의 수도 Sri Jayawardhanapura의 근접한 구역으로써 크기는 3.4km2에 달하며 

7,149 명의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1,352명의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ㅇ 선언식에서는 Smart Meters, 고효율 도로조명, 충전식 전력차 등이 소개되었고 2016년까지 

스리랑카 지속가능 대표 도시로 이끌기 위하여 유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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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모터 리와인딩 부문 에너지 효율 우수 사례 설명회 개최 

ㅇ 스리랑카 산업 및 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거의 60%가 모터에 의함 

ㅇ 이번 설명회는 지역 모터 리와인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Peradeniya 대학의 공학 

디자인 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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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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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스리랑카 대통령 파키스탄 방문…우호 관계 강화 모색 

ㅇ 파키스탄을 방문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과 샤리프 

총리를 차례로 만나 해운 협력과 외교안보 분야의 학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6/0200000000AKR20150406129600077.HTML?fro  

m=search 

 

□ Expo Pakistan 2015 전시회 

ㅇ 전시회는 올해 9회째 개최된 파키스탄 최대의 종합품목 전시행사로 개막 행사에 파키스탄 

총리, 상공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정도로 비중있는 행사 

ㅇExpo Pakistan 2015 개요 

- 전시회명: Expo Pakistan 2015 

- 기간: 2015년 2월 26일(목)~3월 1일(일), 4일간 

- 장소: 카라치 국제전시장 

- 주관: 파키스탄 무역진흥청(TDAP) 

- 전시품목: 섬유, 식품, 석유화학, 기계부품, 의료기기, 스포츠용품 등 
 

☞ http://www.expopakistan.gov.pk 

 

 

▐  방글라데시  

 

□ 2015 KukkiwonCup Taekwondo Championship 

ㅇ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개최된 국기원컵 태권도대회는 국기원에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방글라데시 국가체육위원회와 방글라데시 태권도 연맹이 후원을 한 대회 

ㅇ2015 KukkiwonCup Taekwondo Championship 

- 기간: 2015년3. 20 ~ 21 (2일간) 
 

☞ http://www.w-taekwo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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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습근평 주석, 야다브 네팔 대통령 회견 

ㅇ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해남성 박오 국빈관에서 박오아시아포럼 2015년 연례회의 

참석중인 야다브 네팔 대통령을 회견 

-  중국과 네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중국은 네팔과 함께 일련의 경축행사를 잘 개최해 

새로운 정세하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네팔은 중국의 "일대일로"창의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립 제안을 확고히 지지 
 

☞ http://korean.cri .cn/1660/2015/03/29/1s224428.htm  

 

□ 철도시설공단, 몽골, 네팔 철도관계자 초청연수교육 실시 

ㅇ 철도시설공단은 이번달에 몽골, 네팔 철도관계자 초청연수교육을 비롯해 4월에는 인도 

현지에서 단기 철도학교를 운영  

- 단기 초청연수교육은 국내 선진 철도기술 및 시스템 전수를 통한 철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이론 강의 외에 건설현설 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 
 

☞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 

 

□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네팔 오지마을 학교 재건축 

ㅇ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네팔 코르카 만드레 지역 

학교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ㅇ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2억5,000만원을 엄홍길휴먼재단에 지원하고 학교 재건축과 

부대시설공사를 공동 진행할 예정 

- 내년 4월까지 교실 9개와 교무실 1개, 놀이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튼튼한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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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서남아시아 권역 프로젝트 동향) 

 

□ 싱가폴-인도 Andhra Pradesh 주수도 개발 프로젝트 동향 

ㅇ 인도 Andhra Pradesh 주 수도를 개발하는 싱가포르·인도 합작 프로젝트 관련, 3.30(월) 

싱측이 새 수도 건설에 대한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을 인도측에 전달하였으며, Andhra 

Pradesh 주 수상 Chandrababu Naidu는 동 청사진이 효율적이고 시간을 엄수하는 

싱가포르의 명성을 반영하였다고 평함 

 

□ 파키스탄, 농업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추진 동향 

ㅇ 파키스탄 정부는 Sindh 지역 농경지대의 농업 관개 시설 맟 농수 관리 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총 소요자금은 약 2억 4천만 

달러이며, 이 중 1억 8,700만 달러는 국제개발기구 (IDA)로 부터 차관 조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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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방글라데시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방글라데시의 주요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가 62%, 천연가스가 25%, 수입원유가 12%, 

수입석탄 및 전력이 1%를 차지함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총 39 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에너지자원부에서 에너지, 

천연가스, 석유를 담당하는 유관부서 8 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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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소비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소비는 인접한 서남아 권역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방글라데시 인구의 2/3을 점하는 농촌지역에 전력, 천연가스와 석유 등 현대적 에너지원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메탄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함 

 

<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및 파키스탄의 국민 1 인당 에너지 소비 현황2 2009 년, kWh/Capita> 
 

 

국가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에너지 소비 252 2,631 597 449 

 

ㅇ 2012년 기준 방글라데시 에너지 소비는 바이오매스 62%, 국내생산 천연가스 25%, 

수입원유 12%, 수입석탄 및 전력 1%로 구성 

- 이 중 바이오매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가축 배설물과 농산물 부산물에 의함 

- 총 인구의 49%가 전력망을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지만, 인구의 70%를 점하는 농촌지역은 불과 

25%만이 전력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 천연가스의 경우 또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6%의 인구만이 사용가능 

  

                                         

2. 출처 : Herath Gunatilake and David Roland-Holst(2013), Energy Policy Op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Bangladesh,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35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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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에너지 소비현황3 2012 년> 
 

구분/에너지원 바이오매스 천연가스(국내생산) 원유(수입) 석탄(수입)+전력 

비율(%) 62 25 12 1 

 

ㅇ 방글라데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천연가스 채굴확대를 통한 전력공급 확대 

- 원자력,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 가공기술의 현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개발 

등을 통한 전력공급 확대로 요약 가능 

 

<방글라데시의 에너지자원 매장 추정치4(2010 년)> 
 

에너지 천연가스(BCF) 석유(10 억 배럴) 석탄(백만톤) 수력(연 TWh) 

총계 12,506.678 0.028 2,700 1,100 

 

 

 

 

 

 

 

 

 

 

 

 

 

                                         

3. 출처 : Energypedia(2013), Bangladesh Energy Situation, P.5. ; IAEA(2013),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013 Edition, 

Bangladesh, P.2.  

4. 출처 :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013 Edition, Bangladesh, p.3. 

☞ 방글라데시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가 6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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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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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산업분야가 각각 26%, 24%를 차지(′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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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방글라데시 에너지 생산(2012 년/단위 : exajoule5)> 
 

에너지/년도 1980 1990 2000 2008 2012 
2000-12 년 

평균성장율(%) 

에너지 소비(국내생산(수출분 제외)) + 수입에너지 

화석연료(석탄, 갈탄) 0.007 0.017 0.015 0.168 0.1767  

석유 0.07 0.08 0.173 0.212 0.2  

천연가스 0.05 0.15 0.35 0.633 0.894  

원자력 - - - - -  

수력+풍력발전 0.003 0.003 0.003 0.0034 0.0028  

기타 - - - 0.356 0.3637  

총계 0.17 0.33 0.5306 1.3724 1.6373 9.84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석탄, 갈탄) - - - 0.0144 0.0328  

석유 - - - - -  

천연가스 0.05 0.15 0.35 0.651 0.894  

원자력 - - - - -  

기타(재생에너지) 0.01 0.01 0.003 0.0034 0.0028  

총계 0.1 0.23 0.369 1.0338 1.2933 11.01 

총계 

순수입(수입-수출) 
0.07 0.1 0.161 0.1978 0.3439 6.52 

 

ㅇ (바이오매스) 가축 배설물, 농작물 부산물, 수로의 부유물, 쌀겨 등 농촌지역에서 천연가스 

및 전력 대신 농축산에 따른 자생적인 자원을 원료로 함 

- 농촌지역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스리랑카 자국의 기술 및 

자본의 부족으로 바이오가스를 연로로한 발전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임 

 

                                         

5. 출처 : IAEA(2013),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013 Edition, Bangladesh,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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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 1960년대에 건설된 까르나풀리(Karnafuly) 발전소는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수력발전소로 230kW의 전력을 생산, 2012년 2월 1,320,965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건설하여 36.5MW의 전력을 생산 

- 방글라데시 정부는 풍력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2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이용하여 약 

2,0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 
 

ㅇ (천연가스) 방글라데시 전역에 총 24개의 천연가스 광구 발견 

-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채굴의 약 47%는 발전부분에 소비, 비료생산공장에서 22%소비 
 

ㅇ (석탄)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풀바리(Phulbari) 지역에서 

채굴되는 석탄의 75%를 2006년부터 수출 

- 발전에 필요한 석탄은 수입하고 있는 형편으로 석탄을 활용한 전력생산은 경제성이 없음 

 

□ 농촌지역 에너지 실태 

ㅇ 방글라데시 도시지역 전체 인구의 20%정도 및 농촌지역의 71%는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실상 방글라데시 농촌의 99%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 66%는 산림, 가축 배설물, 황마( jute)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 

- 방글라데시 가정의 취사용 에너지는 산림자원과 농촌지역의 부산물인 낙엽, 짚 및 가축배설물 등의 

사용 비율이 86%에 달해 현대적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및 전력사용은 10% 정도 수준임 

- 특히, 농촌지역 가정은 등유를 원료로 한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유가격의 가파른 

상승(2010년 42다카(TK)/liter에서 2012년 61다카(TK)/liter)으로 인하여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줌 

-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가정에서 위해한 에너지 사용(폐기물, 가축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여성 및 아동이 연 46,000명 사망 

 

<방글라데시 가구의 에너지 구성6(2011 년)> 

취사용 에너지 소비 등화용 에너지 소비 농촌지역 에너지 소비 

에너지 유형 비율(%) 에너지 유형 비율(%) 에너지 유형 비율(%) 

기타(가축배설물, 낙옆, 짚 등) 51.2 전력 53.0 목재 44.0 

목재 34.8 등유 39.5 농작물 부산물 21.0 

가스/LPG 12.6 태양광 6.9 가축배설물 17.0 

등유 1.0 기타 0.5 낙엽 15.0 

전력 0.4 바이오가스 0.1 등유 2.0 

바이오가스 0.1   전력 1.0 
 

                                         

6. 출처 :  Energypedia(2013), Bangladesh Energy Situation,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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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기관 

□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분야는 1개의 부처와 2개의 관련부서 및 총 9개의 

공기업형태로 관리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발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전력부문와 에너지부문으로 나누어 관리 

ㅇ (전력부, 전력개발위원회)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주로 수도인 다카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서부지역의 발전 및 전력공급을 담당 

- 전력개발위원회는 PSMP-2010에 따라 2021년까지 11,600MW의 발전용량을 추가 건설하여 

24,000MW로 발전용량을 증대하는 목표를 세움 
 

ㅇ (전력부, 지방전력위원회) 지방전력위원회(REB)는 2013년 Rural Electrification Board 

Ordinance(1977)를 대신하여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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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력부, 방글라데시전력망회사) 방글라데시전력망회사는 1996년 11월 설립되었음  

- 전력 송전의 효율성을 포함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전력부에 개편되었음 

 

ㅇ (전력부, 다카전력공급회사) 소비자의 편리, 상업 지원, 높은 수준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목적으로 다카지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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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부, 서부전력송전회사) 서부전력송전회사는 2002년 11월 ‘Companies Act 1994’에 

의하여 서부지역(Khulna, Barisal, 21개의 Greater Faridpur 지역 등) 전력송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ㅇ (전력부, 방글라데시 전력발전회사) 1996년 11월 23일 설립된 Meghnaghat Power 

Company(MPC)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 2월 16일 방글라데시 전력발전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2000년대 중반 이후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 자원의 부족에 따라 경제성장에 제약을 

받았고 이는 방글라데시의 체계적인 에너지정책 실행 경험의 부재에서 야기됨 

ㅇ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었음 

ㅇ 이는 에너지에 부과되는 조세의 일관성 결여, 에너지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패, 에너지 

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실패를 가져옴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석유, 전기,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환경보호 등 

에너지관련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정부의 일관되고 중장기적 전략 부재로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2000 년대 중반까지 에너지 관련 입법7> 
 

 Petroleum Act 1974 

 Rural Electrification Ordinance 1976 

 Investment Board Act 1989 

 The Mines & Minerals(Control & Development) Act 1992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1995 

 Bangladesh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Act 2003 

 Public Procurement Act 2006 

  

                                         

7. 출처 : Institute of Appropriate Technology Bangladesh Univ. of Engineering & Technology(2010), Bangladesh Public 

Administration Training Center : Energy Resource & Governance Issues Bangladesh Perspectiv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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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에너지 정책(NEP) 

ㅇ (에너지 정책) 방글라데시 정부차원의 본격적 에너지정책은 1996년에 시작된 국가 에너지 

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임 

- 정부 내 에너지광물자원부처(Energy & Mineral Resource Division)의 주도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위정책으로 구성 

- 하위 정책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부응한 에너지 부분의 혁신으로 에너지 자원의 상업적 이용, 

천연가스 개발, 생산 및 유통, 적절한 에너지 소비임 
 

ㅇ (정책목표 추가) 2004년 환경보고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3가지 정책 

목표를 추가 

- IT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를 천명하고, 2021년까지 전력생산을 

20,000MW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발표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 
 

정책 정책 목표 세부실행계획 

국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인프라 개발 

-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창을 

위한 에너지 정책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 

국내생산 에너지 공급확대 
국내 에너지자원의 최적회된 

개발 

에너지 관련제도와 정책 개혁 
에너지 부분의 공공시스템 

지속적 관리 

에너지 자원 보존과 효율성 

강화 
에너지 자원의 적절한 사용 

환경보호와 개선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 

실행전략 구체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 

국가 에너지 정책 

(추가목표) 

전력생산인프라 개발 
2020 년까지 모든 인구에 

전력보급 

정책개혁 적절한 에너지세금 부과 

정책개혁과 인프라 개발 적절한 에너지시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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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전력 

ㅇ 1972년 독점적 에너지관리 국영기업인 방글라데시전력발전위원회(BPDB,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설립 

ㅇ 1996년 자회사인 방글라데시전력송전회사(PGCB, 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설립 또한 정부는 독점적 전력 생산, 송전 및 공급을 외국기업 및 민간기업에게 개방하여 

전력시장이 성숙함 

ㅇ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7개에 달하는 천연가스 발전소 설립, 매년 1,290MW 규모의 

전력 생산 

ㅇ 정부는 농촌지역 전력공급을 위하여 1977년 농촌전기위원회(REB, Rural Electrification 

Board)를 설립, 1991년에 수도인 다카 지역 인구 급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카전기공급기구(DESA, Dhaka Electric Supply Authority)가 별도로 설립 

 

<방글라데시 전력생산 및 공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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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ㅇ 방글라데시는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발전소 건설은 

이루어 지지 않음 

ㅇ 방글라데시 전역에 약 10kW에서 5MW 정도의 발전용량을 갖은 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나, 1960년대 깝따이(Kaptai) 수력발전소 이외에 신규건설은 없음 

ㅇ 수력 발전소 건설의 걸림돌은 강우량에 따라 계절별로 발전용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다는데 있음 

 

□ 태양광 발전 

ㅇ 방글라데시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은 비교적 활성화 

- 국가 전역에 약188만 가구에 8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ㅇ 인프라개발회사(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지방전력위원회(Rural 

Electrification Board), 지방정부 엔지니어링부처(Local Government Engineering 

Department), 방글라데시전력발전위원회(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등의 각 

정부부처와 NGO 및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산업에 이바지함 

- 특히, 인프라개발회사(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는 NGO와 협력을 통해 관련 

기금을 형성하여 가구에 재정지원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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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전력망> 
 

 

 

 

□ 전력생산 추이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지속적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하여 28개의 발전소를 건설 

- 완공되는 2016년에는 약 5,000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가능하며 현재보다 약 2배 규모인 

12,000MW의 발전용량을 확보 가능함 

- 지속적 발전소 건설로 2021년까지 20,000MW까지 확대 계획 

 

□ 천연가스 

ㅇ (소비구조) 2000년대 경제성장과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금제도의 여파로 운송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수요가 증가 추세 

- 그러나, 천연가스 공급기지 및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동부와 서부 등 지역 간 소비구조가 확연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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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정책)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여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정부는 각 부문에 걸쳐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율을 달리 적용 

-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서 전력발전 및 비료생산 산업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 
 

ㅇ (천연가스 가격) 방글라데시 정부의 천연가스에 대한 낮은 조세부과율로 인근 국가에 

비교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낮음 

- 특히, 전력발전 및 비료생산 산업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인도와 비교하여 1/5수준에 

불과함 

 

<방글라데시와 인근국가의 천연가스 가격비교(2011 년)> 
 

구분/국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전력 1.05 5.14 5.06 4.36 

비료생산 
사료용 곡물 0.96 1.17 5.06 - 

발전 1.56 4.99 - - 

산업 2.19 4.99 18.19 5.12 

CNG 8.60 6.57 16.17 - 

대규모 상업용도 3.54 6.05 18.19 5.12 

소규모 상업용도 3.54 6.05 23.51 5.12 

민간수요 1.93 1.24 12.27 - 

 

 

  

☞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 및 원 별 정책제도는 존재하나 적응 관련 정책제도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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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방글라데시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 확대 

ㅇ 1996년부터 국가에너지 정책(NEP)를 출범하여 에너지 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천연가스 

개발 확대 등의 정책을 취함 

ㅇ 2004년부터 인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정책을 취함 

ㅇ 핵심은 전력공급 확대로 정책의 성패는 발전생산 에너지원의 47%를 점하는 천연가스 

채굴의 확대임 

- 2012년 기준 방글라데시에 132개의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 1990-2002년 사이에만 41개의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였으며, 매년 2-3개의 신규 광구를 개발할 

정도로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함 

 

ㅇ 2012년 2월 미얀마와 벵골만 해역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로 타결된 직 후 2014년 2월 

방글라데시 국영석유회사(IOL)는 인도 석유 및 천연가스공사(ONGC)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 

ㅇ 2014년 3월 호주-싱가포르 합작회사인 Santos-Kris Energy와 벵골만 11광구에서 탄화수소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 

 

□ 한국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 전망 및 전략 

ㅇ 한국기업이 천연가스 체굴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부분에서 높은 기술력이 있지만, 

방글라데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저조한 실적임 

ㅇ 이미 인도 및 미국 등 여러 국가에 비해 후발국으로써 ODA 정책과 연계된 에너지 산업 

진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방글라데시는 대표적인 대외원조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ODA 정책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에너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글라데시는 대표적인 대외원조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ODA 정책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에너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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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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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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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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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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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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nergy - 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Water and Energy Commission 

 Nepal Electricity Authorit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 Deparment of Environment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re 

국내 정보처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주 네팔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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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주)네오에코즈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2016년 에너지효율등급제 도입 

ㅇ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A,B,C,D,E,F,G 일곱 단계로 나눈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안을 

통과시키고 2016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힘 

-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기 오븐, 텔레비전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이며, 향후 

2016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검사받지 않은 모든 제품은 판매 금지될 예정 

- 전력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낮은 기술력으로 전력 부족 문제를 겪어오던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효율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옴 

- 그 중 많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매해 

단계적으로 최하위 단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통해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 

- 향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외국산 전자제품 또한 에너지 효율 등급제 심사를 통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http://uzdaily.com/articles-id-31846.htm 

 

□ 2015년말 타슈켄트 화력 발전소 준공예정 

ㅇ 우즈벡에네르고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타슈켄트 발전소 현대화 사업(370MW급 복합 

가스터빈 설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 컨소시엄(슬로바키아 SYNECTA a.s./Istroenergo Group/캐나다 SNC-Lavalin/체코 CKD Export)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5.11억불 

- 재원은 중국 국가개발은행 2.2억불, 우즈베키스탄재건개발펀드(FRDU) 76.2백만불, SYNECTA a.c. 

68.9백만불, 우즈프롬스트로이은행 26.9백만불, JICA 2백만불, △우즈벡에네르고 1.17억불 등으로 

충당 

- 사업 완료시 연간 280억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1.75억m3의 천연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http://uzdaily.com/articles-id-318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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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69321.html 

 

□ 우즈베키스탄-중국간 4차 가스파이프 2015년 중반 착공 

ㅇ 러시아 Ria 언론은 중앙아-중국간 4차 가스파이프의 우즈베키스탄 내 구간 공사가 2015년 

하반기에 착수될 계획이라고 보도 

- 우즈베키스탄內 구간 공사의 사업비는 8억불로 예상되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간 파이프 

구간 길이는 200km로 평가(준공 시기는 2016년말로전망) 

* 2013 년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 방문 계기 체결된 중앙아-중국간 가스파이프 4 차 라인(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스탄-중국)의 총 길이 1,000km, 가스수송 규모 30BCM 으로, 

동 파이프 완공시 향후 중앙아-중국간 가스파이프(1~4 차) 전체 수송 용량이 연 85BCM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앙아-중국간 가스파이프 공사는 2008 년에 착수되어 2009 년 1 차 라인, 2010 년 2 차 라인 

완공되었고, 현재 1-2 차 파이프의 수송규모는 연 30BCM 

- 2014년말 22억불 규모의 중앙아-중국 가스 파이프 3차 라인(총 길이: 1,830km, 우즈베키스탄內 

구간: 530km, 연 수송규모 25BCM)이 완공됨에 따라 2015. 1/4분기내 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69372.html  

 

 

▐  카자흐스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신경제정책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 승인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4.8 2015-2019년도 인프라개발 국책사업인 'Nurly Zhol (미래의 길)'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  

- 신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는 효율적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산업 및 관광 인프라 개발, 단일 

전력시스템 개발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주택 인프라 재건 및 건설 등 수도·난방설비 현대화, 

교육시설 구축임 

- 동 프로그램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업종사자, 수출업자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책과 

내수 진작, 지질탐사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020년에는 GDP 성장률 15.7% 달성, 395,500개의 고용창출 등의 

기대효과 예상 
 

☞ http://forbes.kz/news/2015/04/09/newsid_84118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69321.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69372.html
http://forbes.kz/news/2015/04/09/newsid_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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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전기요금 기본료 도입 계획 

ㅇ 카자흐스탄의 에너지부는 전기 기본료 도입 계획 수립 및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Dzaksaliev 에너지부 차관은 전기요금 기본료 도입을 통한 요금제 개선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전자그리드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에너지부는 전문가들이 에너지 수요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15년후에는 1,300억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라고 한바 이에 대한 개정과 투자유치가 시급함을 역설 
 

☞ http://tengrinews.kz/kazakhstan_news/elektroenergiyu -rk-mogut-nachat-vzimat-abonentskuyu-p latu-272794/ 

 

□ 카자흐스탄-중국, ‘2017 아스타나 엑스포’ 참가 관련 회담 

ㅇ 카자흐스탄 외무부 공보실은 샤흐랏 누르셰프 중국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가 장쩌민 중국 

국제 무역 조직위원회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 

- 양측은 무역,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중국 측은 ‘2017 

아스타나엑스포’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 

- 누르셰프 대사는 회담에서 “중국의 ‘2017 엑스포’ 참여는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카자흐스탄 신경제정책인 ‘Nurly Zhol(미래의 길)’이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함 

- 장쩌민 위원장은 엑스포 참여에 대한 마무리 협상 및 중국 국제 전시관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국제 무역 조직위원회를 올 하반기에 아스타나에 파견하여 마무리 짓기로 합의함 
 

☞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65124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자원에너지 개발 부문 목표 및 기한 설정 

ㅇ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석유가스 분야 특별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분야의 달성 목표 및 기한을 설정 

- 2018년까지 연간 33BCM규모의 갈크니쉬 가스 매장지 2단계 개발 달성 및 2016년까지 - 

투르크메니스탄 동서 가스 배관망 완공 

- TAPI 관련 문서 작업과 서명 등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2015년에 반드시 건설 착수 

- 진행 중인 카스피해 횡단 배관(Trans-Caspian Pipeline) 연구 및 작업 지속 

- 2018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 네번째 가스 파이프 라인(D 라인) 완공 

- 4월 기공식 예정인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공장의 기한내 준공 

-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한 석유탐사 집중 

http://tengrinews.kz/kazakhstan_news/elektroenergiyu-rk-mogut-nachat-vzimat-abonentskuyu-p%20latu-272794/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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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 희소금속의 탐사 및 생산 개선, 동 분야 외자 유치 및 첨단 기술 도입 

-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의 고품질 휘발유 생산 및 에케렘 신정유공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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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몰도바 다수의 정부간 협정 체결 

ㅇ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이루어진 몰도바의 니콜라예 티모프티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다수의 양국 정부간 협정들이 체결됨 

- 양국 정상은 이번에 농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불법적인 방법과 금융 테러로 취득한 현금 

및 자산의 합법화를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 양국 무역-경제 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정서, 교통분야 협력의 주요 원칙에 대한 양해각서, 양국 정부간 무역-경제 협력에 

대한 협정 및 여러 정부간 협정에 서명을 함 
 

☞ http://www.trend.az/casia/turkmenistan/2381276.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재무장관 사임 

ㅇ 키르기스스탄 정부 언론사 노보스티 통신사는 키르기스스탄 재무장관 Olga Lavrova가 

사직서를 하였다고 발표 

- Olga Lavrova는 2012년 9월 재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러시아-키르기스스탄 발전기금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 

- 사임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를 밝힐 것으로 전망됨 

- Olga Lavrova는 일전에 러시아 가즈프롬으로부터 구조작업 제안 업무를 요청 받은 적이 있음 
 

☞ http://en.trend.az/casia/kyrgyzstan/2382997.html  

 

□ 키르기스스탄,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전기 70.4백만 킬로와트 공급 

ㅇ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계약에 따라 7,040만 kWh의 전기를 

공급했다고 Electric Stations JSC의 보고서가 밝힘 

- 총 전기량의 7,010만 kWh는 2014년 7월 26일에 서명한 양국 협력 협정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한 

관세동맹의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의 조약에 의해 인접국에 공급 

- 작년, 키르기스스탄은 물부족으로 인해 전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대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kWh 당 평균 8.6 som(0.08$) 전기 수입을 강요 받음 
 

☞ http://akipress.com/news:558129/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341766.html
http://www.trend.az/casia/turkmenistan/2381276.html
http://en.trend.az/casia/kyrgyzstan/2382997.html
http://akipress.com/news:55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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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이란과 중국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의 협력에 관심 표명  

ㅇ 이란,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라이보르 CSTO 사무총장이 발표 

- 보르듀자 사무총장은 위의 국가들이 CSTO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보다 

심도있는 상호협력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 

- CSTO는 파키스탄, 이란, 중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의 국가들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협력을 결정할 중요한 조건은 이들 국가들이 집단안보체제에 동의와 의지라고 밝힘 

- CSTO는 1992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공화국까지 6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회원 자격은 2012년 

정지) 
 

☞ http://www.trend.az/world/other/2383085.html  

 

 

▐  몽골  

 

□ 복지부, 몽골 영유아 장애 발견 사업에 15만 달러 지원 

ㅇ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몽골의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개입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5만달러씩 총 15만달러를 지원 

- 복지부는 장애인개발원과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가 '몽골 0~3세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사업'을 위한 기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인구개발사회보호부와 '장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은바 있음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04/06/0604000000AKR2015040607290001  7.HTML 

  

http://www.trend.az/world/other/2383085.html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04/06/0604000000AKR2015040607290001%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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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스리다리아주 상수도 공사(세계은행 차관) 

ㅇ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청(Uzkomyunkhizmat)에서 8,800만불 규모의 세계은행 차관 제공 

사업 관련 스리다리아주 상수도 공사 입찰을 발표하였으며, 동 입찰은 세계은행 국제 입찰 

절차에 따라 진행 

- 스리다리아주 토킨칠릭 / 옥찬갈 / 쿠키르바이 / 카레르 / 파르차야즈 / 아미르테무르 / 

투르키스톤 / 무스타클릭 / 케라미체스키 / 하바사바드 / 하바스키슐록 마을의 상수 펌핑장 및 

배수관 공사가 진행되며, 마감일은 2015.4.21.임 

- 스리다리아주 마아우트/하바스트/미르자바드/사르도빈/아칼틴 지역 마을의 상수도 펌핑장 건설 

사업이 진행되며, 마감일은 2015.5.5.임 

- 담당기관: 공공서비스청 세계은행 프로젝트 담당  

- 주소: #201 1 Nyiezbek st. Tashkent, 100035  

- 전화/팩스: 99871) 235-4497, 235-4789 , 99871) 235-8290  

- 이메일: pcu.tashkent@pcu.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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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리마잔 송배전선 공사(세계은행 차관) 

ㅇ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우즈벡에네르고)는 세계은행 지원하에 시행되는 탈리마잔 송배전선 

사업(탈리마잔 발전소와 소그디나나 변전소간 500kV 송전선 건설)에 따라 입찰을 공고, 

(입찰 번호 : TPP/ICB/2014) 

- △Lot 1: single phase autotransformer (167MVA/500/220/10kV), three phase transformer 

(200MVA/242/18kV),  

- △Lot 2: Circuit breaker 220kV, current transformer 220kV, current transformer 110kV 

- 담당기관: 우즈벡에네르고 탈리마잔팀   

- 주소: 6 Istiklol st. Tashkent, 100000 

- 전화/팩스: 99871) 2233-0819, 232-1241 

- 이메일: grptalimarjan@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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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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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개의 시멘트 생산 공장 건설 추진 

ㅇ 아르스라노프 우즈베키스탄 건축자재공사 국장은 2016년 2개의 신규 시멘트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 

- 카라칼팍스탄 지역內 카라칼팍시멘트 공장 건설(연산 40만톤) 및 수르한다리아주 내 수르혼 시멘 

트인베스트 공장(연산 22만톤)이 건설될 계획이나 투자규모는 미정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8개의 시멘트 공장이 운영 중으로, 총 생산 규모는 연 880만톤으로 평가됨 
 

☞ http://www.uzdaily.com/articles-id-31156.htm 

 

 

▐  카자흐스탄  

 

□ Samruk Energy,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 

ㅇ Samruk Energy는 2015-2019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 

- 예레이멘타우시에 2개의 50MW급 풍력발전소와 60MW급(최대 300MW) 풍력발전소, 카프샨가이시 

근교에 50MW급(최대 10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할 계획 

- Samruk Energy의 자회사 Kazgidrotehenergo는 일리강에 Kerbulak 수력발전소 및 7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 

- 카자흐는 영토의 60%가 태양, 수력, 풍력에너지 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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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대규모 석유 광구 탐사 계획 

ㅇ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15년 대규모 석유 매장지인 'Satpayev'지역에 대한 첫 탐사가 

실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 2015년 'Satpayev Operating'이 'Satpayev' 유전 광구에 대한 첫 탐사를 진행할 계획, 

'Satpayev'지역은 카스피해 북쪽에서도 북쪽 대륙붕에 자리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세 

구역인 'Satpayev', 'East Satpayev', 'Karina'를 포함 

- 'Satpayev'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질의 석유는 2억 5천3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KazMunaiGaz'가 개발 중임 

- 인도 국영석유기업인 'ONGC Videsh Limited'도 25%의 지분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추후 

지분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 기업은 현재 이 지역의 지하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참여 중 

 

☞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83939.html  

  

http://www.uzdaily.com/articles-id-31156.htm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839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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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포함 대규모 양해각서 체결 

ㅇ 지난 11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을 포함해 총 6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 

- 양국은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자원협력, 금융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향후 비자발급 요건 완화, 장기 비자 발급 등의 문제도 해결될 예정 

- 한국 기업들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높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부문에 

적극적 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 받는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 사업은 그 금액이 총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83506.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83506.html


 

 

 
71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설립 

ㅇ 2015년 2월 4일 대통령결의 (2293호) 에 따라 국가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정보기술통신 

발전부로 승격함 

- 마르자히도프 현 위원장이 장관직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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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당선 

ㅇ 2015년 3월29일 치러진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이슬람 카리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며 향후 5년 더 대통령직을 맡게 됨 

- 카리모프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 기조 및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힘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및 강력한 동맹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의 정책에 반기를 든 카리모프 대통령의 당선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됐으며, 지난 18일 카리모프 대통령이 “다시는 옛날처럼 강한 나라와 통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드러남 
 

☞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78235.html  

 

 

▐  카자흐스탄  

 

□ 강남세브란스 병원 대표단 카자흐스탄 방문 

ㅇ Saparbayev 부총리는 3월 26일 강남세브란스 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센터 

관계자 들과 면담하고, MOU 체결 및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 카자흐스타측은 보건사회개발부 장관과 교육과학부 장관,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 

- 양측은 보건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처간 체결한 MOU 

이행차원에서 카자흐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진료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한국 병원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함 

- 동카자흐스탄 지역은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가장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바, 한국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진료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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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78235.html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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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intaev 제1부총리, 카자흐스탄 주재 EU 대사들과 EU-EEU 협력방안 논의 

ㅇ Sagintaev 제1부총리는 4월8일 카자흐스탄 주재 EU 18개국 대사 및 EU 대표부 대사와 

회동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기능과 발전전망에 대해 논의 

- 국가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카자흐스탄-EU간 교역액은 530.7억불로 카자흐의 총 대외 

교역액의 44.4%를 차지하는바, EU국가들은 카자흐의 중요한 통상투자 파트너라고 강조 

- 양측은 금번 회동을 계기로 전기, 석유, 물류운송, 제약, 의료품 등의 공동시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Sagintaev 제1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이 EEU 가입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바, 신규 상품들의 EEU 회원국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논의 
 

☞ http://primeminister.kz/news/show/28/pervyj -zamestitel-premer-ministra-rk-bsagintaev-vstretilsj a-s-

poslami-18-stran-es/08-04-2015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유럽의 에너지 안보정책 지원 

ㅇ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안한 에너지자원 생산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자원공급 경로를 

규제할 국제법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 

- 본 회의는 UN이 2013년 5월 67차 총회에서 도입한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협력에서 차지하는 역할’ 에 과한 결의안 이행에 초석 역할을 할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중앙 아시아와 카스피해 

에너지 시장의 중요 주체 중 하나로 UN에서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 안보를 정착하고자 여러 

방면에서의 진취력를 높이고 있음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82984.html  

 

  

http://primeminister.kz/news/show/28/pervyj-zamestitel-premer-ministra-rk-bsagintaev-vstretilsj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82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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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터키 대통령 최근 몽골 방문 

ㅇ 터키의 대통령 겸 외무부 장관인 Mevlüt Çavuşoğlu은 최근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의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가짐 

- Mevlüt Çavuşoğlu 장관은 몽골의 Tsakhiagiin Elbergdorj 대통령과 Chimed Saikhanbileg 수상을 

예방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몽골 외무부장관인 Lundeg Purevsuren과 만남을 가짐 

- 양국은 경제협력과 관광 부문에 있어서의 협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가지고, 상호간 비자 

면제가 양국 간의 교역과 관광 협력을 대폭 증진시킬 것을 강조 

- 비자면제는 특히 양국간 건설부문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 http://www.todayszaman.com/diplomacy_turkish -fm-travels-to-mongolia-seeks-to-foster-ties_3 77949.html 

  

http://www.todayszaman.com/diplomacy_turkish-fm-travels-to-mongolia-seeks-to-foster-ties_3%20779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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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실시에 따른 시장 기회 확대 

ㅇ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전기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은 협력 관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 

ㅇ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에너지 효율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중앙아시아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사업 지속 추진  

ㅇ 카자흐스탄은 Samruk Energydml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수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케트 화력발전소 준공 및 우즈베키스탄-중국간 4차 가스파이프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가 노후화 되어 효율의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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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은 2008 년 경제위기 이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추진 

ㅇ 에너지 관련 산업의 설비 노후화, 인프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국제기구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천연가스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5.9조㎥, 확인 매장량은 3.4조㎥ 이며, BP(2012년 기준)는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1.123조㎥ 발표하고 있음 

- 가채년수는 31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부문의 매장량은 세계 18위, 

생산량은 세계 14위임 

- 확인된 약 120개의 가스전 가운데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의 가스전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IEA 통계에 의하며, 2012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생산은 56.7백만toe, 공급은 48.3백만toe임 

-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천연가스 88.6%, 석유 6.5%, 석탄 2.9%, 수력 2.0%임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 2009년 중앙아시아-중국간 신규 가스파이프 개통으로 2012년에 중국과 가스 수출계약(약 

10BCM)을 체결하여, 향후 가스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대부분의 가스전이 1960~70년대에 개발된 가스전들로 노후화로 인해 현재 고갈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스 생산의 감소 및 정체 현상 발생 

- 우즈베키스탄 내 가스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인Uzbekneftegaz는 우즈벡재건기금(UFRD)을 

통해 7,500만 달러 규모 자금으로 7개 가스전(Samantepe, Girsan, Taylyack 등)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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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총에너지 공급(1990-2000) > 
 

 
자료: IEA 

 

< 우즈베키스탄 총에너지 공급 비중(2012) > 
 

 
자료: IEA 

 

<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 

구 분 2011 2012e 2013e 2014f 2015f 2016f 

국내소비량 510 509 517 480 493 506 

수출량 120 120 125 175 175 175 

총생산량 630 629 642 655 668 681 
 

자료: BMI, Uzbekistan Oil&Gas Report Q1 2014.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가 88.6%로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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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총 에너지 소비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해오고 있으며, 석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에너지 소비구조는 천연가스 73.35%, 석유제품 7.96%, 전력 10.51%, 열 6.79% 등임 

- 1991년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석유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석유소비 비중은 1990년에는 20.98%에서 2012년에는 7.96%로 감소함 

- 반면, 천연가스 소비 비중은 1990년 56.29%에서 2012년 73.35%로 증가하였음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1990~2012) > 
 

 

자료 : IEA 

 

< 총 에너지 소비 비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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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 

ㅇ 전력수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농업, 주거 등에서 전력수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부문별 소비비중은 산업 38%, 농업 33%, 주거 185, 상업 및 공공서비스 8%, 교통 3%임 

 

< 부문별 전력수요 현황 > 
 

 

자료: IEA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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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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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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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공공서비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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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소비 구조는 석유소비는 줄고, 천연가스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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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부문별로 별도의 조직이 관리하고 있음 

ㅇ 가스, 전력, 건물에너지효율, 산업 에너지효율 등을 국영기업이나 위원회, 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구조임 

- 가스와 전력은 에너지 및 자원을 담당하는 부총리 산하의 국영기업인 Uzbekneftegaz와 

Uzbekenergo가 담당하고 있음 

- 건물에너지효율 부문은 건설 및 인프라 담당 부총리 산하의 건축건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산업에너지효율은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담당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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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영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1993.1.14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내의 유가스 산업 

전분야를 담당하는 독점 국영기업(정부 지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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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zbekneftegaz 조직도 > 
 

Uzbekneftegaz 

National Holding Company 

    Uzneftegazdobycha 

생산 및 가스처리 

  Uznefteprodukt 

정유 및 판매   

    
Uztransgaz 

가스수송/저장 

  Uzgeoburneftegaz 

탐사/시추평가   

    Uzneftegazstroyinvest 

설비 건설 

  Uzneftegazmash 

장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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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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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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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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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임을 인지하고 노후화된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다각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가공률을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을 통해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제조국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2년 우즈벡네프찌가스(UNG)는 ①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질탐사 강화, ② 신기술 통한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 및 생산 확대, ③ 기술장비 개선 등 산업 인프라 현대화, ④ 천연가스 가공율 

증진 등 가스화학산업 발전, ⑤ 유가스 설비 생산 발전 등 5대 전략 발전 과제를 선정하여 유가스 

산업 발전을 추진한 바 있음 
 

ㅇ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석유·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에너지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부문의 법적 기본 틀(legal framework) 마련 및 시장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의 강화 등  

  

☞ 특정 부처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직으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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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우즈베키스탄은 페르가나, 부하라, 알티야릭 등 3개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가동률이 55∼60%선에 그치고 있어 정유시설 현대화를 추진중 

- 원유 정제능력은 연 11.2백톤이며, 일일정제량은 약 8.6만 배럴로 국내 휘발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페르가나 정유공장: 연간 정제능력 5.5백만톤, 50종류 제품(케로신, 디젤, 윤활유 등)을 생산 

- 알티야릭 정유공장: 연간 정제능력 3.2백만톤, 현재 페르가나에 속해서 운영중 

- 부하라 정유공장: 연간 정제능력 2.5백만톤, 10종류 제품(디젤, 케로신, 기술황 등)을 생산 
 

ㅇ 구소련시대에 발견되었던 유가스전의 매장량 한계와 새로운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루코일, 가스프롬, CNPC, KNOC 등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수출 루트는 Central Asia-Center(CAC) 등 대부분 러시아였으나, 

2012년부터 Central Asia-China 파이프를 통해 중국으로 공급하는 등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임 

- Central Asia-Center(CAC) : 대부분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및 우즈베키스탄 가스를 러시아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어 1965년부터 가동되었으며, 5개의 지선으로 구성됨. 우즈베키스탄의 

가스파이프의 현 수송용량은 연 50BCM임 

- Bukhara-Ural : 러시아로 공급하기 위해 가즐리 가스전을 중심으로 1965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현재 수송 용량은 연 7BCM임 

- Central Asia-China(Trans-Asia Pipe) : 중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2009.12월,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 

가스파이프 1차 라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라인(2010.9월) 가동중임. 2013년 말에 3차 라인이 준공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동 파이프를 통해 2012.4월부터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중국과 연 10BCM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전력 

ㅇ 우즈베키스탄전력공사(Uzbekenergo)는 45개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용량은 

12.5GW로서, 2012년 전력 생산량은 525억kWh임 

ㅇ 10개의 화력발전소(10.6GW) 및 29개의 수력발전소(1.4GW)와 기타 기업자체 발전소가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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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안그렌 TPP(484MW, 석탄), 타쉬켄트 TPP(1,860MW), 나보이 TPP(1,678MW), 

타히아타쉬 TPP(730MW), 노보-안그렌 TPP(2,100MW, 석탄), 탈리마잔 TPP(800MW), 스리다리아 

TPP(3,000MW), 무바렉화력발전JSC(63MW), 페르가나화력발전JSC(305MW), 

타쉬켄트화력발전JSC(30MW) 

- (주요 수력발전소) 우르타-치르칙 Cascade HPP(885MW), 카디린스키 HPP(44.6MW), 타쉬켄트 

HPP(29MW), 니즈니-보즈수 HPP(50.9MW), 치르칙 HPP(190.7MW), 파르하드 HPP(126MW) 및 

소수력 
 

ㅇ 2012년기준으로 국내 전력수요가 8,260MW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로 

인해 실제 발전 용량은 7,400MW에 그치고 있으며, 하절기 540MW, 동절기 322MW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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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대표적인 자동전력계량시스템(AEM) 프로젝트는 ADB의 자금을 지원받아 2013~2015년 전력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10만6500개의 계량장치를 'Uzbekenergo'의 송전센터에, 30만9000개의 

계량장치를 일반 기업에, 400만 개를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1억5000만 달러 프로젝트임 
 

ㅇ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 12월 15일 자로 대통령령 제1442호 “2011~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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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해 48건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 

- 부문별로는 화력발전에 12건, 31억2400만 달러, 수력발전에 10건 4억4400만 달러, 전력망 

구축사업에 18억4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 석유/가스의 수급 안정화와 전력 효율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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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UNDP는 태양에너지가 가장 유망한 분야로서 잠재 생산 가능량이 509.7억 TOE, 기술적 

생산 가능량이 1.76억 TOE에 달한다고 평가 

- 우즈베키스탄 R&D센터인 “Eco-Energy"(국가환경보호위원회 산하)에 따르면, 벽촌지역에 총 용량 

30kW의 약 100여개의 태양광 독립 발전시스템이 있음 

- 국제기구 지원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로는 ADB가 지원하는 2개의 우즈베키스탄 태양에너지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시행중 

- 현재 사마르칸트에서 100MW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ㅇ 지리적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바람의 속도가 낮고 변화가 심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풍속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평가 

- 풍력발전이 가장 적합한 지역은 KArakalpakstan 아랄해 주변 지역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Surgil 가스화학 공장에 공급될 수 있음 

- 2011~2015년간 우즈벡전력공사는 타쉬켄트주에 풍력발전기(0.75MW)를 건설, 연간 128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사업비 287만 달러) 

- 에너지 다각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6~2018년 총 2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1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억10000만 kWh의 전력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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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UND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수력발전 잠재력이 880억kWh에 달하며, 기술적 가능용량도 

274억kWh에 달하나, 현재 기술적 가능용량의 약 30%만 활용 

- 1995년도에 채택된 소수력 발전소 개발계획에 따르면 약 14개소를 건설하여 연간 13억kWh의 

전력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그 실행은 매우 더딘 상황 

- 2011.10월 우즈벡전력공사는 2011-201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HPS 건설/현대화 관련 11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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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계획 비고 

나망간 주 - 태양광 집열기 38.4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67.2 ㎥ 

- 전기 2560 ㎾ h  

- 열 2.208Gcal 

호레즘 주 - 태양광 집열기 16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73.6 ㎥ 

- 전기 2619.2 ㎾ hh  

- 열 2.24Gcal 

페르가나 주 - 태양광 집열기 38.4 ㎡ 설치 

◇ 연료절감 효과 

- 가스 267.2 ㎥ 

- 전기 2560 ㎾ h 

- 열 2.208Gcal 

사마르칸트 주 - 1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료: Uzbekenergo 

 

□ 신재생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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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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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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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절차,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후속입법 미비로 인해 보조금 지급은 아직 미시행 
 

ㅇ Uzbekenergo는 법안을 통해 환경보호, 대기 및 수질 오염, 에너지 효율 등의 국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하수처리 시스템, 토양 

오염 등 환경부문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추세 

- Uzbekenergo와 의회는 재생에너지와 직접으로 관계된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 중 

- 2011.11월 우즈벡전력공사는 타쉬켄트공대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개설 계획을 발표 

- 2011.12월 Adolat당 및 Eco-movement 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전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등 기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기업연합 및 동 

단체 산하 과학기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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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월 의회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신재생에너지법안 마련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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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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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프로그램(2010~2011)에 재생에너지 도입 및 R&D 관련 14개 과제가 포함 

-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 

- 폐기물의 혼합 비료화(composting) 기술 개발 

- 열분해 기술 도입을 통한 폐기물 활용, 바이오연료/비료 생산 

- 새로운 난방 기술의 도입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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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추진 

ㅇ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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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개선, ②제품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로 화석연료량 

성장 보장, ③천연가스 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제품 수출기조 유지, ④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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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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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자국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출을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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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안, 에너지회계 및 검사규칙과 같은 법제를 개편하여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에너지의 

효율적·환경적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에너지소비량의 과학적 측정 및 이에 

따른 요금 부과 등을 추진 

ㅇ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A,B,C,D,E,F,G 일곱 단계로 나눈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안을 

통과시키고 2016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힘 

-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기 오븐, 텔레비전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제 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제품은 판매 금지될 예정 
 

ㅇ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는 “Energy Efficiency Facility for Industrial Enterprises” 프로젝트에 

월드뱅크 크레딧 라인 활용하여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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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 의 우즈베키스탄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젝트 > 
 

 

 

 

  

☞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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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협력 추진 필요 

ㅇ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와 

자국 내 낮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효율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아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국민총생산량 대비 총에너지소비(TFC/GDP)는 2010년 기준 1.47로, 카자흐스탄 0.57, 

키르키스스탄 0.77, 타지키스탄 0.6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단위: MJ/USD)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최근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내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보급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대상국 내 관련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석유/가스 및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개발 부문 협력 추진 필요 

ㅇ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된 석유/가스 산업의 설비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속도가 

더디다는 판단 하에 관련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 중 

ㅇ 수출용 천연가스 수송관, 내수용 석유수송관 및 천연가스 정제시설 등 관련 인프라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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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에너지산업 진출 시 자원개발과 가스액화시설 또는 정제시설, 석유화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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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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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http://www.cci.kz/
file:///C:/Users/임현곤/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Outlook/UBASPW1E/www.eia.do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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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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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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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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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즈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즈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즈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즈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즈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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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RCC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2014년 對 탄자니아 수출 129.6% 증가, 무역수지 2억9000만 달러 흑자 

ㅇ 철도차량, 석유화학제품, 섬유사, 어류, 정밀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 

ㅇ 탄자니아 내 천연가스산업 투자가 늘고,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탄자니아 경제는 

2015년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10월 15일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이 증가해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보임 

- 삼성, 엘지 등 국내 전자업계의 탄자니아 직접투자 등 시장진출 노력이 수출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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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189&ARTICLE_SE=20302 

 

 

▐  에티오피아  

 

□ 4월 14일, 제 7차 세계 물 포럼에서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성사 

ㅇ 한-에티오피아 섬유의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 

ㅇ 에티오피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새마을운동 추진에 따른 에티오피아 농업 잠재력 향상 

가능성 논의 

 

☞ http://news1.kr/articles/?2185430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18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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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189&ARTICLE_SE=20302
http://news1.kr/articles/?2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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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 가나, 최악의 전력난으로 신음 

ㅇ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약 5~6개월동안 24시간 단전 후 12시간 공급 스케줄 반복, 

서민생활 고통 가중 

- 가나 전력생산의 1/2을 충당하는 Akosombo 댐의 낮은 수위로 발전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ㅇ 정부, 국민에 인내 호소 및 전력부 신설해 발전능력 확대 노력 

-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부(Ministry of Power)를 신설 

- 곧 완료되는 16개의 발전 프로젝트로 발전용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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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176&ARTICLE_SE=20302 

 

 

▐  케냐 

 

□ 케냐 저소득층, 태양광 램프에 큰 관심 

ㅇ 2008년 설립된 SunnyMoney는 피코-솔라 랜턴(pico-solar)을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 

진행 중 

- 저렴한 선수금을 내고,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갚아가는 제도(pay-as-you-go)를 도입하여 매주 

100~150 실링(약 1~1.5달러)을 8~10주간 지불했을 때 랜턴이 활성화 됨 
 

ㅇ 2012년 출범한 M-Kopa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키트(패널, 전구 3개, 라디오, 

휴대전화 충전기 포함)을 판매 중 

- SunnyMoney와 같은 pay-as-you-go 제도를 통해 매일 40실링(약 0.5달러)을 1년간 분납 

- 케냐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우간다 지역 15만 가구에 보급했고, 연간 10만 개씩 판매했다고 발표 

- 2013년, 게이츠 재단과 아프리카 상업은행으로부터 17억2000만 실링(약 2000만 달러) 기금을 후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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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43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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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1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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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1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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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43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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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437&ARTICLE_SE=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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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탄자니아, PPP 통해 100만 가구에 태양광 전력 공급 추진 

ㅇ 탄자니아 정부와 M-Power Off-Grid Ltd.는 100만 가구(약 450만명)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One Million Solar Homes’ 프로젝트를 2월 16일 착수함 

- 현재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으로부터 700만 달러를 조달 중이고, OPIC, USAID, 

네덜란드 개발원조, Sunfunder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음 

- ‘One Million Solar Homes’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2년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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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403&ARTICLE_SE=20302 
 

 

▐  에티오피아  
 
 
 

□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나일댐 협상 타결 

ㅇ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나일강 상류에 건설된 에티오피아의 Grand Renaissance 

Dam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 

- 에티오피아는 Grand Renaissance Dam이 나일강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수력발전을 

통해 인근 전력부족국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6N0WP1ZA20150323 
 

 

▐  가나 
 
 

□ 가나의 가스 생산동향 

ㅇ 2014년 하반기 가스 생산 개시로 수입의존도 감소 및 소득 확대 

- 아투아보 플랜트는 2015년 상반기 가스 유입량을 3000만 표준세제곱피트(SCF)에서 1억2000만SCF로 증가 

예정 

- 아투아보 플랜트는 24만 톤의 LPG도 생산할 예정, 이는 가나 국내 소비의 약 70%를 충족 
 

ㅇ 화력발전소에 가스공급으로 심각한 전력난 개선 기대 

- 현재, 3개의 발전소를 보유, 2014년 8월 이후 약 17억SCF의 가스를 소비 (2015년 3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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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2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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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4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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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403&ARTICLE_SE=20302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6N0WP1ZA20150323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62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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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271&ARTICLE_SE=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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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봉 

 

□ 원유 생산 확대 가속화로 OPEC 회원국 재진입 시도 

ㅇ 가봉의 원유 매장량은 약 20억 배럴로 추정, 원유 부문이 GDP의 약 50%, 수출의 80%를 

차지 

- 2000년대 들어 생산량 한계 봉착으로 원유 생산량 꾸준히 감소 

- 소규모 유전 탐사 및 기존 유전 생산 확대 추진 
 

ㅇ 원유 생산량은 1997년 37만bps(일일생산배럴)로 정점을 찍은 이후 OPEC 회원국에서 제외 

- 최근 생산규모를 50만bps까지 확대함으로써 OPEC 회원국 재가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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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5814&ARTICLE_SE=20302 

 

 

▐  남아프리카공화국 

 

□ BioTherm Energy, 251MW 규모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ㅇ 남아공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eamme(REIPPPP) 4차 공모를 통해 BioTherm Energy의 사업 

수주를 공표 

- 120MW급 Golden Valley 풍력발전소, 45MW급 Aggeneys 태양광 발전소, 86MW급 Konkoonsies II 

태양광 발전소 등 총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 http://www.power-technology.com/news/newsbiotherm-energy-wins-251mw-renewable-energy-projects-in-south-africa-

4555645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58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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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814&ARTICLE_SE=20302
http://www.power-technology.com/news/newsbiotherm-energy-wins-251mw-renewable-energy-projects-in-south-africa-4555645
http://www.power-technology.com/news/newsbiotherm-energy-wins-251mw-renewable-energy-projects-in-south-africa-45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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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2015년 7월 22일 ~ 23일, Project Finance for Energy & Infrastructure East Africa 

탄자니아 다레살람 개최 

ㅇ Fleming Europe8 주최로 탄자니아 다레살람 개최 

-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 다수 참석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 예정 

- TANESCO, FRV, Natixis, AfDB 등에서 도로와 선로,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성공사례 발표 
 

☞ http://finance.f lemingeurope.com/project-finance-africa-forum 

 

 

▐  에티오피아  

 

□ 2015년 4월 27일 ~ 29일, Africa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Summit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개최 

ㅇ Entico9 주최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African Union, UNDP, World Bank, AfDB, UNFCCC 등에서 참석하고, 인프라 사업 투자, 에너지, 농업, 

교통 분야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 
 

☞ http://www.enticoevents.com/acris/  

 

 

▐  가나 

 

□ 2015년 4월 22일 ~ 23일, 제 6회 Ghana Oil & Gas Summit 가나 아크라 개최 

ㅇ The CWC group10 주최로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 가나 석유부, 전력부, 국가석유공사, 석유위원회, Tullow Oil Ghana, 가나가스 등에서 가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투자정보를 제공 
 

☞ http: //www.cwcghana.com/ 

                                         
8 Fleming Europe – 슬로바키아 기반의 B2B 네트워킹 기업으로 금융, 보험, 국방,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교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 

9 Entico – 영국 기반의 국제 이벤트 기획사 

10 The CWC group – 영국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정보 기업 

http://finance.flemingeurope.com/project-finance-africa-forum
http://www.enticoevents.com/acris/
http://www.cwcg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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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5년 4월 14일 ~ 15일, 제 4회 Concentrated Solar Thermal Power 컨퍼런스 및 

전시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개최 

ㅇ CSP today11 주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 

- ACWA power12, Abengoa13, SolarReserve14 등의 기업이 발표하고 자금운용, 프로젝트 개발자, 운영 

및 관리 업체들이 참가 
 

☞ http://www.csptoday.com/southafrica/  

  

                                         
11 CSP today – Concentrated Solar Thermal Power(CSP) 산업정보를 취급하며, 전시회, 포럼 등을 개최하는 영국기반의 에이전시 

12 ACWA – UAE 기반의 에너지 기업으로 에너지 개발, 투자, 발전소 운영 등의 사업을 보유 

13 Abengoa – 스페인 기반의 에너지, 환경분야 솔루션 기업 

14 SolarReverse – 2008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http://www.csptoday.com/south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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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탄자니아 경기 부양에 따른 전력 및 전자제품 수요 증가 예상 

ㅇ 천연가스 사업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전력 및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전자제품의 효율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가전업체의 

직접투자와 정책 및 에너지효율 기준에 대한 자문이 함께 투입된다면 향후 탄자니아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기대 

ㅇ 세계 물 포럼에서 이루어진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對 에티오피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증가 

ㅇ 맞춤형 새마을운동 추진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 가능성 검토 제안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 

ㅇ REIPPPP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가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업체간의 컨소시엄, 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ㅇ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선진국(고품질, 고비용) 및 중국(저품질, 저비용)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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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전통적으로 수력발전에 의존했지만, 2006 년부터 가뭄으로 인한 전력공급 감소와 증가하는 

전력수요로 2015 년 현재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 

ㅇ 발전용량 확대를 위해 발전부문 민간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중 

ㅇ 2014 년 발전용량 2,443MW 를 2016 년까지 5,000MW 까지 확대하기 위한 다수 발전 

프로젝트 진행 중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주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로 총 1차에너지 공급의 65% 차지 

-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땔감 등 재래식 에너지원 
 

ㅇ 원유 가채 매장량은 약 12억 배럴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 대비 낮은 수준) 

- 2010년 12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 쥬빌리 유전, 평균 일일 생산량 10.4만 배럴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4년 기준 2,443MW 

- 수력 54%, 화력 48% 

 

< 가나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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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3%, 22%, 54%를 

차지(‘10년 기준) 

- 가정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많은 부분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바이오매스(땔감 등 재래식 

에너지원)를 통해 공급 

 

Table 1 2010 가나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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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  가나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54%), 산업(23%), 교통(2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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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가나 에너지 부문 개요 

 

 
 

< Figure 1 가나 에너지 부문 구조 > 

 

□ Ministry of Energy and Petroleum (MoEP) 

ㅇ 가나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활용을 담당 

ㅇ 아래는 MoEP의 주요 역할 

- 전력분야 정책 개발, 이행, 감독 

- 전력과 관련된 기술 및 정책 조언 

- 유관 국영 전력 기관 관리 및 감독 (VRA, GRIDCo, ECG, BPA 등) 

- 국가 전력화 사업 등 전력 관련 사업 관리 

- EC, PURC 와 같은 전력 분야 기관들과 협업 
 

 ㅇ MoEP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부서를 설립 

 

  



 

 

 
103 

 

□ Energy Commission (EC) 

ㅇ 1997년 Energy Commission Act (Act 541)에 의해 설립된 기술자문기관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규제, 관리, 개발, 활용에 대한 자문 역할 

- 전력 수급 허가 및 공공사업자의 송,배전 면허 발급 

- 유관 공공 유틸리티에 대한 성능기준 설립 및 시행 (PURC와 공동으로) 

- 전력 송,배전에 대한 단일 기준 확립 

 

□ Public Utilities Regulatory Commission (PURC) 

ㅇ 1997년 Public Utilities Regulation Act (Act 538)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전력, 가스 

요금 규제 및 공공사업자의 고객서비스 의무 관리감독 역할 

ㅇ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이 5년간의 임기로 운영되며 연임도 가능 

- 전력서비스 요금 부과 가이드라인 제공 

- 공공요금 평가 및 허가 

- 고객권리 및 공공사업자 권리 보호 

- 공공서비스의 품질기준 모니터링 

- 가격경쟁 독려 

 

□ 기타 기관 

ㅇ Volta River Authority (VRA) – Akosombo, Kpong 발전소 운영 

ㅇ Bui Power Authority (BPA) – Bui 발전소 운영 

ㅇ Ghana Grid Company (GRIDCo) – 남부지방 전력 송전 및 시스템 운영 

ㅇ Northern Electricity Company (NEDCo) – 북부지방 전력 송전 

ㅇ Electricity Company of Ghana (ECG) – 배전 

ㅇ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s) – 독립발전사 

ㅇ Energy Foundation –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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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National Energy Policy (2010) 

ㅇ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분야의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 

- 현존하는 목표와 우선순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 제시 

- 가격과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려 

- 폐기물을 활용한 저비용 발전과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권장 

- 금전적 인센티브, 의식제고, 인력 및 제도 역량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 개선된 조리용 스토브 보급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여성문제 해결 
 

 ㅇ 아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 장기적 에너지 공급 확보 

- 기술적, 상업적 손실 감축 

- 2020년까지 전력보급률 100% 달성 

- 에너지분야의 전반적인 관리, 규제환경 및 운영 개선 

- 현실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확립 

- 전력시장 도매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독려 

-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통해 국가 에너지믹스 다양화 

 

□ 전력화 사업 (Electrification Programs) 

ㅇ 2020년까지 전력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에 따라 가나 정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전력화 사업을 운영 

ㅇ National Electrification Scheme (NES)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에 걸쳐 전국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보급하는 정부 주요 계획 

- NES는 ‘국가 전력화 세금’을 통해 조성된 펀드를 관리 
 

ㅇ Self-Help Electrification Project (SHEP) 

- NES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업 

- 33kV 또는 11kV 송전선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봇대 구매 

및 커뮤니티 내 30%의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전봇대를 제외한 부가 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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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Sector Strategy and Development Plan (2010) 

ㅇ 에너지부문 전략 및 개발 계획은 아래 분야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 프로그램, 사업을 

관장 

- 에너지분야 제도 

- 전력 하위부문 

- 석유 하위부문 

- 신재생에너지 하위부문 

- 폐기물 에너지화 

- 에너지와 여성문제 
 

ㅇ 동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20년까지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100MW 이상 수력발전 제외)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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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총 가채 매장량은 분석기관에 따라 14 ~ 30억 배럴로 상이 

ㅇ 2010년 12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 쥬빌리 유전 가채 매장량은 약 12억 배럴 

- 아프리카 주요 석유 생산국인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 비교 시 생산량 및 매장량 적음 

ㅇ 2013년 쥬빌리 유전의 평균 생산량은 일산 약 10.4만 배럴을 기록, 그동안 새로운 

생산공법의 도입으로 일산 12만 배럴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쥬빌리 유전의 지분구조는 Tullow (34.7%), 코스모스 에너지 (23.5%), Anadako (23.5%), 가나 

국영석유공사 (13.8%), Sabre Oil & Gas (2.8%) 

ㅇ 쥬빌리 유전 이외 TEN (Tweneboa, Enyenra, Ntomme) 및 OCTP (Off-shore Cape Three 

Points) 등 쥬빌리 유전 인근 광구에서는 긍정적 탐사결과 도출 

- TEN 광구: 가채 매장량 약 2억 배럴 추정, 2016년 중 양산 예정, 일산 최고 8만 배럴 전망 

- OCTP 광구: 가채 매장량 1.5억 배럴 추정, 양산 일정은 미정 

 
 

 
 

< Figure 1 가나 유전 및 가스전 탐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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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ㅇ 독립된 가스전은 없고 모두 원유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수반가스) 

ㅇ 매장량은 약 1.4 ~ 3.0 TCF이며, 쥬빌리 유전으로부터는 석유 1배럴당 가스 1,000 Cubic 

Feet 생산 예측 

ㅇ 가스처리시설 및 가스를 내륙으로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수반가스가 

소각되어 왔으나, 2011년 4월부터 지반으로 재주입됨 

- 쥬빌리 유전의 수반가스를 처리, 저장, 수송하는 가스 처리플랜트, 해상 및 육상 파이프라인 등 

가스 인프라가 2015년 4월 완공되었으며, 이로써 가나는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음 
 

ㅇ 가나 정부는 중국 차관을 활용하여 가스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으나,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중국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급이 지연됨 

- 2014년 지원규모를 당초 30억 달러 (2010년 아타 밀스 가나 대통령이 방중 시 체결)에서 15억 

달러로 축소하는 협의를 진행 중 (가나 의회 심의 중) 

- 가나 정부는 중국 차관지원 자금을 서부지역 가스 인프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 서부지역 가스 인프라: 중국 Sinopec International 수주 (쥬빌리 유전으로부터 45km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 유전 관리용 ICT 플랫폼: 중국 Huawei Technologies 수주 
 

ㅇ 생산된 가스는 대부분 아보아제 지역 등의 화력 발전소로 운송되어 발전에 쓰일 예정 

- 가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가스 수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과 가나 국내 

가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토고, 베냉 등 인국 국가로 가스를 수출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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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총 2,4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 (수력 54%, 화력 46%) 

ㅇ 현 발전 용량은 수요 대비 여유가 있으나 주로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전력부족 발생 

- 1960년대 완공된 아코솜보댐 발전용량(1,020MW)이 아직까지 가나 전체 발전용량의 1/2을 차지 

- 2008년부터 건설에 돌입한 부이댐은 2013년 5월 발전용량 160MW 규모로 전기 생산 개시 
 

ㅇ 타코라디 발전소, 테마 발전소 등 화력발전이 총 1,000MW 수준의 발전용량을 보유 

ㅇ 2014년 기준 가나의 송전선로는 총 4,315.5km에 달하는 전력망(Grid)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규 송전선로 설치 및 낙후 송전선로의 현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변전소(총 53개소)의 약 40%가 1960년대에 설치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여 송배전 전력 

손실률이 27%에 달함 

* 가나 정부는 우리나라 EDCF 사업으로 프레스티아-쿠마시(Prestia-Kumasi) 송전로 건설사업 추진 

중 (2011년 4월 양국 정부간 약정 체결) 
 

ㅇ 가나 정부는 2016년까지 전기 수출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 

- 현 발전용량 2,443MW를 2016년까지 5,000MW로 확대하고 잉여분은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등 

인접국에 판매 

- 화력발전소는 경질유 및 디젤의 사용을 줄이고 가스 비중을 확대 
 

ㅇ 독립 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참여 비중을 제고한다는 계획 

- IPP 발전 비중은 현재 총 설치용량의 15% 수준 

* GE가 2016년까지 1,000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며, 체코 정부가 서부지역에 350MW급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검토 중 

* 노르웨이 Jacobson Elektron은 2015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서부지역 36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진행중임 
 

ㅇ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협력방안 논의 중 

- 1960년대부터 러시아와 원전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2014년 6월 러시아에서 열린 IAEA 주관 

원자력 각료회의 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등과 원자력 협력 방안 협의 

- 2012년 에너지석유부 내 원자력과를 신설하여 원자력 발전 기획, 집행 등 관련 8개 기술그룹을 

운영 중 

-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기술/경제성 평가, 부지선정,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을 연구 중 

- 원자력위원회 차원에서 30KW급 초소형 연구로를 운영 중이며, 원자력위원회 및 산하 원자력 

연구센터들의 연구인원은 800명 수준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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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 Figure 2 가나 태양에너지 분포도 > 

 

ㅇ 태양에너지 

-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소용량 위주로 주택 지붕에 설치∙보급을 추진 중 

- On-grid 방식은 일반 전력 공급망에 연결되는 반면, Off-grid 방식은 오지를 중심으로 15,000여 

주택에 보급 

- 북부지역에서 태양광의 경제적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 5월부터 북동부지역 

Navrongo에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플랜트를 가동 중  

* 가나의 일조량은 4 ~ 7kWh/m2로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1.5kWh/m2보다 우수한 여건을 

갖춤 

* 북서부지역 Jirapa에 12MW급 태양광 발전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 (독일 개발은행 KfW로부터 

22백만달러 확보) 

- 하지만, 관련 산업은 매우 취약하여 패널 조립업체 1 ~ 2 곳을 제외하고는 현지 업체가 전무, 전량 

수입에 의존 

- 가나 에너지부는 외국 태양광 업체가 가나에서 상업성을 입증한다면 단기간에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서아프리카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외국인 투자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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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가나 수력에너지 분포도 > 

 

ㅇ 수력에너지 

- Akosombo, Kpong, Bui 총 3곳의 댐에서 가나 전력의 대부분을 충당 

- 약 2,420MW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 

-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력 발전 검토 중 

-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북동부 볼타강 지류에 위치한 Pwalugu 댐(48MW)은 발전, 관개, 홍수방지를 

위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타당성/환경영향 평가가 2013년 9월부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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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가나 풍력에너지 분포도 > 

 

ㅇ 풍력에너지 

- 총 8개 지역(육상 4곳, 해상 4곳)의 풍력 데이터를 측정하며, 그 중 2015년까지 2개 지역에 

풍력발전 플랜트를 설치하고 150 ~ 200MW급 발전을 완료한다는 목표 

- Vestas Mediterranean, Elsewedy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회사들과 협의 중 

- 풍력 잠재력은 약 10,406MW로 조사됨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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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2011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보조금, 조세면제 등 규정 수립 

- 의무할당제는 발전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산 회사, Volta Aluminum Company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도 적용 
 

ㅇ 가나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유형으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목질계, 액체), 

소수력(micro hydro) 등 

- 보급 촉진을 위하여 IPP 장려, 수입 설비에 대한 면세 조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외국기업만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책 없음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2020년 500MW (전체 발전원 중 10% 수준) 

- 발전 허가를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4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발급 

규모가 총 3,905.31MW에 달하나, 전력망 안정성 확보 등 인프라가 미비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허가 발급은 중지한 상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려를 위한 정책은 아래와 같음 

-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양에너지 기반 on-grid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관련 자원 탐사 및 

타당성검토 지원 

- On-grid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규정 및 가격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 건축물 및 부동산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 국가 전력망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mini-grid 또는 off-grid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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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2016년 전력수출국으로 전환 목표 불투명 

ㅇ 현재 가뭄으로 인한 수위저하로 수력발전 용량이 크게 낮아진 전력난에도 2016년에 

전력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가나 정부의 목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커지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제조 

업체의 가나 진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ㅇ 가나 정부에서는 단순한 설비 구입 또는 설치 보다, 자국 내 생산시설 투자 및 기술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 다각화가 요구됨 

 

□ 가나의 원자력 발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ㅇ 현재 가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유관부서를 신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러시아와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 원자력 기술의 지원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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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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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석유부 (Ministry of Energy and Petroleum) 

Volta River Authority 

전력부 (Ministry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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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파트너즈 NEC 
 

 

 

1. 주요 동향 

 

□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ㅇ 박근혜 대통령은 9박 12일 간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중남미 4개국 순방하여 방산, 

치안협력, 전자정부,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협력 확대 및 외교를 강화함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8259 

 

 

□ 한국전력, 중남미 4개국과 MOU 체결 

ㅇ 한국전력은 4월 16일~25일 중남미 4개국과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배전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총 7건의 사업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현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협회인 콜롬비아 인텔리전트, 

농어촌전화사업청(IPSE)과 각각 전력 분야 협력 MOU 체결 

- 20일에는 페루 리마에서 페루 에너지광업부, 국영배전회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22일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칠레투자청 등과 발전사업 투자 협력 MOU를 맺음 

- 끝으로 24일 브라질전력공사, 브라질원자력공사와 원자력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8/0200000000AKR20150428046500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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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페루  

 

□ 570MW 규모 Fenix Power 화력발전소 개소 

ㅇ 페루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에너지광업부 장관 로사 마리아 오르티스는 칠카 지역에 

위치한 Fenix Power 화력발전소 개소식을 거행함 

- 본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총 9억 불이 투자됐으며, 페루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570MW 규모의 설비용량을 보유함 

- Fenix Power 화력발전소는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64km 떨어진 까녜떼 시 칠카 지역 라스 

살리나스에 위치함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739  

 

 

▐  볼리비아  

 

□ 볼리비아 정부, 對 브라질 전력 수출 위해 250억 불 투자 필요 

ㅇ 볼리비아 정부는 브라질에 전력 수출을 위해 총 250억 불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본 투자에는 까추엘라 에스페란사(Cachuela Esperanza), 발라(Bala), 로시따스(Rositas) 및 

마데라(Madera) 수력발전소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됨 

- 현재 브라질은 약 7,500MW 상당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 중 브라질-볼리비아 간 

전력 통합을 위한 협력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짐 

- 일부 프로젝트는 양국이 공동 투자하며, 또 다른 일부는 볼리비아 국영 전력회사(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ENDE)에서 투자할 것으로 파악됨  
 

☞ http://www.americaeconomia.com/negocios -industrias/gobierno-boliviano-estima-inversion-de-us25000-

millones-para-exportar-energia-br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6&idTitular=673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43151&categoryId=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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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러시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방안 추진 

ㅇ 아르헨티나 연방기획부 장관 훌리오 데 비도는 러시아 Rosatom 社 회장 세르게이 

키리엔코와 아르헨티나 여섯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협력을 체결함 

- 아르헨티나 원자력회사(Nucleoelectrica Argentina S.A., NA-SA)와 러시아 Rosatom Overseas는 기초 

프로젝트 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우라늄 원자로 VVER-1000를 활용한 1,200MW 규모의 원전 

1기 건설에 합의함 
 

☞ http://www.telam.com.ar/notas/201504/102625-argentina-rusia-convenio-sexta-central-nuclear-de-vido-

kirienko.html 

 

 

▐  칠레  

 

□ 에스에너지, 칠레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5,000만 달러 MOU체결 

ㅇ 에스에너지는 지난 4월 22일 칠레 신재생에너지 종합기업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및 프로젝트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전함 

- 에스에너지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칠레의 다수 빌딩에 고단열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태양광모듈을 공급하고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504/e2015042315395092480.htm  

  

http://www.telam.com.ar/notas/201504/102625-argentina-rusia-convenio-sexta-central-nuclear-de-vido-kirienko.html
http://www.telam.com.ar/notas/201504/102625-argentina-rusia-convenio-sexta-central-nuclear-de-vido-kirienko.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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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에너지관리공단-페루 에너지광업부 공동 국제 에너지효율 워크숍 개최 

ㅇ 지난 4월 20일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효율국과 공동으로 국제 

에너지효율 워크숍을 개최함 

- 본 워크숍에서는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의 제도, 기술, 

비즈니스에 대한 양국간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함 

- 아울러, CAF (중남미개발은행)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국제은행 자금을 활용한 효율향상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확대 방안 등을 소개함 

- 일자: 2015년 4월 20일 

- 장소: 리마 Sheraton Convention Center 

- 참석자: 한국, 페루 에너지 분야 관계자 약 100여명 

- 발표자: 한국전력, 중부발전, 신성솔라에너지, 네모파트너즈NEC, 페루 에너지광업부 및 CAF 

(중남미개발은행) 
 

☞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info/news/report/kem_view.as p?q=19289 

 

□ 에너지관리공단-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효율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 체결 

ㅇ 지난 20일 한국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 로사 마리아 

솔레다드 오르티스 리오스 장관과 에너지효율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지난 2013년 12년 체결한 기본협약(Framework of Agreement)의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한 Specific Agreement로, 페루 에너지 산업인 세라믹 분야 및 발전소 개보수 분야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함 

- 주요 내용:  ① 페루 산업부문 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②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③ 한-페루 에너지효율 정보공유 워크숍 개최 
 

☞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info/news/report/kem_view.asp?q=19289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info/news/report/kem_view.asp?q=1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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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대통령 순방을 통한 국내 기업 중남미 진출 활성화 기대 

ㅇ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 

보건의료 산업, 수자원, 인프라 산업 등 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기업 수주가 적극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됨 

ㅇ 특히, 이번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하여 전력망 개선, 전력손실 최소화, 수요분야 등 국내 에너지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중남미 거점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중남미,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높은 관심 

ㅇ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한 높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신흥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효율 관심도가 높아짐. 페루, 칠레 등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기본 단계로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을 추진 중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 고시 제정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수립을 진행 중임 

ㅇ 하지만, 에너지효율 제도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내 라벨링 제도를 포함한 에너지효율 제도 전수 및 역량강화를 통해 

전략적인 정책자문 및 기술이전을 모색해야 함 

ㅇ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효율 세미나 및 교육에 초청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국내 기업, 시험기관 등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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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루과이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우루과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으로 전체 생산량의 49% 차지 

ㅇ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풍부하나, 발전량은 미비함 

ㅇ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초기 수립단계임 

 

□ 에너지 공급  

ㅇ 2013년 기준 우루과이의 주요 1차에너지 공급원은 석유, 바이오매스, 수력 순임 

 

 

 1차에너지원  공급량 (KTOE) 

석유 2,218.9 

가스 9.6 

석탄 4.3 

수력 705.7 

신재생 0.1 

합계 4,467 

 

  

50.0% 

16.0% 

20.0% 

13.0% 
1.0% 

석유 

수력/풍력 

바이오매스 

장작 

천연가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975&categoryId=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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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우루과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으로 2013년 기준 전체생산량의 49% 차지 

- 2013년 기준 수력 유효 설비용량은 1,538MW(49%), 화력 유효 설비용량은 1,522MW(49%) 

 

 

<2013 전국 유효 설비용량> 
 

공급원 2013 (MW) 비중 

수력발전 1,538 49% 

화력발전(화석연료, 바이오매스) 1,522 49% 

풍력 59 2% 

태양광 2 0% 

합계 3,121 100% 

 

출처: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 

 

 

 

 

  

49.0% 

41.0% 

8.0% 

2.0% 

수력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풍력 

☞ 우루과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및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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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3년 기준 우루과이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산업 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송 분야와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30%와 20%로 뒤를 이음 

 

< 2013 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 
 

 

출처: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 

 

< 1965~2013 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 
 

 

출처: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 

 

 

30% 

20% 

6% 

8% 

36% 

수송 

가정 

농업/수산업/광업 

상업/공공 

산업 

☞ 우루과이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산업(36%), 수송(30%), 가정(20%)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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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우루과이의 에너지 분야는 산업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에서 관장함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산업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는 산업, 에너지 및 

광산업 분야 최고 행정 기관으로 전력 분야, 천연가스 분야, 액체연료 분야로 

분리하여 관리함 

ㅇ 에너지 분야 실행 부서는 산업에너지광업부 내 국가에너지국(Direccion Nacional de Energia, DNE)임 

 

□ 에너지, 수자원 서비스 조정단 (Unidad Reguladora de los Servicios de Energia y 

Agua, URSEA)은 에너지 관련 법률, 기술 규정, 요금 체계 감독 담당기관 

 

□ 전력시장관리기구(Administradora de Mercado Electrico, ADME)는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와 같은 기구로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 

 

□ 우루과이 전력공사 (Usinas y Transmisiones Electricas, UTE)은 발전, 송전, 배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전력 분야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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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법적으로 발전분야 민간 경쟁 및 소유를 허가하고 있으나 UTE(국영 발전, 송전, 배전 

기업)를 중심으로 한 국영체제 시장 형태임 

ㅇ 우루과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 전력 수요를 해결하고자 함 

- 풍력발전 (1200MW) 

- 바이오매스 (200MW) 

- 복합화력발전 (500MW) 

- 브라질과의 전력망 연결 (500MW) 

- 에너지 라벨링 수립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우루과이 정부는 에너지효율 프로젝트(Proyecto de Eficiencia Energetica)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전력 및 연료 사용에 대한 국가 단위 캠페인 및 활동을 펼침 

ㅇ 본 프로젝트는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지원으로 산업에너지광업부 그리고 

UTE가 공동으로 진행함 

ㅇ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검토 

-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링 도입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상 에너지 효율 교육 프로그램 실시 

- ESCO 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 기준 수립 

-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제도 마련 

- 공공조명 효율화 

- 에너지효율 기기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 

- 태양광 패널 보급을 통한 오지지역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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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우루과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수송 48%, 전력 21%, 산업 10%, 농업/수산업/광업 

7%임 

 

< 2013 년 우루과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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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우루과이는 네그로 강과 우루과이 강에 댐을 막아 만든 수력발전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더 이상의 발전소 건설은 어려운 상황으로 에너지원 다양화가 절실함 

ㅇ 같은 맥락으로 2008년 의회에서 승인된 ‘2005-2030년 에너지 정책’에 의하면 전력 생산원 

다양화를 위하여 국내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비싼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ㅇ 우루과이는 2016년 중반까지 추가 전력을 2,000 MW를 확보할 계획임. 발전 비중을 보면 

풍력 1,300 MW, 바이오메스 200 MW, 태양광 200 MW,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발전소에서 천연 가스를 활용한 발전량 530 MW임 

 

□ 전력 

ㅇ 우루과이 정부는 2008년 2005-2030에너지 정책을 최종 승인함. 본 정책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구체적을 설정하여 우루과이 에너지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ㅇ 단기 목표 (2015년 까지) 

-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에너지믹스 50% 달성 

- 신재생에너지원(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15% 달성 

- 농업폐기물의 30% 이상을 전력 생산에 활용 

- 수송분야 석유 소비량 15% 감축 (현 추세 대비) 

- 전력 보급률 100% 달성 

- 에너지효율 인식 고착화 

- 국내 에너지효율 산업 활성화    
 

ㅇ 중기 목표 (2020년 까지) 

- 신재생에너지원(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열, 바이오연료) 보급 최적화  

- 폐기물 처리를 통한 전력 생산 균형화 

- 천연가스 사용 안정화 및 지속성 확보 

- La Teja 정제소 현대화 

- 에너지 효율 활동을 통한 전체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현 추세 대비) 
 

ㅇ 장기 목표 (2030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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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에너지산업 기업 육성 

- 지역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 석유 

ㅇ 석유 분야는 국영 석유공사 ANCAP에서 담당 

ㅇ 우루과이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없으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해외 탐사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ANCAP는 우루과이 중북부 지역에서 석유의 매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암석 발견을 발표하고, 동 

지역 내 석유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ㅇ 한편, 우루과이 원유 수입량은 2014년 41,000 bpd에서 올해 45,000 bp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석탄 

ㅇ 현재까지 우루과이 석탄 매장량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짐 

 

□ 원자력 

ㅇ 우루과이 정부는 법령 16,832를 통해 원자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자력연구센터 등 

관련기관을 운영 중임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전체 에너지 사용 비율은 전통 에너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됨 

ㅇ 이에 따라, 우루과이는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설정함 

- 특히 우루과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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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우루과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52MW 수준이나, 진행 중인 모든 풍력 프로젝트가 

완공될 시 2016년 1월경이면 1,364MW가 전력망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우루과이는 평균적으로 1,100MW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 국가 전체 소비량을 풍력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적으로 예상할 시 풍력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 예측되며, 

이 수치는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 주요 풍력 강국을 뛰어넘는 수준임  

 

< 우루과이 풍속 지도 > 
 

 
 

출처: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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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우루과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2009년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하면 동 기술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관련 기계 생산 업체 등에게는 2017년까지 법인세의 90%를 감면해 주고 있음. 

하지만 법인세 감면 비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짐. 2021년에는 60%, 2023년은 40%임 

ㅇ 우루과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도 바이오 메스 와 풍력 발전 플랜트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재정적인 우대를 부여하고 있음 

ㅇ 태양광 에너지 증진 법 18.585 

- 동 법령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분야 정책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부존자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에너지 구조를 다양화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둠 

- 공공건물, 호텔, 운동장, 병원, 사업체 등지에서 신·증축 시, 태양광을 설치할 것을 권고함 

- 태양광 관련 생산 및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투자액에 대한 세금 공제 

- 산업에너지광업부, 사회개발부, 토지주택관리부와 환경부의 협력 프로젝트로 태양광 기술 보급화를 

촉진함 

 

 

 

 

  

☞ 우루과이,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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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우루과이 풍력 발전 개발에 박차 

ㅇ 우루과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0%를 풍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추진 중임 

ㅇ 특히, 2015년~2016년 현실화가 될 수 있는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는 1,000M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MWh당 62,35불 수준의 낮은 경매가가 형성되어 있음 

ㅇ 브라질, 유럽 등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루과이와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희망함 

ㅇ 아울러, 우루과이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남미 주변국 

중 가장 개방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투자가, 프로젝트 개발자, 

풍력 터빈 제작사들도 프로젝트 참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2 

 

5. 기타 사항  

 

□ 우루과이 1/4분기 인플레이션 4.65% 기록 

ㅇ 우루과이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INE)는 4월 인플레이션은 0.57% , 올해 

1/4분기동안 4.65%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교통 분야로 1.15% 증가한 것을 조사됐으며, 문화 분야가 

1.33%로 뒤를 이음 

- 참고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예측한 7%를 넘는 8.26%를 기록함 
 

☞ http://www.americaeconomia.com/economia-mercados/finanzas/inflacion-de-uruguay-llega-057-en-ab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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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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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산업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에너지효율청 (Eficiencia Energetica Uruguay) 

현지 정보처 EL PAIS 일간지 

 EL OBSERVADOR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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