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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주)에코시안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전력청, 시엠립 지역의 고압 배전망 설치에 167백만불 투자 계획 발표  

ㅇ 중국 수출입은행 (China Exim Bank)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 

- 배전망 설치지역은 시엠립, 캄퐁톰, 캄퐁참주이며, 600MW 배전망을 설치할 계획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electricity -upgrade-power-siem-reap  

 

 

▐  라오스  

 

□ 에너지광물부는 지난 5년간 에너지 및 광물 부문의 성장률이 국가 GDP의 12%를 

차지했다고 밝혀 

ㅇ 지난 6년간 에너지 및 광물 부문 성과는 94조 kip으로 상회하였으며, 이는 2006-10년 

기간과 비교하여 9.22%가 성장한 것임  

☞ http://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Minist ry%20highlights.htm 

 

 

▐  말레이시아  

 

□ FGV, 바이오가스 플랜트 51기 건설 계획 

ㅇ Felda Global Ventures Plantations (Malaysia) Sdn Bhd (FGV) 사는 향후 바이오가스 플랜트 

51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각 발전기로부터 1백만~2백만 링깃의 매출 예상  

- 작년 FGV는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 판매를 통해 5500백만 링깃의 매출을 달성  
 

☞ http://www.themalaysianinsider.com/business/article/fgv -to-build-51-biogas-plants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electricity-upgrade-power-siem-reap
http://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Ministry%20highlights.htm
file:///C:/Users/NB-194/AppData/Roaming/Microsoft/Word/☞%20http:/www.themalaysianinsider.com/business/article/fgv-to-build-51-biogas-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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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태국계 기업 Toyo-Thai, 미얀마 발전소 건립사업에 28억불 투자 결정  

ㅇ 2015년 4월 21일 Toyo-Thai사는 미얀마 전력부 산하의 수력발전기획처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발전소 용량은 1,280MW급이며 건립사업에 28억불 투자 예정 
 

☞ http://www.mmbiztoday.com/articles/toyo-thai-invest-28-billion-myanmar-power-plant 

 

 

▐  베트남  

 

□ 유럽연합, 2014-2020년 기간 동안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약 400백만 

지원 계획     

ㅇ 베트남에 파견된 유럽 대표단 의장인 Franz Jessen는 3월 15일 하노이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이와 같이 발표  

- Franz Jessen은 베트남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동 지원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28338/eu -to-support-vietnam-s-sustainable-energy-

development.html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정부, 석유공사인 Pertamina의 Petral 부문 회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가스공사인 Pertamina의 Petral 부문을 회수하고, 관련 

사업자들과는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힘  

- 싱가포르와 석유 거래를 담당해왔던 Petral 부문에 대해 1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13/oil-trader-shut-down-in-latest-indonesia-energy-

market-shake-up 

http://www.mmbiztoday.com/articles/toyo-thai-invest-28-billion-myanmar-power-plant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28338/eu-to-support-vietnam-s-sustainable-energy-development.html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28338/eu-to-support-vietnam-s-sustainable-energy-development.html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13/oil-trader-shut-down-in-latest-indonesia-energy-market-shake-up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13/oil-trader-shut-down-in-latest-indonesia-energy-market-sh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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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에너지부(Department of Eenrgy), 전국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힘 

ㅇ     에너지 절약 캠페인 예산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 캠페인의 모토는 "Energy Sense, Saves Cents" 이며, DOE는 동 캠페인을 통하여 금년 여름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08/philippines -doe-approves-service-contracts-for-snap-

hydroelectric-power-complex.html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08/philippines-doe-approves-service-contracts-for-snap-hydroelectric-power-complex.html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4/08/philippines-doe-approves-service-contracts-for-snap-hydroelectric-power-compl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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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중소기업들, 한국 시장의 니즈에 부합할 필요성 대두   

ㅇ 한-아세안 무역부처의 무역투자국 문기봉 차관은 캄보디아 중소기업들, 특히 식품 가공 

업체들이 한국의 시장 니즈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통상부의 무역활성회국 국장인 Suth Dara는 한-아세안 자유 무역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농산물이 

최대 85%까지 한국에 수출 가능하다고 밝힘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smes -urged-tap-korea 

 

 

▐  라오스   

 

□ 월드뱅크, 라오스 수력발전부문 지원 

ㅇ 월드뱅크는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라오스 내 수력발전 및 광물 자원 관리를 

위한 1,78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할 예정 

- 동 자금은 라오스의 ‘수력발전 및 광물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 
 

☞ http://www.energylivenews.com/2014/08/20/world-bank-supports-hydropower-sector-in-laos/ 

 

 

▐  말레이시아  

 

□ 2020년에 말레이시아가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이 밝힘 

ㅇ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인 Datuk Dr Ewon Ebin은 말레이시아 내 5백만 헥타르의 팜오일 

농장이 있다고 말하며, 2020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매출을 200억 RM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바이오기술을 도입한다면 바이오가스 산업 규모는 2015년 현재 14.6억링깃에서 2022년까지 83억 

링깃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http://www.theborneopost.com/2015/04/29/malaysia-poised-to-be-asias-biggest-biogas-exporter-minister/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smes-urged-tap-korea
http://www.energylivenews.com/2014/08/20/world-bank-supports-hydropower-sector-in-laos/
http://www.theborneopost.com/2015/04/29/malaysia-poised-to-be-asias-biggest-biogas-exporter-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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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미얀마 정부, 전력가와 보조금 체계에 대한 국제 정책컨설팅 용역 발주 

ㅇ 미얀마 정부는 세계은행을 통해 동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2개월임  

- 현재 컨설팅사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고 있으며, 제출시한은 6월 2일 16시까지임  
 

☞ http://consult-myanmar.com/2015/05/12/myanma-electric-power-enterprise-to-invite-expressions-of-

interest-for-myanmar-power-sector-study-of-electricity-tariffs-and-subsidies-mechanisms-delivered-date-

june-2-th-2015/ 

 

 

▐  베트남  

 

□ 베트남,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본격 개발할 것으로 전망  

ㅇ 매년 680만 톤의 쌀겨와 580만 톤의 톱밥이 폐기되고 있으며, 가공하여 수출하는 양은 

60만톤에 불과  

- 베트남 정부는 3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메콩강 지역에 쌀겨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19개 가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 
 

☞ http://english.vietnamnet.vn/fms/environment/129841/vietnam-capitalises-on-abundant-sources-of-biomass-

energy.html 

 

 

▐  인도네시아  

 

□ 독일계 감사법인인 TUV SUD,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들은 에너지효율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kVA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인상한 

만큼, 향후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생겼다고 TUV SUD는 분석  

- TUV SUD PSB ASEAN과 함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에게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에너지효율향상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 TUV SUD는 트레이닝을 받은 80개 업체 중 12% 

가량이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를 내었다고 밝혀 
 

☞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3/25/smes -urged-be-more-energy-efficient.html 

  

http://consult-myanmar.com/2015/05/12/myanma-electric-power-enterprise-to-invite-expressions-of-interest-for-myanmar-power-sector-study-of-electricity-tariffs-and-subsidies-mechanisms-delivered-date-june-2-th-2015/
http://consult-myanmar.com/2015/05/12/myanma-electric-power-enterprise-to-invite-expressions-of-interest-for-myanmar-power-sector-study-of-electricity-tariffs-and-subsidies-mechanisms-delivered-date-june-2-th-2015/
http://consult-myanmar.com/2015/05/12/myanma-electric-power-enterprise-to-invite-expressions-of-interest-for-myanmar-power-sector-study-of-electricity-tariffs-and-subsidies-mechanisms-delivered-date-june-2-th-2015/
http://english.vietnamnet.vn/fms/environment/129841/vietnam-capitalises-on-abundant-sources-of-biomass-energy.html
http://english.vietnamnet.vn/fms/environment/129841/vietnam-capitalises-on-abundant-sources-of-biomass-energy.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3/25/smes-urged-be-more-energy-effici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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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Ayala Corp.’s 계열사인 AC Energy Holdings Inc, 풍력발전에 발전차액지원제도 

적용 받아  

ㅇ AC Energy Holdings Inc, 풍력발전에 kWh당 8.53필리핀페소를 FIT로 적용 받을 것으로 

알려짐  

 

☞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5/04/18/1444976/ac -energy-gets-fit-perks-2-wind-farm-projects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5/04/18/1444976/ac-energy-gets-fit-perks-2-wind-farm-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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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동향 

 

▐  캄보디아  

 

□ 훈센 총리, 전기값 추가 인하 가능성 일축  

ㅇ 훈센총리는 kWh당 650Riel (0.16달러) 이하로 전기료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016년 3월부터 정부는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세를 780-800 Riel로, 월10-50kWh 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약 480-610 Riel로 낮추기로 결정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pm-rebuts-cuts-electricity-tariffs  

 

 

▐  라오스  

 

□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선언 

ㅇ 캄보디아 부총리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6일 라오스 수도인 Vientiane를 

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 

- 캄보디아 부총리와 라오스 부총리는 정치, 안보, 경제, 무역, 교통, 관광, 에너지 분야에서 양 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다짐  
 

☞ http://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Laos_Cambodia.htm  

 

 

▐  말레이시아  

 

□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친환경 제품 사업자에 지원 계획 밝혀 

ㅇ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장관인 Datuk Seri Mahdzir Khalid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힘  

-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림 또는 미하주 제도 등의 인증 필수  

 

☞ http://www.themalaysianinsider.com/citynews/greater -kl/article/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

stores-says-minister/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stores-says-minister 

  

http://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Laos_Cambodia.htm
http://www.themalaysianinsider.com/citynews/greater-kl/article/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stores-says-minister/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stores-says-minister
http://www.themalaysianinsider.com/citynews/greater-kl/article/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stores-says-minister/ministry-ready-to-give-loans-to-open-green-stores-says-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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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미얀마, 본격적으로 해상오일 개발에 나서 

ㅇ 미얀마 정부는 최근 노르웨이의 Statoil과 미국의 ConocoPhilips 사와 협약을 맺고 

해상오일 및 가스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미얀마 정부는 양 사와 생산량지분계약 (Production Sharing Contract)를 체결하였으며, 양 사는 

323.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http://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Myanmar-The-Next-Frontier-For-Offshore-Oil.html 

 
 
 

▐  베트남  

 

□ 베트남 정부, 에너지부의 차기 차관 선정   

ㅇ 2015년 3월 13일, 산업무역부 장관인 Vu Huy Hoang은 차기 차관 2인을 선정  

- 교통 연료 및 정유 부처 국장인 Nguyen Viet Son와 수력발전부처 국장인 Do Duc Quan을 

에너지부 차관으로 임명   
 

☞ http://nangluongvietnam.vn/news/en/policy -planning/moit-appointed-the-new-deputies-director-general-of-

the-general-department-of-energy.html  

 
 
 

▐  인도네시아  

 

□ 반부패위원회(KPK), 전직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인 Jerok Wacik 체포  

ㅇ KPK는 Jerok Wacik은 앞으로 20일간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  

☞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5/05/kpk-arrests-former-energy-minister-jero-wacik.html 

 
 
 

▐  필리핀  

 

□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Carlos Jericho Petilla, 4월 29일자로 사임장 제출 

ㅇ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인 Carlos Jericho Petilla는 대통령인 Benigno Aquino III에게 이미 

사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사임장이 승인되었다고 밝혀 

- 그러나 Carlos Jericho Petilla가 상원의원직을 유지할지 여부는 미정 
 

☞ http://www.interaksyon.com/article/109626/doe-secretary-petil la-confirms-resignation 

http://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Myanmar-The-Next-Frontier-For-Offshore-Oil.html
http://nangluongvietnam.vn/news/en/policy-planning/moit-appointed-the-new-deputies-director-general-of-the-general-department-of-energy.html
http://nangluongvietnam.vn/news/en/policy-planning/moit-appointed-the-new-deputies-director-general-of-the-general-department-of-energy.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5/05/kpk-arrests-former-energy-minister-jero-wacik.html
http://www.interaksyon.com/article/109626/doe-secretary-petilla-confirms-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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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캄보디아   

 

□ CAMENERGY '15 - 국제 발전, 송전, 배전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시 및 컨퍼런스  

ㅇ 산업광물에너지부에서 주관하며, ERIA와 ASEAN Centre for Energy가 공동 주최하고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후원함.  

- 일시: 2015년 9월 10일 – 2015년 9월 12일 

- 장소: Koh-Pich, 캄보디아 프놈펜 
 

☞ http://www.eventbrite.com/e/camenergy15-cambodia-international-power-generation-transmission-

distribution-electrical-tickets-15349086531 

 

 

▐  라오스   

 

□ 제 2차 GMS 전력 회의 및 EXPO  

ㅇ 5월 19-21일 기간 동안 라오스 수도인 Vientiane에서  2차 GMS 전력 회의 및 Expo개최 

-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운남성 등 6개국이 참가할 예정 
 

☞ http://www.neoventurecorp.com/gms/  

 

 

▐  말레이시아   

 

□ 제 5차 국제 에너지 및 환경 과학 컨퍼런스  

ㅇ 국제 컴퓨터기술아카데미가 후원하는 동 컨퍼런스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될 예정  

- 일시: 2015 09. 03– 2015. 09. 04 

- 장소: 페낭, 조지타운시 호텔   
 

☞ http://www.icees.org/ 

  

http://www.eventbrite.com/e/camenergy15-cambodia-international-power-generation-transmission-distribution-electrical-tickets-15349086531
http://www.eventbrite.com/e/camenergy15-cambodia-international-power-generation-transmission-distribution-electrical-tickets-15349086531
http://www.neoventurecorp.com/gms/
http://www.ice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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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제 2차 녹색 에너지 회의 

ㅇ 미얀마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 2차 미얀마 녹색에너지 회의가 8월 17-18일에 걸쳐 

미얀마 수도 양군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 

- 약 26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 
 

☞ http://www.myanmargreenenergysummit.com/  

 

 

▐  베트남  

 

□ 제 4회 베트남 전력 및 에너지 회의  

ㅇ 현재 진행 중인 전력 사업 관련 내용 - 규제 준수, 기술 도입 등- 이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전력사업 투자 기회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 

- 일시: 2015년 6월 18일 – 2015년 6월 19일 

- 장소: 베트남 하노이 
 

☞ http://www.dfdl.com/resources/past-events/502-vietnam-power-energy   

 

 

▐  인도네시아  

 

□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 국제 컨퍼런스 

ㅇ University Malaysia Perlis, (UNIMAP)가 주최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정책, 제어 시스템, 

녹색 건물 등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음.   

- 일시: 2015년 6월 2일 – 2015년 6월 4일 

- 장소: 인도네시아 발리, Aston Kuta Hotel & Residence 
 

☞ http://reegetech.com/ 

  

http://www.myanmargreenenergysummit.com/
http://www.dfdl.com/resources/past-events/502-vietnam-power-energy
http://reege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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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아시아 청정 에너지 포럼  

ㅇ 아시아 청정 에너지 포럼 (Asia Clean Energy Forum) 이 마닐라에서 열린 예정이며, 

주최인은 아시아개발은행, USAID, The World Energy Council(WEC), 에너지관리공단임.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청정 에너지 및 투자 관련 다양한 워크샵과 세미나가 

준비될 예정 

- 일시: 2015년 6월 15~19일 

- 장소: ADB 본사, 6 ADB Avenue,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1550 
 

☞ http://www.asiacleanenergyforum.org/welcome-to-acef-2015/travel-resources/ 

  

http://www.asiacleanenergyforum.org/welcome-to-acef-2015/travel-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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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2014년 3월 24일, 베트남 총리령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지원법 수립 

ㅇ 지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금감면: 바이오매스 사업의 경우 고정 자산에 이용되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면세 

- 법인세 감면: 바이오매스 사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 토지 이용: 바이오매스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로 면제 또는 감세  

- 바이오매스 전력 구매가: 현재 1,220VND (5.8달러)에 정부가 전력 구매  
 

ㅇ 바이오매스 사업에 외국인으로 투자를 할 경우 고려할 사항    

- 현재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PPP 또는 합작 회사 등의 형태로 

100% 외국인 지분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EVN이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EVN과 PPA 계약 시 협상을 

해야 함. 또한 발전소 사업 투자 시 사업 허가는 인민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이란, 인도네시아에 정유설비 및 발전소 건립할 것으로 전망   

ㅇ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 가까운 시일 내에 테헤란을 방문하여 정유설비 및 발전소 

건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  

- 주간 테헤란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위층이 곧 이란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이란정부 대변인인 Mohammad Baqer Nobakht가 발표  

- 대변인은 테헤란이 향후 자카르타의 인프라, 양국 간 무역, 에너지, 발전소, 정유시설, 도로건설 및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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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필리핀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에너지공급의 54.1%가 화석연료(석탄+석유)이며,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 

- 2012년 기준 초기 에너지공급량은 42.90 Mtoe 
 

ㅇ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원은 화석연료(석탄+석유)로 총 전력 생산량의 

44.6%를 차지 

- 2012년 기준 전력 공급량은 72, 922 GWh 

-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바이오 매스 발전, 지열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8.5%이며 

천연가스 발전 비율은 26.9% 

 

< 2012 년 필리핀 에너지 공급 현황 > 
 

< 2012 년 필리핀 전력공급 현황 > 
 

 
 

 

 

  

ㅇ 필리핀 청정에너지 활용 에너지 공급 비율의 45.9% 

ㅇ 에너지 수요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순 

ㅇ 필리핀 내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는 DOE 6 개 국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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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에너지 수요량은 2012년 기준 총 23,301.92 ktoe를 기록하였으며, 부문별 에너지 수요 

비중은 수송부문, 가정부문, 산업부문, 상업부문, 농업부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송부문 35.9%, 가정부문 25.7%, 산업부문 24.9%, 상업부문 12.2%, 농업부문 1.4% 차지 

 

<2012 년 필리핀 에너지 수요 현황 > 

 

부문 수요(ktoe) 비중(%) 

산업 5,808.14 24.9 

수송 8,359.01 35.9 

가정 5,983.88 25.7 

상업 2,832.12 12.2 

농업,어업, 조림업  318.77 1.4 

총수요량 23,301.92 100.00 
 

 

 

 

ㅇ 전력 수요량은 72,922MWh를 기록하여 69,175MWh를 기록한 2011년 대비 5.4% 상승 

- 산업부문 27.5%, 가정부문 27%, 상업부문 24.4% 차지 

 

< 2011 년 및 2012 년 부문별 전력 수요 현황 > 
 

부문 
2012 년 2011 년 차이* 

수요(MWh) 비중(%) 수요(MWh) 비중(%) 수요(MWh) 비중(%) 

가정 19,694,896 27.01 18,693,546 27.02 1,001,350 5.36 

상업 17,777,222 24.38 16,623,834 24.03 1,153,338 6.94 

산업 20,070,972 27.52 19,333,954 27.95 737,019 3.81 

기타 1,667,527 2.29 1,446,257 2.09 221,270 15.3 

총공급량 59,210,618 81.2 56,097,591 81.09 3,113,027 5.55 

자체소비 5,351,152 7.34 5,398,480 7.8 (47,328) -0.88 

손실 9,360,241 11.46 7,679,579 11.10 680,662 8.86 

총수요량 72,922,011 
 

69,175,650 
 

3,746,361 5.42 

* 2011 년 전력 수요량 대비 2012 년 전력 수요량의 상승 및 하강 폭  

 

  

☞ 필리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비율 54% ☞ 필리핀의 부문 별 에너지 수요는 수송부문, 가정부문, 산업부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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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필리핀의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는 필리핀 에너지부(DOE)의 산하 6개 국에서 관리 

 

< 에너지부(DOE) 관리국 및 산하 부처 조직도 > 
 

 
 

ㅇ 필리핀 에너지부의 9개 국은 필리핀 내 에너지 자원 발굴, 개발, 활용, 공급, 보호에 대한 

정부의 모든 계획, 프로그램,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관리 

- 에너지자원 개발국: 석유, 석탄 및 지열에너지자원의 발굴, 개발, 생산에 대한 정부 정책, 프로그램, 

제도 구성 및 운영 

- 재생에너지 관리국: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변화, 활용, 상용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사업 운영 

- 에너지활용 관리국: 에너지 기술, 대체연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변환기술, 재생에너지 자원 마케팅 

및 공급에 대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석유산업 관리국: 원유 제품 및 부산품의 수출입, 보관, 운송, 정제 등 석유산업 전반의 정책, 계획, 

규제 구성 및 운영 

- 에너지 정책계획국: 국가 및 지방 에너지계획,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을 구성, 업데이트, 모니터링, 

평가하며 국제적 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 연구 

- 전력사업 관리국: 경쟁력 있는 시장기반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 재편 관리 및 민간부문 

참여 독려 

☞ 필리핀 전반적 에너지 분야 DOE 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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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전력산업 구조 

 

 
 

ㅇ 필리핀의 전력산업의 구조는 2001년 6월 8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안 발표 후 

위와 같이 재편되어 운영 

- ERC: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송배전 설비회사 규제 

- PSLAM Corp: 전력자산 매각공사. DOE와 공동으로 NPC의 발전설비 및 TRANSCO 민영화 추진 

- NPC: 필리핀 국영 전력공사(National Power Co.) 

- NEA: 필리핀 국영 전력화 관리국(Nation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외곽 지방 전력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 

- WESM: 도매전력 현물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발전회사들 간의 경쟁 유도 

- GENCOs: 발전 회사(Generation Companies) 

- SPUG: NPC 산하의 소규모 전력설비 그룹(Small Power Utilities Group). 주 송전 그리드에서 벗어난 

지역의 전력화 프로그램 감독 및 관리 

- TRANSCO: 필리핀 국영 송전공사(National Transmission Co.) 

- DUs: 배전 설비업체(Distribution Utilities) 

- PUs: 민간 설비업체(Private Utilities) 

- ECs: 배전협동조합(Electric Cooperatives) 

 

 

 

  

☞ 필리핀 내 전력산업 2001 년 이후 재편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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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신 재생에너지 장려 

- 재생에너지 법(RA 9513, Section 7)을 통해 발전차액제도(FIT, Feed-In-Tariff)를 제정하고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지열, 조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사업을 장려 
 

ㅇ 대중교통부문 내 대체연료 도입  

- 2006 바이오 연료 법(RA 9367) 및 교통부문 대체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자동차, 

CNG 버스, LPG 택시, 바이오 에너지 자동차, 수소 자동차 사용 장려 
 

ㅇ 천연가스 발전 장려 프로그램  

- 천연가스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여 총 발전량의 26.93%를 천연가스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것을 목표 
 

ㅇ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프로그램 

- 산업, 가정, 상업, 교통부문에 에너지 효율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식 향상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 정부에너지관리사업(Government Energy 

Management Program, GEMP), 필리핀 에너지효율화사업(Philippine Energy Efficiency Project: 

PEEP)등을 포함 

 

□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정부에너지관리사업(Government Energy Management Program, GEMP) 

- 정부 기관 청사의 고효율전등 사용 등을 명령한 대통령령(행정명령 제 126, 110, 103, 183)의 이행 

여부 감시를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의 연료 및 전기소비량 최소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전력부분에서 Php 17억, 연료부분에서 Php 3억 등, 총 Php 20억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기록 
 

ㅇ 필리핀 에너지효율화 사업(Philippine Energy Efficiency Project: PEEP) 

- 효율적인 전력 활용을 위해 LED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향후 135개 공공건물에 LED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신호등 및 거리 조명들을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포함  
 

ㅇ 국가에너지효율화 및 절약 프로그램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NEECP) 

- 필리핀의 에너지효율화를 장려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기 프로그램으로 6개 부문, 정부, 산업 (발전 

포함), 가정, 상업, 농업, 교통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ㅇ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련된 지침을 발간하여 건물의 에너지소비형태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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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SCO 사업  

- 2008년 부령 DC2008-09-0004를 통해 DOE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ESCO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정부차원에서 ESCO 사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   

- 2014년 8월까지 DOE는 총 13개의 ESCO기업을 인증 

 

 

  

☞ 필리핀 정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활성화 



 

 

 
21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석유자원이 없는 필리핀은 99.7%의 원유를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73% 가량을 

중동 국가에서 수입 

- 2013년 원유 수입량은 2012년 63,717MB(Milion Barrel)에서 56,343MB(Million Barrel)으로 감소. 

이는 정제소의 정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석유 제품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 

- 석유제품의 수입량은 2013년 말 62,112MB(Million Barrel)를 기록하여 2012년 54,780MB(Million 

Barrel)에 비해 13.4% 증가 

 

<필리핀 원유 수입국 비중> 
 

 
 

ㅇ 필리핀 정부는 탐사활동 확대를 통해 석유 및 가스 부존량을 20% 이상 확보할 계획 

- 특히 중국 남부 해안과 인접한 위치의 11개 오일 및 가스 블록에 대한 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국 당국과의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석탄 

ㅇ 2012년 기준 필리핀의 석탄 총 사용량은 16,163 Mt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3.6% 증가 

- 이 중 약 42%를 국내 생산하여 소비하며 약 58%는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인도네시아 98%, 2012년 기준) 

- 필리핀 내 매장되어 있는 석탄 자원이 최대 190억 톤으로 예상되어 DOE는 필리핀 전역에 40개 

이상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획추진 중 

 

  

☞ 필리핀 석탄 매장량 최대 190 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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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DOE는 2013년 국가 전력청 개혁법(NEA Reform Act of 2013) 시행령을 발표, 

배전협동조합(EC)을 통한 농촌지역 및 소외지역으로의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EC의 역량 

강화 

- DOE는 필리핀 전역의 전력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계획을 수립 

 

<DOE 전력공급 안정화 계획> 
 

 

□ 원자력 

ㅇ 필리핀은 1980년대 초반 바탄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였으나 건축결함 및 화산지대에 

건설되어 안전성 문제로 미 가동 

- 현재 DOE는 바탄 원자력발전소(BNPP)를 가동하기 위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현 용량인 623MWh를 배로 늘려 가동할 계획 

 

 

  

계획 현황 

일리한 디젤 발전소 운영 
2013년 10월부터 발전소 최대 용량인 98MW로 운영 계획 

* 현재 일부분만(60MW) 운영 중 

민다나오 전력시장 지원정책 
DOE는 지난 1월 Department Circular(DC)를 발표,  

민다나오 지역의 전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 

Modular Genset Scheme 국가전력청(NEA)이 담당, 관련 규정인 EO 137 발표 

One-Stop Shop 설치 에너지 분야 투자자들의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민다나오 에너지 개발 

계획 
2013년 9월 에너지 개발 관련 계획 제출 

Power Barge 101-104 민영화 Joint Congressional Power Committee (JCPC)와 협의 중 

Balo-l 침수 방지 프로젝트 실시 
- 공공건설도로부(DPWH)는 NEDA-ICC에 프로젝트 승인서 제출 

- Agus 1 & 2 수력발전소 및 Balo-l 프로젝트 실시 

Agus 6 Unit 1 &2 

Uprating 프로젝트 

전력공사(NPC)는 관련자산을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에게 이양,  

PSALM은 올해 3분기에 입찰을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낙찰자를 발표할 예정 

Agus-Pulangi Complexes 민영화 Joint Congressional Power Committee (JCPC)와 협의 중 

Visayas-Mindanao 전력공급선 연결 2013년 3월 타당성조사 완료, 2018년 내 사업 완료 

☞ DOE 2013 년 국가 전력청 개혁법 시행령 발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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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지열에너지 

- 세계 2위 지열에너지 생산국 

- 예상 발전가능용량: 1,200MW 
 

ㅇ 풍력에너지 

- 자원 잠재량: 700MW – 동남아시아 내 최대 잠재량 

- 33MW 규모 North wind Power(Bangui 풍력발전소) – 동남아시아 최초 풍력발전소 
 

ㅇ 태양에너지 

- 1MW 규모 그리드-연계 태양광 발전소(CEPALCO) 

-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기 생산 허브 

- 현재 연간 태양광 전지 용량 400MW 
 

ㅇ 소수력에너지 

- 자원 잠재량: 888개 부지에서 총 1,784MW 
 

ㅇ 바이오매스(버개스 – 사탕수수 부산물) 

- 자원 잠재량: 235MMBFOE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발전차액제도(FIT, Feed-In-Tariff) 현황 

- 2012년 7월 ERC 승인, 2012년 8월부터 FIT 제도 시행 

- 2012년 7월 ERC 재생에너지원별 FIT 가격 승인 

- DOE DC 2013-05-009 통한 FIT 승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재생에너지원별 FIT 동향(2013 년 기준)> 
 

재생에너지원별 
프로젝트 상업운영 신청 및 예정기업 프로젝트 상업운영승인기업 

프로젝트 수 발전용량(MW) 프로젝트 수 발전용량(MW) 

수력 51 504.2 6 47.6 

풍력 9 548.5 5 339.5 

태양광 11 160 3 80 

바이오매스 10 76.7 1 1.1 

합계 81 1,289.4 15 468.2 

 

☞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 전력화율 10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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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다수의 외국 투자 발전소 건설 가시화 

ㅇ 최근 미국의 AES (Masinloc 300MW), 중국의 CEEC(Calaca 300MW) 등 외국계 회사들과 

현지GN Power(Bataan 600MW), RE Energy(Renondo 600MW) 등의 발전소 건설 가시화 

- 우리 기업들도 전력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Mindanao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발전분야에 관심 있는 투자기업 및 건설기업들은 필리핀 내 주요 발전사업 동향을 

살피며 직간접적인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 

 

□ 필리핀 정부 에너지 정책 관련 움직임 본격화 

ㅇ 필리핀 정부는 높은 전기료와 전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에너지효율 및 관리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FIT 확정 등 에너지 정책 관련 움직임 본격화 

-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2008년 신재생에너지법 발효 후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FIT 가이드라인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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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필리핀 정부 추진 중인 주요 활동 내역 

ㅇ 주요 활동 

- 가정 및 도시에 전력공급, 혼합바이어연료 생산(E10 and B5 Mandate),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발표 

- 에너지 표준 및 라벨링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및 관리 극대화, 재생에너지사업 설치 

- E-Trike 개발 및 규모 확대, 청정에너지기술 적용(Euro 4), 웹 기반의 에너지 정보 제공 

- 천연자원 개발(Philippine Energy Contracting Round 5) 

* E-Trike : 필리핀 DOE에서 ADB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100,000대의 내수제작 전기자동차를 공급하여 기존의 오토바이 개조 이동수단을 대체하여 

에너지효율화 및 탄소 배출량 절감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정식명칭은 “에너지 고효율 운송수단 

도입을 통한 시장 변화 사업”임 
 

ㅇ 특별 활동 

- 전력이 부족한 Mindanao 지역 내 전력 수요/공급 계획 발표(Modular Genset) 및 특정지역 

전력공급망 개선 
 

ㅇ 필리핀 공공시설(학교)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 계획 

- DOE는 태양광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력공급가는 Php 

2.00/kwh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계획> 
 

학교 형태 학교 수 발전용량 (MW) 

대학교 587 59 

고등학교 5,299 530 

초등학교 10,170 1,017 

합계 10,056 1,606 

주: 상기 발전용량은 발전소 1 기 당 100kw 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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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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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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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2,000가구에 추가로 전력 공급 

ㅇ 몇몇의 지방 전력 공급이 Soorya Mangallaya Aluth Avurudhu Eliya electrification Scheme에 

의하여 시행되었음 

ㅇ 본 제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전력 계통 공급이 가능해진 2,850가구를 축하하기 위하여 

Sinhala Hindu 행사를 성대하게 계획 중임 

- 본 전력 계통 공사는 발전 및 에너지부 주관 하에 전력청에서 실시하였으며, 전력 생산의 확대로 

인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외각지역의 2,850가구는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방식 및 

경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함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81  

 

□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정부 선거 실시 예정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2015년 5월 12일 Patagala지역의 Beruwela 

Pradeshita Sabaha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하여 공식적인 언급 

☞ http://www.president.gov.lk/news/local -government-elections-after-the-general-elections/ 

 

□ 스리랑카 대통령, 수상 선거에 있어 국민의 공정선거 당부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2015년 5월 13일 Bandaragama의 SLFP(Sri Lanka 

Freedom Party) Kalutara District Conference에서 수상 선거는 국민의 인종, 종교, 카스트와 

관련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 

☞ http://www.president.gov.lk/news/the-prime-minister-is-peoples-choice/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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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 스리랑카와 주요 합작투자에 관심 

ㅇ 지난 2015년 5월 21일 말레이시아 고위 관계자는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와 

만남을 갖고 스리랑카 몇몇 지역에 주요 합작투자에 큰 관심을 표명 

- 특히, 대형 사업인 콜롬보 시내 Unitrail 사업, 콜롬보-칸디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콜롬보-

Katunayake 석유관 건설사업 등에 합작투자 관심 
 

☞ http://www.president.gov.lk/news/malaysia -interested-in-major-joint-ventures/ 

 

□ 지속가능에너지청, 중앙 국회를 위한 에너지 감사 보고 실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도로개발부 장관, 발전 및 에너지부 장관, 주택 및 건설부 장관의 

초대로 2014년 8건의 에너지 감사를 실시 

ㅇ 2015년 5월 8일 중앙 국회에서 8건의 에너지 감사 보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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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파키스탄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 진입 

ㅇ 다수의 스페인 기업들은 파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 협력 구축 및 

파키스탄의 사업 영역에 투자할 의향을 내비침 

☞ http://pakobserver.net/detailnews.asp?id=264315  

 

□ 中공상銀, 파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4.6조 투자 합의 

ㅇ 자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인 중국공상은행(ICBC)이 파키스탄의 에너지와 전력 개발 

프로젝트에 43억달러(약 4조656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 http://news1.kr/articles/?2195720 

 

□ 파키스탄의 에너지 위기 

ㅇ 파키스탄은 에너지 부문 부채 딜레마, 불합리한 전기 요금, 물 부족과 비싼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단독으로 파키스탄 에너지 위기를 구제 못할 것으로 

논평함 

☞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hughes/how-pakistans-energy-cris_b_7310282.html  

  

http://www.huffingtonpost.com/michael-hughes/how-pakistans-energy-cris_b_7310282.html


 

 

 
34 

 

□ 철강산업을 통해 본 한국-파키스탄 FTA 체결 필요성. 

ㅇ 파키스탄 철강산업 현황 

- 파키스탄 연 철강수요는 700만 톤 가량, 이중 국내 공급가능 물량은 전체 소요물량의 50%인 

350만 톤 정도로, 350만톤 가량을 매년 수입에 의존 
 

ㅇ 파키스탄 주요 철강업체 현황 

- 파키스탄에는 약 15개사의 철강생산 공장이 있음 
 

ㅇ 한-파 FTA 체결 필요성 

- 현재 철강 수요 증가 둔화에 한/중의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 확대, 신 수요처 필요 

-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이란 등으로 철강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일본은 엔저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에 철강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ODA 공여국으로써 철강에 

대한 용도별 면세를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분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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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7954&ARTICLE_SE=20307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일일 전력 생산 기록 갱신 중  

ㅇ 방글라데시 전력개발부 대변인 말에 의하면 발전소에서 국가 그리드망으로 공급하는 

전력량이 이틀 연속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전함 

- 2015년 5월 4일 7,658MW, 2015년 5월 5일 7, 681MW 
 

ㅇ 2008년 전력생산량은 4,036MW로서 6년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증가함 

ㅇ 현재 방글라데시의 발전 용량은 지난 6년동안 3배가 증가하여 11,000MW이며, 이러한 

전력생산량 증가를 고려하여 2021년 내에 원자력 발전소 및 기저부하 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함 

☞ http://energybangla.com/asia-naphtha-bangladesh-tenders-to-sell-170000-bbls-naphtha 

 

□ 에너지부국, 천연가스 고갈 눈 앞 

ㅇ 방글라데시의 활용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는 발전, 산업, 가정용, 차량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음 

- 2010년 기준 총 가스생산의 55%가 발전부문, 산업부문에 12%, 비료생산 12%, 가정용 11%가 

사용됨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7954&ARTICLE_SE=20307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7954&ARTICLE_SE=20307
http://energybangla.com/asia-naphtha-bangladesh-tenders-to-sell-170000-bbls-naph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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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가스 산출이 현저히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 10년 내 고갈이 예상되면서 수년간 

신규 가스 연결이 중단되는 등 에너지난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차량연료 부문의 위기가 예상됨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입 LNG 터미널 건설 및 LNG 수입을 통해 에너지난을 해소하고자 

하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  

 

□ 국제원조기구, 가스전 효율화 및 공급망 확충 개선 지원 

ㅇ 신규 가스전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진전이 더뎌 새로운 가스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임. 

ADB, JICA는 기존 가스전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공급망(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을 

확충,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부족을 완화하고자 함 

ㅇ ADB는 ‘Natural Gas Production and Transmission Development Investment Program` 계획 

하에 총 5억 달러를 원조할 예정 

- 이 프로그램은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ADB는 구체적인 지원분야를 

검토하고 있음 
 

ㅇ 한편, 일본은 2014년 아베총리 방한 당시 ‘벵골만 산업 성장 벨트(Bay Bengal Industrial 

Growth Belt(BIG-B)’ 계획하에 향후 5년간 59억달러의 원조를 확약하였는데 이 중 가스전 

컴프레서(wellhead compressor) 6기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 가스 채굴이 진행될수록 가스전의 압력이 낮아지므로 컴프레서를 장착하여 산출을 높일 수 있음 
 

☞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  

 

□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대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안 거절 

ㅇ 방글라데시 재무장관은 전력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세계은행의 제안을 거절 

- 방글라데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전력요금을 차등화하고 있음 
 

☞ http://energybangla.com/muhith-shrugs-off-wbs-advice-to-cut-subsidies-on-power-energy/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
http://energybangla.com/muhith-shrugs-off-wbs-advice-to-cut-subsidies-on-power-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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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네팔 지진 사망자 8천명 넘어 

ㅇ 네팔 경찰은 지난달 25일 지진 발생이 후 지금까지 8,019명의 사망자 시신을 수습 

- 부상자는 1만7,871명이고 완전히 파괴된 집이 29만9,588채, 부분적으로 부서진 집이 26만9109채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4585  

 

□ 네팔 또 규모 7.3 지진 발생, 한국 교민∙구호단체 피해 없는 듯 

ㅇ 네팔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난 뒤 17일 만인 12일 오후 

12시50분 다시 발생  

ㅇ 이번 지진으로 네팔에서만 최소 42명이 사망하고 1,117명이 부상당했고 지진 직후 규모 

5∼6에 이르는 수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음 

- 최용진 주네팔 한국대사는 이날 카트만두 외곽으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러 가다 여진을 

만나 대사관으로 복귀해, 교민과 한국 구호단체 활동가 등의 피해상황을 파악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5050   

 

□ 네팔 경제 위기, 휘발유 재고 3일치 뿐 

ㅇ 인도로부터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하는 네팔에선 병원과 기업체들은 경유 발전 시설에 

의존 

ㅇ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110㎞ 떨어진 아말렉칸지에 있는 석유 저장시설의 휘발유 

재고량은 나흘 치, 경유는 10일치 밖에 남지 않음 

ㅇ 전력 인프라는 대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음 

☞ http://www.newstong.co.kr/view.aspx?seq=2304935&txtSearch=&cate=0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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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전력청, UTHURU JANANI POWER STATION Lubricating oil 공급 및 조달 사업 

 

 사업 내용 

 

전력청은 Uthuru Janani Power Station 에 설치된 100℉의 1500-Redwood Second 에 해당하는 

Wartsila 20V32 Diesel 엔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50-55mg/KOH 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성오일 120,000 Liter 조달 발주 

 

입찰자 요구사항 

 

1. 입찰자는 Diesel Power Plants 운영을 위한 장기 Lube Oil 공급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최소 3 년 

이상 있어야 함 

2. 조달되는 Lube Oil 은 Diesel Engine O&M 매뉴얼에 명시된 특정한 Brand 제품이어야 함 

3. 조달되는 Lube Oil 은 Diesel Engine O&M 매뉴얼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모든 입찰자는 스리랑카 Lube Oil 법적 제조권한을 보유한 자에 한함 

5. 모든 입찰자는 Bidding Document 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6. Bidding Document 비용 및 입찰비용은 입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환불되지 않음 

 
  

 

- 입찰 방식/입찰 마감일 : 직접제출 / ′15.05.27 09:00~15:00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입찰 장소 : Deputy General Manager (Thermal Complex), Generation Head Quarters, 

Ceylon Electricity Board, New Kelani Bridge Road, Wellampitiya, 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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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 기반 화력발전소: 전력 공급 판매세 20%까지 상승 

ㅇ 파키스탄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이후 징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 디젤-화력 발전소에서 

발전한 판매세를 20%까지 올림 

ㅇ 디젤 화력 발전소는 유닛 당 18루피 선이며 세율 조정 후 유닛 당 3.6루피~21.60루피로 

오를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고속 디젤 판매에 2.5%의 규제의무를 부과하고, 석유에 2%의 규제의무를 부과 

ㅇ 전력 수요는 전년도 하계 기간 23,500MW를 기록한데 반해 전체 전력생산은 

15,000MW~16,000MW 규모이며 그 중 1,000MW가 디젤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임 

☞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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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World Bank,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Grid Solar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 

ㅇ 네팔 전력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은 World Bank의 자금 지원은 통하여 네팔의 

중앙개발지역인 Nuqakot & Makwanpur District 25MW급 태양광 프로젝트를 실시 예정 

- 시행기관 : 네팔 전력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 

- 입찰시한 : 2015.6.11 12:00 네팔 현지시각 

- 총 사업비 : 1.25 million USD 

 

□ 네팔관개부(Ministry of Irrigation), Tikapur지역 Reni Jamara Kulariya 관개 사업 

ㅇ 네팔관개부(Ministry of Irrigation)은 Rani Jamara Kulariya 관계사업 일환으로 교량 등 

건설사업을 입찰 공고함 

- 시행기관 : 네팔 관계부(Ministry of Irrigation) 

- 입찰시한 : 2015.5.11 12:00 네팔 현지시각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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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전력청, Mihintale Sacred City에 발전시설 기부 

ㅇ 스리랑카 발전 및 에너지부 장관인 Patali Champika는 Mihintale Sacred City에 발전시설을 

기부 

ㅇ 스리랑카 주요 전력공급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Atamasthanaya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몇몇의 발전시설이 기부된 상황임 

- CEB의 청장인 Mr. Anura Wijepala, General Manager인 Mr. MC Wickramasekera 등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날 기부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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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TEN YEAR SECTOR DEVELOPMENT PLAN 착수 

ㅇ 전력청은 TEN YEAR SECTOR DEVELOPMENT PLAN인 ‘Bala Shakthiyen Sapiri Ratak’에 

본격적으로 착수 

- 전력청은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주요 8개 지역에 본 계획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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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에너지청, 에너지 관리자를 위한 강연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국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 및 상업부문 에너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제도 관련 강의 실시 

ㅇ 강연 주제는 Gazette No. 1715/12에 관한 것이고 현재까지 191명의 에너지 관리자를 

양성하였음 

ㅇ 에너지 관리자의 역할은 에너지 효율문화를 자사에 전파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에너지 분임조를 결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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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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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에너지청, Tri-Generation 세미나 개최 

ㅇ 지속가능에너지청은 2015년 5월7일 BMICH에서 Tri-Generation 세미나를 개최 

ㅇ Tri-generation은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Cooling, Heat and 

Power(CCHP)와 같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을 의미함 

- Tri-generation은 에너지 효율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호텔, 산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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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KOTRA 카라치 무역관 2015년 5월 1일 이전 

ㅇ 2009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지 6년만에 점증하는 테러 위협과 주변 치안 악화로 직원의 

안전을 중시한 공사의 판단에 따라 6년 성상의 애환이 서려있는 Shahrah-e-Faisal街 

시대를 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근무환경이 우수한 클리프턴 상업중심지 내로 진입함 

☞ http://www.kotra.or.kr/KBC/karachi 

 

□ 2015 파키스탄 오일, 가스, 에너지 산업전 

- 개최일자 : 2015/4/25 

- 개최장소 : 파키스탄 라호르 Lahore ExpoCenter 

- 전시품목 :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정제 및 마케팅, 에너지 생산, 전송 및 서비스 
 

☞ http://www.gep.or.kr/jsp/oversea  

 

  

http://www.gep.or.kr/jsp/o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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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밀알복지재단, 태양광랜턴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ㅇ 지진으로 인해 전기가 끊겨 밤이면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하는 네팔 피해주민에게 

태양광랜턴을 보내기 위한 행사 개최 

- 밀알복지재단은 30일 덕성여대 학생회관 앞에서 네팔에 보낼 태양광랜턴을 만드는 행사를 진행 

-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은 지진피해로 인해 전기공급이 끊긴 네팔 지역에 

긴급구호용품으로 보낼 태양광랜턴을 조립 

- 밀알복지재단은 전세계에 전기없이 살아가는 지역에 태양광랜턴을 전달하고 있으며 태양광랜턴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lighting.miral.org) 또는 전화(070-7462-9070)로 신청 가능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82  

 

□ OCI, 오지마을 신재생 전력지원 ‘앞장’ 

ㅇ OCI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네팔 안나푸르나 고산지역의 라트마타 마을 학교에 1.3kW급 

태양광패널을 설치 

- OCI는 17일 해발 2,000m 이상 고산지대에 위치한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의 라트마타 마을, 

가라마을에 임직원 자원봉사대를 파견해 각 마을 학교 지붕에 총 2.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 세계 태양광업계 리더기업인 OCI는 국내에서 2016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솔라스쿨(Solar School)’ 프로젝트를 실행 

- 182개 초등학교에 설비를 설치해 친환경 전력사용을 독려하고 학생들에게 태양광발전의 필요성과 

원리를 알림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96  

 

□ 시설안전공단, 네팔 교민시설 지진피해 긴급점검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외교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네팔 지진의 교민시설 피해여부를 긴급 점검 

- 점검결과 집중적인 피해를 본 고층아파트 3개동을 제외한 교민거주시설 대부분이 보수·보강을 하면 

재사용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  

- 대사관과 관저 등의 부속시설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설, 한글학교 등 교민지원 공공시설도 

점검했는데 대사관과 부속시설도 지진 피해를 입었으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상 

근무 중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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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네팔 지진, 에너지 복구를 위한 지원 필요 

ㅇ 네팔 지진으로 인해 8,000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진 지역 복구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임 

ㅇ 각종 민간구호단체 및 기업은 네팔 지진지역 복구를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가 끊긴 지역을 고려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기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지진 복구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발전시설 재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도시복구를 위한 많은 

공사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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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스리랑카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스리랑카 전력생산 중 非국가전력망(off-grid)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非국가전령망을 포함한 스리랑카 전체 전력생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ㅇ 스리랑카의 2 차 에너지원(전력) 생산 현황은 국가전력망 발전용량별로는 수력(小수력 

포함)이 54%, 화력이 46%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은 0.1%에 불과함. 국가전력망 연간 

총 발전량에서는 수력이 40%, 화력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소비 현황 

ㅇ 스리랑카의 1차 에너지 공급원(primary energy supply)은 biomass가 47.41%, 

석유(petroleum)가 43.04%, 수력이 9.51%, 非전통 에너지가 0.04%를 차지하고 있음.(출처: 

Sri Lanka Energy Balance 2007) 

 

단위 : Thousand toe(tons of oil equivalent) 

Year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Biomass 3,310.76 3,829.41 4,291.84 4,626.12 4,747.85 4,723.05 

68.28% 64.75% 50.71% 48.04% 48.31% 47.41% 

Petroleum 1,183.04 1,329.82 3,575.32 4,172.25 3,965.47 4,287.26 

24.40% 22.49% 40.56% 43.32% 40.33% 43.04% 

Hydro 355.22 754.73 767.28 828.18 1,112.20 947.25 

7.33% 12.76% 8.70% 8.60% 11.31% 9.51% 

Non- 

conventional 

- - 2.73 3.91 4.08 4.35 

- - 0.03% 0.04% 0.05% 0.04% 

Total 4,849.02 5,913.95 8,815.13 9,630.47 9,829.60 9,961.91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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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스리랑카 국가 전체 전력생산중 非전통 재생에너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스리랑카 非전통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Year 2005 2006 2007 

Grid-Connected Non-Conventional Energy Systems 

Number of Installations 

Wind Electricy 1 1 1 

Small Hydro Electricity 44 57 61 

Solar PV 1 1 1 

Biomass 2 2 2 
 

Aggregate Peak Capacity (kW) 

Wind Electricity 3,000 3,000 3,000 

Small Hydro Electricity 83,687 106,334 112,900 

Solar PV 18 18 18 

Biomass 2,000 2,000 2,000 

Energy (GWh) 

Wind Electricity 2.44 2.31 2.27 

Small Hydro Electricity 277.45 344.65 344.00 

Solar PV    

Biomass 2.28 1.78 1.1 

Off-Grid Non-Conventional Energy Systems 

Number of Installations 

Off-grid hydroelectric Estate 32 32 32 

Off-grid hydroelectric Village 167 176 195 

Off-grid Solar PV Home Systems 97,105 114,883 128,527 

Wind Battery Charging Systems 25 25 25 

Aggregate Peak Capacity (kW) 

Off-grid hydroelectric Estate 3,226.2 3,226.2 3,226.2 

Off-grid hydroelectric Village 1,210.9 1,358.2 1,506.2 

Off-grid Solar PV Home Systems 4,264.2 4,978.5 5,806.0 

Wind Battery Charging Systems 8.2 8.2 8.2 

Estimated Useful Energy (kWh) 

Off-grid hydroelectric Estate 7,065,472 7,065,472 7,065,472 

Off-grid hydroelectric Village 2,015,339 2,260,505 2,506,836 

Off-grid Solar PV Home Systems 4,605,321 5,376,765 6,270,465 

Wind Battery Charging Systems 5,747 5,747 5,747 

Total Off-Grid Non-Conventional Systems 

Capacity (kW) 8,711 9,573 10,549 

Energy (kWh) 13,691,878 14,708,488 15,84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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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매스) 스리랑카의 Biomass 에너지원은 주로 장작(fuelwood), 코코넛 껍질, 

Baggase(바가스: 사탕수수 줄기 등을 흡착 후 남는 섬유질 찌꺼기), 나무 등이며, 매우 

소량이 숯이나 전기로 전화되고 있음. 2004.10월 biomass 기반 1MW 발전시설이 처음으로 

스리랑카 Walapane에서 가동되었으며(스리랑카 전력청 구매), 0.3MW 규모의 off-grid 

발전시설이 Haycarb 공장의 보조전력용으로 개발됨 

ㅇ (수력) 스리랑카는 중앙 고지대에서 주변의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리를 갖고 있으며, 스리랑카 전력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스리랑카에는 

Kelani 강에 기반한 Laxapana 단지와 Mahaweli 강에 기반한 Mahaweli 단지 등 2개의 

주요 수력발전 단지가 있으며, 기타 Samanalawewa 수력발전 시설, Kulule Ganaga 

수력발전 시설 및 小수력발전 시설들이 있음 

ㅇ (태양광) 스리랑카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이 1980년대 초 solar photovoltaic을 

도입한 이후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용 solar photovoltaic systems와 

非국가전력망·커뮤니티 기반의 소수력 시스템이 세계은행(WB)의 재정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풍력) 풍력 에너지 개발은 1976년 처음으로 물 공급과 원거리 지역 전기보급을 위해 

소규모 기술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스리랑카 

전력청은 대규모 풍력발전에 대한 시스템 연구와 1988년 스리랑카 남동부 지역에 풍력 

모니터링을 시작함. 2003년에는 미국 원조청(USAID)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풍력지도가 

작성되었고, 1999년에는 스리랑카 전력청이 시범사업으로 풍력발전 시설을 가동하였으며, 

이는 Hambantota 지역에 근접한 지역에 개당 600kW를 생산하는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3MW 발전용량을 갖고 있음 

 

  

☞ 스리랑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47%, 수력 9%, 석유 4.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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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생산 

ㅇ 스리랑카 주요 에너지원은 Biomass, 수력, 석유로 구성되고, 각각 47.41%, 9.51%, 43.04%를 

차지하며, 非전통 재생에너지는 0.04%에 불과함 

ㅇ 스리랑카 국가전력망(National Grid)의 발전설비 용량은 약 2,500MW이며, 국가전력망 연간 

총발전량은 약 10,000GWh이고, 연간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은 수력이 약 

40.1%, 화력이 약 59.9%를 차지하고 있음 

- 非전통 재생에너지 범주에 소수력, biomass, solar, wind를 포함시킬 경우, 非전통 재생에너지는 

국가전력망 총 발전량의 약 4%를 차지함 

-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독자 발전(off-grid) 형태는 스리랑카 총 발전량의 약 1% 미만임 
 

ㅇ 스리랑카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ses: GHG) 배출량은 연간 1인당 0.6톤으로 매우 

적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사업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차원이라기 보다는 지방인구에 대한 전기보급(electrification)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추진함 

- 스리랑카는 인구의 약 76%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국가로서, 지방의 전기보급이 큰 과제이나, 

국가전력망 연장에 소요되는 고도자본 투자, 운영비용 등으로 태양에너지, 소수력,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지방에 전기를 보급을 위한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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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기관 

□ 변경된 조직은 1개의 부처인 발전 및 에너지부에서 총 11개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음 

ㅇ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는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 대신에 중앙환경청, 산림부, 해양환경보호청, 

보석 및 광물관리국 등이 자리함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발전 및 에너지부(Ministry of Power and Energy) 

 ㅇ (전력청)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 CEB)은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및 공급을 담당 

- 국가 내 계통 연계된 소비자의 약 90%를 대상으로 전력 직접 공급 

- 약 2,68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20kV, 132kV, 33kV 의 전력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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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랑카전력회사) 랑카 전력기업(Lanka Electricity Company, LECO)는 민간 기업이며 전력청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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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TL Holdings) LTL Holdings는 스리랑카 내 전력 부문의 최대 엔지니어링 민간 기업 

- 송전, 무선통신, 조명, 풍력 등의 공공사업을 위한 타워와 철골구조의 디자인 및 제조 담당 
 

ㅇ (랑카 석탄 회사) 랑카 석탄 회사(Lanka Coal Company)는 석탄을 조달하여 스리랑카 내 

석탄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민간 기업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치청)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치청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SLSEA)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실행 

등의 업무 수행 

- ‘07 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에너지청 법률에 따라 설립 

- 에너지 보존 기금(Energy Conservation Fund)의 에너지 효율 부문 업무가 동 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 

- 국가 에너지안보 관련 전략수립과 더불어, 발전 및 에너지부를 대신하여 전략 실행 역할 담당 
 

ㅇ (Ceylon 석유공사) Ceylon 석유공사(Ceylon Petroleum Corporation)는 국가 내 석유제품의 

수입과 정제 및 보급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내에서 유일하게 정유 공장을 소유 

ㅇ (Ceylon 석유저장터미널) Ceylon 석유저장터미널(Ceylon PetroleumStorage Terminal Ltd.)는 

스리랑카 내 석유 제품을 저장 및 분배 

 

 

  

☞ 스리랑카 에너지 관련 부서는 발전 및 에너지부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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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정책 

ㅇ 스리랑카는 ‘93.11.23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를 비준하고, 

동 협정이 정한 의무이행사항으로 지난 2000년 ｢The First National Communication 

Report｣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후 동 Report의 갱신 및 실행계획 등은 전무함 

ㅇ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중 서비스업이 50%, 농축산·어업·임업이 20%, 제조업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제조업, 어업 등 3개 분야가 국민총생산(GNP)의 37%, 전체 

고용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바, 주재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ㅇ 주재국 환경·천연자원부가 기후변화사업 전담부서로 동 부처 내 Climate Change Secretariat가 동 

업무를 전담하며, 타 관련부처 사업을 중재하고,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High Level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limate Change (NACCC)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사업집행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연구 및 관찰은 재난관리·인권부 기상국 소관이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정이나 정책은 부재하며, 일반적인 환경규정만 유지중임 

ㅇ 따라서, 스리랑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적응사업 실행계획 수립, △기후변화 조사 및 

정책 수립, △기후변화 유관분야 취약성(Vulnerability) 심사 기술 강화, △산업, 교통, 

농업부문의 온실가스(GHG) 감축방안 수립,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인력양성 및 기술 

확보 등이 주요현안임 

- 이에 따라, 스리랑카는 우리 정부에 ‘전자빔 폐수처리 시설 지원사업’, ‘건지(dry zone) 수자원 

개발사업’, ‘기후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차량면허시험 및 안전운전 

교육장 건립사업’, ‘Three-wheeler 연료장치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정책 

ㅇ 스리랑카 동력에너지부(Ministry of Power & Energy)는 ‘07.10월 그린에너지 자원(indigenous 

energy resources)의 개발·보전을 목표로 산하에 지속가능에너지청(Sustainable Energy Authority)을 

설립하였으며, 동 기관은 ｢National Energy Policy｣에 따라 △국민 및 국가 수요에 부응하는 

에너지 안보 확보, △전 분야의 그린 에너지 사용비율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 △선진국 

선례를 개선한 에너지 집중도(intensity) 관리 등을 추진중임 

ㅇ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국가전력 

생산 비중을 6%, 2015년까지 10%로 높이고, △전통 에너지원과 非전통 재생에너지원 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2016년까지 

전국 가구의 98%에 전기보급을 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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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lectrical Supplied to the Grid as a Share of the Total 

 Conventional 

hydroelectric 

Maximum 

from oil 

Coal Minimum from NCRE1) 

1995 94% 6% 0%  

2000 45% 54% 1%  

2005 36% 61% 0% 3% 

2010 42% 31% 20% 7% 

2015 28% 8% 54% 10% 

(출처 : National Energy Policy) 

* 1) NCRE : 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 NCRE Resources include small-scale hydropower, 

 biomass including dendro power, biogas and waste, solar power and wind power. 

 

ㅇ 그린에너지 자원(indigenous energy resources)의 개발·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속가능에너지청’은 경제관련 사항 및 지식관리 등 정책부서와 에너지 관리 및 사업실시를 

위한 사업부서로 대별되며, Energy Management, Renewable Energy, Knowledge Management, 

Economic Affairs 등 4개 부서가 가동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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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스리랑카 정부는 ′15 년 목표 전력공급량(1600MW)의 에너지원 별 상세목표를 설정 

 

2015 년 에너지원별 목표(%) 

2015 년 에너지원별 목표(%) 

정통수력 화석연료* 석탄 신재생에너지** 총계 

28 8 54 10 100 
 

*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량은 8% 이하로 유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최소 10% 충당 

 

□ 전력 

ㅇ 스리랑카는 Off-grid 기술 및 지역 에너지 발전기술을 이용하여 전력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함 

ㅇ 전력 보급률에 관한 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발전 및 에너지부에서 주관하고, PUCSL에서 

시행하며, ECF 및 지역 위원회에서 보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 On-grid 지역은 Coupon제도를 통하여 최초 30kWh의 공급까지 50%의 전력요금 할인을 적용 

- 전력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케로신(등유, 석유 등)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 지원 

- Off-grid 지역은 Coupon제도를 통하여 Grid 지역에서 전력요금율을 적용 

 

□ 석유 

ㅇ 스리랑카 석유 가격 정책은 정부 및 PUCSL에서 지정한 원유 정제 시설 운영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ㅇ 석유 가격 정책은 비경쟁적 환경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며, 석유의 수입 및 분배는 

PUCSL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시설이 이용될 것임 

ㅇ 석유 소매업자는 석유제품에 대한 홍보 및 세일을 통하여 소비자가격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격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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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NRE, 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 

ㅇ 스리랑카 정부는 NRE(소수력, 목재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발전사업에 대하여 적극 장려 

ㅇ 스리랑카 정부는 NRE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스리랑카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것은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조력 및 Ocean thermal Energy와 같은 다른 

NRE 자원 또한 적극 권장함 

ㅇ 정보는 NRE정책의 시행으로 Grid의 전력 공급률이 최소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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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정부의 최소효율기준 수립 

ㅇ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사용확대를 목적으로 

최소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를 수립 중에 있음 

ㅇ 스리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SLSEA,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에서 주관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 완성 예정 

ㅇ 스리랑카 최소효율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스리랑카 기술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s 

Institute)는 관련된 표준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스리랑카 최소효율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들은 시장에서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진출 전망 및 전략 

ㅇ 한국기업 LG, Samsung 등은 모바일, LE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리랑카 시장점유율을 

압도하고 있음 

ㅇ 또한 많은 스리랑카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향후 스리랑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스리랑카 최소효율기준 및 관련 

고시, 표준을 참고하여 생산 및 수입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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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주)네오에코즈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ㅇ 우즈베키스탄 국영 전력청(Uzbekenergo)은 시르다리야(Syrdarya)지역에 900MW 규모의 

제2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고 발표 

-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약 2년간 걸릴 예정이며, 총 투자금액은 약 9억 달러 수준 

- 현재 화력 발전소 10개, 수력발전소 29개로 총 39개의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90%이상을 화력발전소에 의존 

- 우즈베키스탄은 빠른 인구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엔 

기존의 발전소로는 역부족이며,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잦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중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 발전 우선순위로 기존 발전소 현대화 및 증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최우선순위로 채택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시르다리야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도 그 일환 중 하나로 평가 됨 
 

☞ http://uzdaily.com/articles-id-32108.htm 

 

□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 발효 

ㅇ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간 경제분야 

기본협력 방향의 개발 및 심화에 대한 정부간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발표 

- 본 협정은 2014년 12월 러시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공식방문 기간 중 타슈켄트에서 체결 

되었으며,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에 맞춰 양국간 무역 및 경제, 투자, 교통과 통신, 그리고 재정 

분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월말에 이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이 협정의 발효에 따른 필수 절차들을 마련 
 

☞ http://www.trend.az/casia/uzbekistan/2385632.html  

  

http://uzdaily.com/articles-id-32108.htm
http://www.trend.az/casia/uzbekistan/2385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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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대선, 나자르바예프 당선 

ㅇ 4월26일 카자흐스탄의 유권자들은 25년 이상 집권한 나자르바예프의 집권기간을 연장시키는 

투표에 참가 

- 정부 당국이 야당을 강력히 단속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74세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97.5%의 득표율로 손쉽게 승리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카자흐스탄 유권자들은 “국가의 안정과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투표할 것으로 확신한다 말함 

- 카자흐스탄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자르바예프가 의장으로 

있는 민족회의가 “현행 정책의 계속성을 보증하기 위해”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후 

올해 4월 26일로 앞당겨짐 
 

☞ http://www.rferl.org/content/kazakhstan-election-nazarbaev/26978826.html 외 

 

□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2016년 12월경 생산 재개 예정 

ㅇ 블라디미르 슈콜니크(Владимир Школьник)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30일에 열린 

‘녹색 경제’회의에서 카샤간(Кашаган)유전 생산 재개가 2016년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블라드미르 장관은 “카샤간 유전 수리작업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예정보다 3주 

빠른 2016년 12월 경에 카샤간 유전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현재 카샤간 유전 생산은 지난 2013년 9월 파이프 가스 누출로 인해 교체 및 수리작업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 현재 카자흐스탄 국책사업인 카샤간 유전은 추정 매장량만 최대 380억 배럴로, 지난 2000년에 

발견되어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즈무나이가즈(КазМунайГаз)와 엑손모빌(ExxonMobil), 

토탈(Total), 셸(Royal Dutch Shell)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http://www.inform.kz/kaz/article/2771687 

 

□ 카자흐스탄대선-노르웨이, 비즈니스 협력 관계 확대 예정 

ㅇ 지난 11일부터 5일간 로갈란 수출진흥기관(Rogaland Export Promotion Agency)과 

노르트레인(Nortrain) 기술학교 총장을 비롯한 노르웨이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 

- 노르웨이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측과 비즈니스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에너지 및 

비즈니스 공동 프로젝트 구현에 전문적인 지원과 관련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 

http://www.rferl.org/content/kazakhstan-election-nazarbaev/26978826.html
http://www.inform.kz/kaz/article/27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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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미라 이사에바(Гулмира Исаева) 카자흐스탄 농업부 차관은 ‘녹색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과 양식분야의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르웨이의 전문적인 어업 및 양식 

기술을 배우고자 노르웨이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함 

- 금번 회의에는 우작바이 카라발린(Узакбай Карабалин)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카즈무나이가즈 

(КазМунайГаз)’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대표가 참여하여 카자흐스탄의 노르웨이 내 석유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한 양국 간 협력사안, 해면에 유출된 기름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6971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ㅇ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아슈하바트에 도착한 마우리지오 마르티나(MaurizioMartina)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과 회담을 가짐 

- 이 회담에서 양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인 농업 전 분야의 협력확대를 강조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의 제품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밀라노에서 열리는EXPO 2015에 참가하기로 함 

-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은, 많은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 개발에 이탈리아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http://www.timesca.com/news/15232-turkmenistan-and-italy-developing-cooperation 

 

□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터키 EU와 에너지분야 협력 선언 

ㅇ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3국은 5월 1일 아슈하바트에서 EU(유럽연합)의 석유 

및 가스부처 대표와 회의를 가지고 EU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을 

선언 

- 유럽은 카스피해 횡단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에너지 수출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계기로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수출국을 찾고 있는 중으로, 최근의 

동향으로 평가해 봤을 때 EU는 대안 수출국으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EU의 중간 경유지인 터키까지 합해 이 3국과의 관계 및 가스관 건설, 

에너지 수출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6971
http://www.timesca.com/news/15232-turkmenistan-and-italy-developing-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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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수출 노선 다변화를 꾀하는 투르크멘 정부와의 목적과도 맞아 빠르면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EU 가스 공급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러시아의 위치가 흔들릴 것은 자명할 것으로 전망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90411.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 사임 

ㅇ 키르기스스탄의 조마르트 오토르바예프(Djoomart Otorbaev) 총리가 최근 키르기스스탄에 

닥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총리직을 사퇴 

- 키르기스스탄의 실물경제는 국내 정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가 러시아 내에 

거주하며, 키르기스스탄으로 루블화를 송금하는 상황임 

- 키르기스스탄의 실물경제는 지난 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러시아 경제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으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자국으로 

송금하는 러시아 내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의 임금이 43%나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 동맹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변국가로 재수출하는 수입상품물량 이 

약 90% 가까이 떨어지며 3국 관세 동맹 최악의 영향을 끼친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힘 

- 이러한 경제위기의 상황을 토대로 의회는 지속적으로 총리의 경질을 요구 
 

☞ http://en.trend.az/casia/kyrgyzstan/2387202.html  

 

□ 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연합으로 경제 난관 해법 찾기 

ㅇ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연합 가입을 통해 경제 난관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러시아 

전략연구소 아즈다르 쿠르토프 국가전략이슈 편집장이 밝힘 

- 쿠르토프는 키르기스스탄은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매우 가난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천연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 

- 키르기스스탄은 이웃국가들에게 중국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관세동맹 성립 이후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가능성을 의무로 

부과하여 이 재수출이 감소하기 시작 

- 이 결과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에 이전 방식을 재조명하여야만 하고, 관세 동맹 가입에 대한 협상에 동의 

할 수 있게 되었음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87818.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90411.html
http://en.trend.az/casia/kyrgyzstan/2387202.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387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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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몽골 국회 바트잔단 의원, Chingis 광장에서 타반톨고이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관련 

설문조사 실시 

ㅇ 소액주주 보호조항 삽입 여부, 타반톨고이 광산 상장여부, 타반톨고이 광산 지분 51% ETT 

소유 여부, 국민주 의무배당 조항 삽입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 

- 총 11,50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99%의 찬성률을 기록. 바트잔단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에르덴치멕 타반톨고이 본계약 심의위원장에게 결과 제출 

- 국회 타반톨고이 본계약 심의위원회 내에서 정부 제출 본계약안 관련 향후 치열한 논의가 거듭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속한 시일내 결과물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condition/index.jsp  
 

* 타반톨고이 프로젝트: 세계최대 규모의 제철용 석탄 매장지 중의 하나인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프로젝트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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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거리조명 장비 조달 공고(이슬람개발은행 차관) 

ㅇ 국영 TOShShAHARNUR(타슈켄트시 조명공사)는 타슈켄트시 거리 조명 절전기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이슬람개발은행(IsDB) 재원(3천6백만 달러)으로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사전자격심사(PQ) 초대 공고(계약/입찰UZB 0068/ICB-01)를 실시 

- 이번 공고를 통해 조명장비(lighting fixtures, 램프/전자식 안정기 포함) 116,083 개, 파워 서플라이 

포인트(power supply point, 제어장치와 컨트롤러 포함) 1,546개를 구매할 계획 

- 조명장비의 납품시기는 2015-2016년간이며, 사전자격심사는 2009년 5월 IsDB가 발표한 상품과 

작품의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 

- PQ참가신청서는 2015.6.17 15:00(타슈켄트 시간)까지 접수해야 하며, 제출할 PQ서류 등에 관해서 

타슈켄트 시간으로 9.00-18.00까지 TOShShAHARNUR사 사무실로 문의 가능 

- 담당기관: TOShShAHARNUR 프로젝트 담당 

- 주소: #3 Qumariq Street, Tashkent 100044 

- 팩스: 99871) 2509-33-44 

- 이메일: pmuuzb0068@gmail.com; web-site: www.tashgorsvet.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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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라 알랏 및 카라쿨의 상수도 공사 관련 중장비 조달(세계은행 차관) 

ㅇ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청(Uzkomyunkhizmat) 산하 부하라 수도공사(Suvokova)는 세계은행 차관 

지원으로 시행되는 부하라 알랏 및 카라쿨 지역 상수도 사업의 중장비 조달을 공고하였으며 

마감일은 2015.5.28 16:00임 

- Lot 1: 굴삭기(용량: 0.25m3, 2대), 굴삭기(용량: 0.5m3,3대), Lot 2: Truck Crane(16톤, 1대), Cargo 

Crane( 5톤, 2대), 트럭(9톤, 2대), 트럭(15톤, 2대), 트럭(10톤, 2대), Service 트럭(2대), 버스(2대), 

트랙터(2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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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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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난방 및 배수 시스템 현대화 구축 위해 1,500 억 텡게 예산 책정 

ㅇ 카자흐스탄이 5 월 5 일(현지시간) 열린 ‘농업 및 천연자원 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난방, 

배수 시스템 점검 및 현대화 소요예산으로 1,500 억 텡게(한화 약 8,700 억)를 책정했다고 

카이으르벡 오스켄바예프(Кайырбек Оскенбаев) 경제부 차관이 전함 
 

- 카이으르벡 차관은 “이번 예산 책정은 카자흐스탄의 신경제정책 7 개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인 주택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며, 주택 시설 현대화에 1,500 억 텡게를 할당하여 난방 및 배수 시스템을 점검 

및 구축할 계획” 이라고 언급 
 

- 본 사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난방 및 배수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투자 자금과 금융 상품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대출기관과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택 인프라 구축 관련 입법’ 법안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며, ‘주택 개발 및 공공 서비스 현대화 조직’을 도입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장기적인 

지원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3231 

 

□ 카자흐스탄, 내수용 액화 플랜트 건설 계획 

ㅇ 카자흐스탄 잠빌주 주지사, 국영가스기업 KazTransGas 사, Astana-Trans-Oil 사는 잠빌주에 

자국시장으로의 LNG 공급을 위한 1 억 달러 규모의 액화 플랜트 및 수송 인프라 건설에 

대한 3 자 협력 각서를 4 월 22 일 체결 
 

- 협력 각서 내용에 따르면, Astana-Trans-Oil 사가 연간 최소 100MMcm 의 가스를 액화시키는 플랜트 및 

수송인프라 건설을 맡게 됨 
 

- KazTransGas 사는 액화플랜트에 가스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며, 잠빌 주정부는 철도 

인프라 주위의 20 헥타르 규모 액화플랜트 건설부지를 제공할 계획 
 

- 이와 관련하여 잠빌주 Karim Kokrekbaev 주지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고, 가스공급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Sarysyssky 와 Moyinkumsky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 
 

☞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517.pdf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3231
http://www.keei.re.kr/keei/download/WEMI1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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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TAPI 프로젝트 컨소시엄, 컨소시엄 리더 결정  

ㅇ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자원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TAPI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컨소시엄 리더가 결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TAPI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 

- TAPI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발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로 향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인도와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로1800km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임 

- 인도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가스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해 과거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공급계약 체결 이후 20년 만에 성사된 가스관 건설 사업 협정이라 

발표하면서까지 자축 

- 내전 상태인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 및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안정적인 

가스 공급처 확보, 가스 수출로 확대 등의 완벽한 상호이익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의지는 굉장히 높은 편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92477.html  

 

 

▐  몽골  

 

□ Ch.Saikhanbileg 내각 경제 살리기 계획 

ㅇ Ch. Saikhanbileg 내각은 거시경제 안정화, 경제성장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 계획”을 수립, 

총 67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 

ㅇ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 국제 수준으로 조세 제도 개선 

- 경제위기의 사회적 악영향 최소화, 특히 사회복지를 소외계층 대상으로 중점 제공하여 2016년 

빈곤수치를 26%까지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신뢰회복, 신속 서비스 제공 

- 국제 자원가격 변동에 대비, “예산안정기금” 운영 및 관리 
 

ㅇ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 2015년 하반기까지 OT 지하광산개발로 12억 달러 매출 

- TT석탄 자원을 이용, TT 화력발전소 설립(450MW, 2015~2019년 완공) 

- 2016년부터 매년 최소 1천만 톤 목표로 철광석 수출 

http://en.trend.az/business/energy/2392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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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Bank에서 채권 발행, 3억 달러 도입 

- Baganuur 700MW, Chandgana 600MW, Dornod 100MW 발전소 건설 추진 

- 2016년 Khuut-Bichigt 노선 철도 건설 

- 일본과 EPA을 기반으로 상품 수출 증대 

- 2016년 이내 구리 제련 공장 및 원유 가공 공장 설립 추진 

-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카지노 설립 등으로 관광산업 육성 

- 에너지 가격의 단계별 자유화 추진 
 

☞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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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원으로 반테러 국제회의 개최 

ㅇ 지난4월22일 타슈켄트에서 “초국가적 안보위협 테러퇴치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계, 의회, 사법기구, 법집행기관, 시민사회 

기관의 80명 이상의 전문가 및 유럽안보협력기구, 중앙아시아의 마약 및 범죄에 관한 유엔사무소, 

상하이협력기구의 지역 반테러조직, 독릭국가연합 반테러센터의 대표들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전문가들은 테러방지 및 테러퇴치를 위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활동과 협력노력 촉진의 중요성을 검토 
 

☞ http://politics.uzreport.uz/news_r_131096.html  

 

□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 국방-방산분야 논의 위해 한국 방문 

ㅇ 카불 베르디에프(Kabul Berdiev)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국방-방산분야 논의를 

위해 지난 4월 20일 한국을 방문 

- 베르디에프 국방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군사교육 부문의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성명을 통해 향후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것을 약속 

- 이번 베르디에프 국방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보,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 
 

☞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86540.html  

 

 

▐  카자흐스탄  

 

□ 태국 방콕서 카자흐스탄-태국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지난 5월1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태국 산업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카자흐스탄-태국: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카자흐스탄 외무부 공보실은 전함 

- 칫비파 삭피탁사쿨(Читвипа Сакпитаксакул) 태국 상무부 CIS권역담당 부서장은 포럼에서 “태국은 

카자흐스탄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안정과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고 언급 

http://politics.uzreport.uz/news_r_131096.html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3865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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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의 신경제정책인 ‘누를르 졸(Нурлы жол)’을 언급하며, 농업, 

식품, 교통, 물류,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을 강조하고 공동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 

- 양측은 오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국의 주’를 개최하기로 합의 
 

☞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5580  

 

□ 2017아스타나 엑스포, 프랑스, 스위스 참가 확인 

ㅇ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프랑스와 스위스가 참가할 것이라고 ‘expo2017astana.com’ 공식 

사이트가 전함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xpo2017astana.com’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아스타나 엑스포’ 

참여 의사를 밝히고, 파스칼 로르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스위스도 ‘아스타나 엑스포’에 참가할 

것임을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이 밝힘 

- 올랑드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함 

- 소마루가 대통령 역시 편지를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번 

엑스포 참여를 통해 양국에 새로운 자극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 
 

☞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2196  

 

□ 카자흐스탄, 새로운 내각 총리 임명 

ㅇ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로 카림 마시모프 

총리를 임명하였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 

- 마시모프 신임 총리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하원의 정당 대표들의 지원을 받아 임명 

- 이전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선된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후 행정부가 사임을 하였으나 이번에 

새로 임명된 마시모프 총리는 현재 맡고 있던 총리직을 그대로 수행 
 

☞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89371.html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5580
http://www.kazinform.kz/kaz/article/2772196
http://www.trend.az/casia/kazakhstan/2389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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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정의화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 

ㅇ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3일 국회 접견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양국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 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확대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자발급 요건 완화 및 장기 비자 발급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노동비자 발급기간 

단축, 노동비자 유효기간 장기화, 노동비자 현지 갱신 허용,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노동허가 

쿼터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가스화학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력과 대한민국이 가진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고,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가능성을 언급 
 

☞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3930  

8&bbs_id=&no=3397&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  

eGbn&Gbntitle=N 

 

 

▐  이란  

 

□ 이란Oil Show 개최  

ㅇ 이란 석유부가 후원하고 국영이란석유회사(NIOC)가 주관하는「2015 Iran Oil Show」가 지난 

5월 6일 테헤란 상설 국제전시장에서 개최 

- 동 행사에서 Eshagh Jahangiri 이란부통령은 축하연설에서 금년에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면서 핵 협상 

타결 직후 원유 생산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LNG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 

- Bijan Zanganeh 석유부 장관은 1개월 내에 가스정제사업(30억불 상당)에 착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일일 48만배럴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펌프, 파이프 등 석유시실 부품의 

중국산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화 추진을 언급 
 

☞ http://energy.mofa.go.kr/bbs/view.jsp?seq=2115&code=00010005&board_code_1=&board_code_2=&part=  

&page=1&item=&page_size=10&gubun=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3930%208&bbs_id=&no=3397&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20eGbn&Gbntitle=N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3930%208&bbs_id=&no=3397&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20eGbn&Gbntitle=N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num=3930%208&bbs_id=&no=3397&currentPage=3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CateGbn=$param.Cat%20eGbn&Gbntitle=N
http://energy.mofa.go.kr/bbs/view.jsp?seq=2115&code=00010005&board_code_1=&board_code_2=&part=&page=1&item=&page_size=10&gubun
http://energy.mofa.go.kr/bbs/view.jsp?seq=2115&code=00010005&board_code_1=&board_code_2=&part=&page=1&item=&page_size=10&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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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타반톨고이 본계약 심의위원회 관련 국회의장 명령서 공시 

ㅇ 타반톨고이 본계약 심의를 담당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담은 국회의장 명령서가 

공시되었으며, 명령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산하에는 5명의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심의위원회 (총 10 명)> 
 

정당 성명 (소속 상임위 / 타반톨고이 관련 입장) 

민주당(4) 

· L.Erdenechimeg (예산상임위원회/반대) * 의장 겸임 

· A.Bakei (예산상임위원회의/불투명) / D.Ganhuyag (경제상임위원회/찬성) 

· B.Narankhuu (환경식품농업상임위원회/불투명) 

인민당(3) 
· S.Batbold (환경식품농업상임위원회/찬성) 

· D.Sumiyabazar (반대) / B.Choijilsuren (찬성) 

인민혁명당(2) 
· O.Baasankhuu (법상임위원회/반대) 

· M.Sonompil (불투명) 

무소속(1) · S.Ganbaatar (반대) 

 

<실무위원회 (총 5 명)> 
 

정당 성명 (직책 / 타반톨고이 관련 입장) 

몽골 국회 
· A.Gansukh (국회의장 법률정책 자문관/반대) * 의장 겸임 

· P.Amarjargal (국회법무실 수석자문관/불투명) 

Erdenes Tavan Tolgoi 
· B.Batbileg (재무부장 대행/반대) 

· M.Myagmar-Erdene (운영부 부장/반대) 

Erdenes Oyu Tolgoi · I.Indranila (법률 수석자문관/불투명) 

 

-  금번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성향 및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MMC컨소시엄 

재구성 요구(MMC  ETT), 인면혁명당의 타반톨고이 본 계약 체결 반대 성명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심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 
 

☞ www.ikon.mn 

  

http://www.ikon.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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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은 시르다리야에 900MW 급 제2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발전소의 현재화 및 증대, 신규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 하나임 

ㅇ 카자흐스탄은 자국시장 내 LNG 공급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액화 플랜트 및 수송 

인프라 건설을 추진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인도와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인 TAPI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에너지 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수출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수출을 위해 많은 국가들과 협력  

ㅇ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터키 3국과 EU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선언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EU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활로를 찾고 있음 

ㅇ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한국과는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시 가스화학분야 협력 

추진을 언급하였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수출을 위해 인근 국가 및 

선진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ㅇ 단순한 협력관계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기업들은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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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몽골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몽골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 중 

ㅇ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잠재력이 높고, 정부의 개발 의지가 높아 시장 

확대가 예상 

ㅇ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에너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이며, 에너지 자원 중에는 석탄과 석유가 매장 

-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로 1,750억톤이 매장되어 있고, 원유는 4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음 

- 석탄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13년 생산량은 3,012.3만톤이며, 수출량은 1,818.8톤(금액기준 

11.2억 달러)임 

- 석유도 몽골의 주요 수출 자원 중 하나로 2013년 5,244천 배럴을 수출(금액기준 5.1억 달러) 
 

ㅇ IEA 통계 기준, 2012년 몽골의 에너지 생산은 18,328천toe, 공급은 3,943천toe임 

- 몽골의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석탄 66.5%, 석유 29.7%,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3.8%로 석탄이 

총에너지 공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ㅇ 몽골은 석탄자원이 풍부한 특성에 따라 총 전력공급의 약 76%를 석탄∙중유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전력설비용량은 약 1,000MW이고, 전력수입은 약 210MW(석탄∙중유 화력발전에 의한 

공급량은 약 923MW) 

- 전력수요 대비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 수급불안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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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총에너지 공급(1985-2012) > 
 

 
자료: IEA 

 

< 몽골 총에너지 공급 비중(2012) > 
 

 
자료: IEA 

 

< 몽골 석탄과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 > 
 

구 분 매장량 
2012 년 2013 년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석탄(천톤) 1,750 억톤(4 위) 28,561 20,547 30,123 18,188 

원유(배럴) 45 억 배럴 3,568 3,568 5,123 5,244 

자료: 글로벌에너지센터, ‘2014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4. 12. 

 

☞ 몽골의 주에너지 공급원은 석탄으로 총에너지 공급의 66.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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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몽골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 인구 증가, 자동차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구소련 연방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몽골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소비재와 건설재 지원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물가 폭등과 국가재정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몽골의 에너지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국내외 거래 자유화 및 

금융체계와 에너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ㅇ 2012년 기준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제품 36.53%, 열 29.56%, 석탄19.63%, 전력 

11.05%임 

- 1990년과 비교할 때 석탄 소비비중은 낮아지고 석유제품 소비비중은 높아졌으나, 전력과 열에너지 

대부분이 석탄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에너지 소비의 많은 부분을 석탄이 

차지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1990~2012) >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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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 (1990, 2012)> 
 

 
자료: IEA 

 

ㅇ 산업, 교통, 주거 부문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 

- 2012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은 산업 33%, 주거 25%, 교통22%, 상업 및 공공서비스 9% 등 

 

< 몽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2012) > 
 

 

자료: IEA 

 

☞ 몽골의 에너지소비는 석탄과 석유제품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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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몽골의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MoE)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 

ㅇ 에너지부는 법률과 정책, 전략계획 및 지침 등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 연료 및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생산 개발 촉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국제 협력, 에너지 및 연료 산업 설비 업그레이드 및 첨단 기술 도입 등의 활동 수행 

-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er), 에너지개발센터(Energy Development Center) 등의 산하조직을 통해 정책 실행 
 

ㅇ 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11년 몽골의 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 

- 발전, 송전, 배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의 조절을 담당 

- 법률에 의거해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급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공급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발급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함 
 

ㅇ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는 몽골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임 

-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기술 도입 

- 몽골의 기후변화 특징과 이와 관련한 기술 도입 및 연구 
 

ㅇ 에너지개발센터는 2012년 9월 에너지부 산하에 설립된 조직 

-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추정, 평가 및 분석을 수행 

- 에너지 시설 및 장비 설계 도면에 대한 심의 

- 새로운 에너지원의 타당성 연구 

- 국가 투자 및 외국 자본 투자에 의한 프로젝트 감독 

 

 

 

 

 

  

☞ 전반적인 정책 수립은 MoE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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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몽골 정부는 전력 에너지원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광물자원의 전력 에너지화 및 해외수출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력에너지 발전전략(2015-2035)’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전력에너지 생산 확대, 송전효율 개선 및 전력망 구축으로 에너지 수출 도모 

- 고비사막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석탄, 우라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전력에너지 생산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 전력 수급은 물론 중국, 한국 등에 

에너지를 수출한다는 방향을 설정 
 

ㅇ 몽골 정부는 막대한 소요자금 대비 몽골의 재원 부족을 감안,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노후설비 개선 등에 양허계약 방식의 민관협력사업 추진 도모 

- 화력발전: 제5발전소 450MW, 제4발전소 확장 100MW, 바가노르 700MW, 창드가느 600MW, 

도로느고비 100MW, 에르데느척트 600MW, 타반톨고이 450MW 등 

- 태양광∙풍력: Choir풍력 152MW, 샤인산드풍력 52MW, 항복드풍력 250MW, 태양광 100MW 등 

- 수력발전: Egiin강 수력 220MW, Shuren 수력 300MW 등 

 

< 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추진계획(안) > 
 

 
자료: 몽골 에너지부 

  



 

 

 
78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 석탄 

ㅇ 몽골의 석탄생산은 1922년 소규모로 시작된 후 1965년 대규모 노천광산인 샤린골(Shariin 

gol)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됨 

- 대부분의 광산은 노천 채굴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이상의 광산이 가동 중임 

- 2013년에 약 3,000만톤 이상의 석탄 생산을 기록 

- 15개의 몽골 전략광산 중 4개가 석탄광산이며, 최대 규모 석탄 광산은 Tavan Tolgoi이며, 총 7개 

광구 717㎢로 구성되며 매장량은 60억 톤 

※ 전략광산: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으로 15대 전략광산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승인, 정부 지분율, 투자보장계약 등에 대한 국회 승인이 요구됨 

 

< 몽골 전략광산 15 개 중 석탄광산 > 
 

광산명 위치 매장량 

TavanTolgoi Umnugobi(Tsogttsetsii) 60 억톤 

Nariin Sukhait Umnugobi(Gurvantes) 1 억 2,550 만톤 

Baganuur Ulaanbaatar(Baganuur) 6 억톤 

Shivee Ovoo Gobisumber(ShiveeGobi) 6 억 4,620 만톤 

자료: 글로벌에너지센터, ‘2014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4. 12. 

 

ㅇ 주요 석탄 생산지역은 동부와 중북부이며, 대부분 갈탄을 생산하고 있음 

- 광산에서 생산된 갈탄 중 일부를 몽골 내 화력발전소에 공급하고, 대부분의 갈탄은 육상 수송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수출 부문에서 수출 조건에 대한 양국 이견으로 생산과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석유 

ㅇ 몽골은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수출하고, 석유제품은 거의 전량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정유시설의 부재 등으로 생산하는 원유로 석유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자국 내 급증하는 석유연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석유연료 공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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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몽골에서 석유를 정유하여 휘발유 A-93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경유 및 휘발유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ㅇ 몽골의 총 발전용량은 1,000MW이며, 부족한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석탄 923MW, 신재생에너지 53MW, 수력 28MW, 전력수입 210MW 
 

ㅇ 몽골은 크게 5개 권역(중앙, 서부, 알타이, 도로노드, 남고비)의 전력시스템을 각각 운영 

- CES 총량은 약 910MW로 울란바타르, 다르항, 에르드넷 등 주요도시에 전력 및 난방 공급, CES 내 

제2번, 제3번, 제4번, 다르항, 에르드넷 등 5개의 석탄발전소가 연결∙가동 중 

- EES는 36MW규모의 석탄발전소로 가동되며, WES는 6MW 규모의 전력을 러시아로부터 수입∙공급 

 

< 몽골 전력시스템 권역도 > 
 

 

 

ㅇ 화력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40-5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유발, 낮은 발전효율 등 

문제가 심각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함 

ㅇ 울란바타르 등 주요도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 및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체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까지 310MW, 2020년까지 499MW의 추가·대체 

수요 발생 

- CES 공급망과 떨어져 있는 남고비지역은 OT, TT 등 주요광산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300MW 

규모의 추가수요 발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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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톨고이(450MW), 타반톨고이(450MW) 등 주요광산의 전력수요는 광산개발 및 투자자가 

건설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남는 전력에 대해서는 인근 남고비 지역에 공급하도록 유도 
 

ㅇ 몽골정부는 제5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佛 GDF, 日 소지츠, 

蒙 뉴콤사)과 양허계약을 체결(‘14.6월) 

- 동 사업은 25년간 석탄열병합 발전 BOT사업(총 사업비 약 15억 달러)으로, 전력판매계약 협상을 

거쳐 2015년 사업 착공, 2018년 준공 및 가동을 계획하고 있음 
 

ㅇ 송전 시스템은 대부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 중이나, 기술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약 28%에 달하는 전력손실(송전손실 13%, 운전손실 14.6%)이 발생하고 있음 

- 총 329읍 중 314읍에 송전선로 연결, 나머지 15읍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국경 인근지역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 몽골 송전망 현황 > 
 

 

 

ㅇ 아울러 몽골정부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 등과 연계하여 열악한 송전효율 개선, 남고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출 등도 도모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송전효율 개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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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U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와 몽골 국가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잠재 

발전량은 약 2,600GW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세계 총 전력수요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몽골의 

커다란 잠재력을 나타냄 

- 몽골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수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 풍력 부문에서는 남고비 지역으로 풍력 에너지 잠재력이 300GW에 달함 

- 남고비 지역은 중국으로의 수출도 용이한 지역임 

- 몽골은 EBR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도 울란바타르 외곽에 50MW급 Salkhit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전력망에 연계되어 현재 전력을 생산 중 
 

ㅇ 몽골은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3,800개의 강과 하천이 있으며, 수력 발전 

잠재량은 약 6.4GW임 

- 현재 몽골의 수력발전 용량은 약 12MW이며, 추가적으로 12MW가 건설 중에 있음 
 

ㅇ 몽골의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량은 약 11GW로 추정되며, 3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표적임 

- Naran Plant (5kW), Noyon plant (200kW), Tsagaanchuluut plant (1kW) 

 

 

 

  

☞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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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 정책 추진 사업 

□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효율 개선 사업 

ㅇ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제4화력 발전소는 몽골 내 최대 화력발전소 중 하나이나, 1983년부터 32년간 운영되고 있어 발전 

노후화 및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이 심각한 상황임 

- 48MW 규모로 다르항 시 및 인근 제철소 등에 전력 및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다르항 화력 

발전소도 50년된 발전소임 

-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전력 및 난방을 공급하는 제3화력 발전소도 47년간 운영되고 있는 노후 

발전소로 효율 개선이 요구 
 

ㅇ 제5발전소, TT발전소, 바가노르 발전소 등 신규 대규모 발전소 건설 추진 

- 제5발전소는 450MW 규모의 석탄열병합 발전소로서, 2014년 6월 몽골 정부-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간에 25년 BOT(사업비 약 15억 달러) 양허계약을 체결 

- 달란자가드 지역 및 TT광산, OT광산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4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 바가노르 발전소는 600MW 규모의 BOT방식의 화력발전소로 중국기업이 내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발전소 추진 계획은 2020년 전력수요가 2,200MW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임 

 

□ 취약지역에 대한 전력 및 난방공급 계획 

ㅇ 몽골정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그간 에너지공급이 취약했던 동·서부 지역의 발전소 건설, 

울란바타르 게르촌, 아이막 지역 등에 대한 난방공급 추진 

ㅇ 울란바타르 신도시∙게르촌 개발 사업 연계, 전력 및 난방공급 사업 

- 도시 외곽 게르촌 지역 전기 공급 

- Solongo 아파트단지 난방 공급 

- Yarmag 아파트단지 난방 및 전력(110/35/10 KV) 공급 사업 

- New Yarmag 아파트단지 난방 및 전력(110/35/10 KV) 공급 사업 

- Amgalan 화력발전소(난방) 중앙난방 시스템 연결 사업 

- Buyant Ukhaa 아파트단지 전력(110/10 KV) 공급 

- 14구역 전력(110/35/10 KV) 공급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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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mag 지역난방시스템 구축 사업 

- 그간 중앙차원의 열·난방사업 지원이 미진하고 최근 인근 인구유입 등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 

주요 아이막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역난방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 

- 우선 8개 아이막에 난방 및 온수공급 시스템 도입 계획(약 1,600억 MNT 투자) 

 

< 난방 및 온수시스템 공급 추진 8 개 아이막 > 
 

No Aimag 현재 수요(MW) 2020 년 수요예측 (MW) 발전원 

1 Bayankhongor  14.8 33.3 갈탄 

2 Uvurkhangai 11.88 37.68 갈탄 

3 Khentii 12.14 33.8 갈탄 

4 Zavkhan 17.6 35.7 갈탄 

5 Arkhangai 13.1 31.1 갈탄 

6 Dundgovi 8.99 29.57 갈탄 

7 Tuv 27.2 55.2 갈탄 

8 Govi-Altai 19.5 33.2 갈탄 

자료: 주몽골대사관, ‘몽골 전력에너지 산업 현황’, 2015. 1. 

 

ㅇ 동∙서부 지역 발전소 건설 

- 몽골 동∙서부 지역은 풍부한 석탄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전력설비 부족으로 대부분의 전력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서부지역) Telmen(Zavkhan 아이막) 1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착수 및 추가 60MW급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조사 실시(2015년 상반기) 

- (동부지역) 1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양허계약 추진 계획(2015년 하반기) 

 

□ 송전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ㅇ 송전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 개선 

- 몽골은 현재 200KV(1,400km), 110KV(5,122km), 35KV(8,800km) 등 저압송전 중심으로 송전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 

- 이에 몽골정부는 송전손실 개선, 국가 전력망 구출 등의 일환으로 500KV 이상의 고압송전 방식의 

남북간 연결, 동서 횡단 송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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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송전네트워크 구축 계획 >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 

- 몽골 고비사막 지역에는 연간 836.8 BkWH의 풍력(1,100GW 전력생산)과 평균 1,400kWh/㎡의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Grid)와 연결하여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 

 

< 태양광 및 풍력 자원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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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계획도> 
 

 

 

ㅇ 전력요금 합리화 및 요금체계 개편 

- 민간발전사업자 투자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전력요금의 합리화가 우선 시급한 상황임.  

- 전력생산 원가에 비해 소비자 전력요금은 낮아 몽골 전력회사, 발전사 등은 적자 운영 중(2배 

이상의 요금인상 필요) 

- 전력요금 인상 필요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치적 포퓰리즘 등을 고려할 때 몽골정부가 당분간 

전력요금 정책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몽골은 에너지원 다각화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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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몽골 정부는 양허계약 방식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전력에너지 부문 발전 도모 

ㅇ 막대한 소요자금 대비 몽골의 재원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노후설비 

개선 등에 양허계약 방식의 민관협력 사업 추진 중 

- 투자규모 확대 및 국가 리스크를 감안하여 민관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며, 우리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ㅇ 몽골 내 에너지 및 전력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련분야 산업기술이 부족한 

몽골 수요를 감안할 때 패키지형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추진 

ㅇ 고위급 회담 및 한-몽 자원협력위원회, 몽골시장 진출 전략회의 등 양국가간 에너지와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 지속 필요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각화와 관련한 시장 진출 모색 필요 

ㅇ 몽골은 노후화된 발전소 설비 등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낮고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을 다각화 하여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자 함 

ㅇ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전력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시장 진출 필요 

ㅇ 특히,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몽골의 개발 잠재력이 큰 분야로 국내 

기술력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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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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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  우즈베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ww.mfa.uz)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www.mineconomy.uz)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무역부 (www.mfer.uz)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eiu.com 

국내 정보처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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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석유가스자원관리청(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a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석유가스 광물자원부(Ministry of Oil & Gas & Mineral Resources) 

 경제개발부 

국내 정보처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키르기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스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스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스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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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RCC 

 

 

1. 주요 동향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1 연장 가능성 긍정적 분위기 

ㅇ 미국의 對 아프리카 관세혜택 및 투자 확대 법령인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2014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령 연장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ㅇ 지난 15년간 5차례 연장조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9월 30일로 만료 예정인 현재 

법령의 연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총 6,400개 품목에 대한 對 미국 수출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300여개의 품목에만 수혜 

- 수출 활성화를 통한 아프리카 내 고용 창출로 경제 개발과 빈곤 감소에 긍정적 효과 
 

☞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 

=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

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

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

&SCH_END_DT 

☞ http://news1.kr/articles/?1801585 

☞ http://trade.gov/agoa/index.asp 

  

                                         
1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의 對 미국 수출 무관세 혜택과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확대를 돕는 법령으로 지난 2000년 제정, 2015년 9월 30일 만료 예정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514&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news1.kr/articles/?1801585
http://trade.gov/agoa/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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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 외교부, 제 3차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 개최 

ㅇ 외교부는 5월 12일, 탄자니아 카이루키 외교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과 제 3차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를 개최 

-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개설과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강화에 기반이 되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조 논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2/0200000000AKR201505120945000 43.HTML?input=1195m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경제성장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건설시장 재조명 

ㅇ GTP를 기반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9%의 경제성장률 기록,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시장 활황 

- 에티오피아 전력청의 수력발전소 건설, 도시개발주택건설부의 주택건설 사업 등 

- 중국의 막대한 원조 및 가격경쟁력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50416595904404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2/0200000000AKR20150512094500043.HTML?input=1195m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50416595904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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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 가나,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ㅇ 인플레이션 상승 및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높은 재정적자 수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황 

- 2014년부터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3일 ECF(Extended Credit 

Facility)차관의 3년 협약을 승인 받음 
 

ㅇ IMF 구제금융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채무 안정성(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재정상황 개선 

- 예산투명성 개선을 통한 공공재정 및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 

- 통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화정책 프레임 강화 및 재정부문 안정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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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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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

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

&RowCountPerPage=10&SCH_END_DT= 

 

 

▐  짐바브웨 

 

□ 34년 집권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차기 대선후보로 재 임명 

ㅇ 34년간 짐바브웨를 장기 집권해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2014년 12월 6일 열린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Zanu-PF) 전당대회 결과 차기 대선후보로 재 

임명되었음 

- 이에 따라 무가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우려와 정권의 부정부패 의혹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 http://news1.kr/articles/?1990233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www.globalwindow.org/GW/africa/trade/economy-trend/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15&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823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http://news1.kr/articles/?19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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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수출입은행, 탄자니아 사무소 개소 

ㅇ 수출입은행은 3월 17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 수출입은행 다레살람 사무소를 개소 

-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인 총 4억 5000만 달러의 EDCF 지원을 받고 있음 
 

☞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  

BBS_2&code_tp_up=N02&no=15874&code_tp=N02_90&code_tp_nm=TB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인근 국가로 전력 수출 계획 

ㅇ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인근 국가로 전력을 수출하는 계획을 수립 

- Eastern African Power Pool(EAPP) 이니셔티브는 동아프리카 12개 국가에 걸쳐 청정에너지 

송∙배전망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EAPP의 계획에 맞춰 2015년 6월 발전을 시작하는 Gibe 3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http://in.reuters.com/article/2015/05/13/us-ethiopia-energy-idINKBN0NY1EK20150513 

 

 

▐  가나 

 

□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 가나 Volta 지역의 Volo 마을에 디지털마을 조성 

ㅇ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은 유네스코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디지털마을을 조성하고, 인터넷 학교와 원격진료 센터를 개소 

ㅇ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지역 사업가 및 학교, 커뮤니티 센터에 한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 

-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은 디지털마을 모델이 아프리카의 부족한 전력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http://www.energymatters.com.au/renewable-news/samsung-solar-vil lage-em4796/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_up=N02&no=15874&code_tp=N02_90&code_tp_nm=TB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bbs_code_id=1311900548729&bbs_code_tp=BBS_2&code_tp_up=N02&no=15874&code_tp=N02_90&code_tp_nm=TB
http://in.reuters.com/article/2015/05/13/us-ethiopia-energy-idINKBN0NY1EK20150513
http://www.energymatters.com.au/renewable-news/samsung-solar-village-em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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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 Total 짐바브웨, Awango 태양광 램프 사업 출범 

ㅇ 4월 24일, 짐바브웨 최대 정유회사인 Total 짐바브웨는 총 백만 달러를 투자한 Awango 

태양광 램프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힘 

- 동 사업은 네덜란드 개발기구인 SNV와 협력사업으로 진행 

- 연간 10만개의 태양광 램프 판매 목표 

- Tsitsi Muzenda짐바브웨 에너지 전력부 차관보는 Total이 짐바브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일조하기를 당부 
 

☞ https://www.newsday.co.zw/2015/04/24/total -zimbabwe-rolls-out-solar-lamps/ 

 

 

▐  짐바브웨 

 

□ 짐바브웨 광산업체 RioZim, 1,400 MW급 석탄화력발전 건설 계획 

ㅇ 짐바브웨 광산업체인 RioZim은 자사가 보유한 탄광 채굴권을 기반으로 1,400 M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Southern African Power Pool(SAPP)와 전력구매에 대한 MOU 체결로 안정적 전력수요 확보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5N0XV2O420150504 

  

https://www.newsday.co.zw/2015/04/24/total-zimbabwe-rolls-out-solar-lamps/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5N0XV2O420150504


 

 

 
94 

 

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탄자니아 National Renewable Energy Day 2015,  

ㅇ COSTECH 2 과 협력하여 TAREA 3 가 주최하는 탄자니아 National Renewable Energy Day 

2015가 2015년 6월 25일 ~ 26일 탄자니아 Madasi에서 개최 

- 주제: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신재생에너지 기회 (Renewable Energy Opportunities for 

improving Livelihood and Saving Environment) 
 

☞ https://sites.google.com/site/tareatzevents/red2015  

 

 

▐  에티오피아  

 

□ 2nd Annual Ethiopia Infrastructure, Power & New Energy Investment Summit 

ㅇ Euroconvention Global의 주최로 제 2회 에티오피아 인프라, 전력 및 신에너지 투자 

연차회의가 개최 

- 주제: 에티오피아 정부의 GTP 4  5개년 계획,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에티오피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열,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아프리카-EU 에너지 파트너십 등 
 

☞ http://conventionventures.com/events.php?action=details&event_id=103  

 

  

                                         
2 COSTECH – Tanzania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탄자니아 과학기술위원회 

3 TAREA – Tanzani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2000년 창설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급을위한 NGO로 2001년 

탄자니아 가정부에 등록됨 

4 GTP –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https://sites.google.com/site/tareatzevents/red2015
http://conventionventures.com/events.php?action=details&event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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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 Africa Future Energy Forum 

ㅇ MCI-Middle East 5의 주최로 Africa Future Energy Forum이 2015년 5월 27일 ~ 28일간 

케냐 나이로비 Laico Regency 호텔에서 개최 

- 테마: 아프리카 에너지 잠재량 발굴 (Unlocking Africa’s Energy Potential) 

- 세부 주제: 전력분야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잠재성 및 현황, 우수사례 및 기술, 에너지 정책 공유 
 

☞ http://africafutureenergyforum.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 Oil & Gas Summit Africa 

ㅇ CDM Media 6 의 주최로 Oil & Gas Summit Africa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2015년 5월 24일 ~ 26일간 개최 

- 주제: 기회 발굴 및 협력, 혁신적 에너지 개발, 심해 작업 고도화 등 

- 주요 연사: 우간다 광물개발부 장관, 나미비아 석유부 장관 등 
 

☞ http://www.african-util ity-week.com/ 

  

                                         
5 MCI 그룹 산하의 교육, 회의, 전시 대행업체로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있음 

6 미국 기반의 국제회의, 이벤트 전문회사로 CFO summit, Big Data summ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http://africafutureenergyforum.com/
http://www.african-utility-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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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연장 가능성 높아짐 

ㅇ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구와 미국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연장 가능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활성화와 더불어 미국의 원조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수은 탄자니아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탄자니아에 대한 EDCF 예산 확대 기대 

ㅇ 14년 12월말 기준 11개 사업, 454.9백만 달러의 對 탄자니아 EDCF 기금이 금번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교통(31.9%), 에너지(13.5%), 공공행정(11.9%), 농수임(11%) 등 탄자니아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분야 기관 및 기업의 진출 확대 예상 

 

□ 신재생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자원 보유에도 성장이 더딘 짐바브웨 

ㅇ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백금,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더딘 짐바브웨 

ㅇ 소수의 권력에 집중된 자원 개발권 및 광산 소유권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  

ㅇ 짐바브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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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짐바브웨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전체 에너지공급의 66%를 바이오매스, 주로 장작을 통해 충족 

ㅇ 석유 및 가스 부존자원은 없지만, 풍부한 석탄 잠재량 존재  

ㅇ 하지만, 개발자금의 부족으로 소규모 채굴 후 석탄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실정 

ㅇ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부재로 개발은 더딘 상태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주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로 총 1차에너지 공급의 66% 차지 

-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땔감 등 재래식 에너지원 
 

ㅇ 대규모 석탄 매장량이 전국에 걸쳐 확인되었지만 투자금 부족으로 생산 저조 

- 전국 21개 지역에서 300억톤의 매장량 확인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5년 기준 1007MW 

- 수력 51%, 화력 49% 

 

< 짐바브웨 에너지원 및 1 차 에너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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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바브웨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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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 5%, 85%를 

차지(‘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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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를 통해 공급 

 

Table 1 2010 짐바브웨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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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바브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85%), 산업(10%), 교통(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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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짐바브웨 에너지 부문 개요 

 

 
Figure 1 짐바브웨 에너지 부문 구조 

 

□ Ministry of Energy and Power Development (MEPD) 

ㅇ 짐바브웨 에너지분야의 정책 입안, 모니터링 및 규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보급, 에너지 

절약 등을 담당 

ㅇ 아래는 MEPD의 주요 부서 

- 석유실 (Petroleum) 

- 전력 개발실 (Power Development) 

- 정책 및 기획실 (Policy and Planning) 

-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실 (Energy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 재정, 인사 및 경영지원실 (Finance,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 법무실 (Legal Services) 

- 내부감사실 (Internal Audit) 
 

ㅇ MEPD는 ZERC, ZESA, REA 등 산하기관을 관장 

 

  



 

 

 
100 

 

□ Zimbabw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ZERC) 

ㅇ 2005년 전력법(the Electricity Act)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아래 역할을 담당 

- 전력분야의 경쟁 및 민간참여 장려 

- 발전, 송전, 배전산업 인∙허가 및 규제 

- 전력부문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이해관계자 응대 

 

□ Zimbabwe Electric Supply Authority Holdings (ZESA) 

ㅇ Zimbabwe Power Company, Zimbabwe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Powertel, ZESA Enterprise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 

ㅇ 위 기관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Zimbabwe Power Company: 발전 자산 및 운영 

- Zimbabwe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y: 송∙배전 및 검침, 전력 판매 

- ZESA Enterprise: ZASA Technology Centre, Production and Services, Transport Logistics and Projects 

등 자회사를 보유하여 ZESA Holdings의 사업영역 다양화 담당 

- Powertel: 전력회사들 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에서 대중들에게 전력망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모 

 

□ Rural Electrification Agency (REA) 

ㅇ 2002년 통과된 The Rural Electrification Fund Act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지역 전력망 

확대 및 학교, 병원, 정부사무소, 지역주도의 프로젝트 등을 위한 특정 제도 제공 등의 

역할 담당 

 

□ 기타 기관 

ㅇ The National Oil Company of Zimbabwe (NOCZIM) – 국영 석유회사로 석유제품의 구매, 

저장, 대단위 분배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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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짐바브웨 정부는 전력 접근성을 2020년까지 85%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ZESA를 통해 

다음 세가지 계획을 수립 

ㅇ 1,4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ㅇ Hwange 발전용량 600MW로 증축 

ㅇ Kariba 댐 수력발전소 용량 300MW 증축 

 

□ National Energy Policy (2012) 

ㅇ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전략적 계획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행 

- 경제적 발전 가속화 

- 농촌지역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장려 

- 친환경 에너지 개발 

-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 Energy Regulatory Act (2011) 

ㅇ Energy Regulatory Act에 따라 ZERA 이사회가 전력, 석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허가증을 발급 또는 회수 

ㅇ 민간과 공공분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도 담당 

 

□ National Electricity Act (2002) 

ㅇ National Electricity Act에 따라 Zimbabw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이 설립되어 

전력부문의 운영권 발급, 전력요금 설정 및 전력분야 규제 설정 

ㅇ 2012년 ZERA가 설립되며 모든 역할이 ZERA로 이전되고 ZERC는 해체됨 

 

□ Rural Electrification Act (2002) 

ㅇ Rural Electrification Act에 따라 Rural Electrification Fund 이사회가 설립되어 Rural 

Electrification Fund의 자금 운용을 관장함 

ㅇ Rural Electrification Fund는 국가 전력망이 지방 정부기관,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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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탄 

ㅇ 짐바브웨 21개 지역에 약 200억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현재 채굴 방식으로 약 20억 톤의 석탄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연간 300만 톤의 석탄이 Hwange 발전소에서 주로 소비되며, Bulawaya, Harare, 

Munyati 등 소규모 발전소에서도 일부 소비됨 

 

 
Figure 2 짐바브웨 석탄 및 광물 채굴 현황 

 

□ 석탄층 메탄가스 

ㅇ Lupane, Chiredzi, Hwange, Beitbridge 등 지역에 약 6000억 m3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향후 발전용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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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수력 

- 수력발전은 주로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의 Zambezi 강 유역에서 이루어짐 

- 짐바브웨의 수력발전 잠재량은 연간 약 18,500GWh로 파악되며,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량은 

연간 약 17,500GWh로 예상됨 

- 현재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량 중 19%를 개발한 상태 
 

ㅇ 소수력 

- 지형과 강우 패턴에 의해 소수력 발전 잠재 지역은 짐바브웨 동부에 집중되어 있음 

- 3kW부터 700kW까지 다양한 소수력 발전 잠재지역이 존재하며, 총 참재량은 120MW로 파악됨 

- Rusitu 수력발전소 는 750kW급 소수력 발전소로 ZESA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 

- 짐바브웨 정부는 추후 약 5MW의 소수력 발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Figure 3 짐바브웨 발전소 및 에너지 잠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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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 에너지 

- 짐바브웨의 평균 일조량은 5.7 kWh/m2/day로 조사됨 

- 풍부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잠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되지는 못한 실정 

- 태양광 잠재량은 기술적으로 약 300 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약 1% 정도만 활용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로 짐바브웨 농촌의 학교, 병원, 경찰서 등에 설치되어 있음 

- 하지만,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충전소가 국가 통신기업인 

NetOne에 의해 설치되어 있음 

 

 
Figure 4 짐바브웨 태양광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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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 

- 짐바브웨의 평균 풍속은 3.5m/s로 조사됨 

- 비정부기구인 ZERO가 타당성연구를 실시하고, 1~4kW급 풍력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지방정부 건물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Bulawayo, Eastern Highlands 등의 지역은 평균 풍속이 4~6m/s로 풍력발전 잠재량이 큰 것으로 

파악됨 

 

 
Figure 5 짐바브웨 풍력 잠재량 (상공 50M) 

 

ㅇ 바이오매스 

- 짐바브웨 에너지 소비의 66%를 바이오매스로 충족 

- 농촌과 도시 주변 인구의 약 80%가 취사, 조명, 난방 등에 장작을 사용 

- Bagasse 복합발전 잠재량은 약 633GWh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탕수수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 

- 또한, 목재산업의 부산물로 약 70,000 톤의 목재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수치는 2015년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짐바브웨 전역에 약 200여개의 바이오 가스 공장이 설치되어 있음 

- 짐바브웨는 2015년까지 연료수요량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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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현재 Zimbabwe Energy Regulatory Authority (ZERA) 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중 

ㅇ 에너지 전력 개발부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feed-in-tariff 정책을 만들었으나 현재 

실행되지는 않음 

- 신재생에너지 feed-in-tariff는 태양광, 소수력, 바이오매스, bagasse, 바이오 가스 등 짐바브웨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함 

- 신재생에너지 feed-in-tariff를 통해 10MW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목표로 함 
 

ㅇ ZERA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집행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정책개발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음 

ㅇ 에너지관리 규정, 청정에너지 자금조달 메커니즘, 민간발전 구매제도 등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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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구조 

ㅇ 전체 에너지의 85%를 가정에서 소비하고, 산업과 교통부문이 15%밖에 소비하지 않는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의 에너지 소비구조 

ㅇ 무가베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재건정책 7 을 펼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 공세를 펼침에 따라 향후 산업,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ㅇ 하지만, 무가베 정권의 장기 집권 대한 대외 불신 및 짐바브웨 내부 저항에 따라 

경제재건정책의 성공에 불확실성 또한 존재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투자 및 개발 필요 

ㅇ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비해 시범사업의 규모 및 횟수가 저조한 상태 

ㅇ 국가전력망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독립형 전력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수립 후 관련 사업의 발주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민간발전제도 등 에너지관련 정책자문 수요 증가 

ㅇ 현재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및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자문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ㅇ 하지만, 짐바브웨의 열악한 정치,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정책자문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7 Zimbabwe Agenda for Sustainable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ZIM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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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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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 전력 개발부 (Ministry of Energy and Power Development) 

짐바브웨 전력 공급청 (Zimbabwe Electric Supply Authority Holdings) 

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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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페루 기준금리 동결 

ㅇ 중남미 페루와 칠레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외환시장 변동성,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현행 

기준금리를 3%대로 동결 

- 페루의 기준금리는 3.25%, 칠레는 3%로 유지 
 

☞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263206609369248  

 

□ 중국 리커창 총리 남미 순방 

ㅇ 중국 리커창 총리 5월 18~26일 남미 4개국(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순방 

- 이번 남미 방문의 초점은 브라질과 페루를 가로지르는 5,300km 길이 남미대륙횡단철도 사업으로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약 500억달러(55조원) 투자 예정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91768.html  

 

□ 칠레 경제, 1분기 2.4% 성장 

ㅇ 칠레 중앙은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4%를 기록했다고 밝힘 

- 농축산업의 성장률이 8.5%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내수소비는 개선되고 있으나 주 수출품목인 구리의 국제 가격 하락으로 성장세 잠식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98800094.HTML?input=1195m 

 

□ 칠레 정부 내각 개편 

ㅇ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모든 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지시하고, 5월 11일 새로운 각료 

명단 발표 

- 바첼레트 정부는 부패 스캔들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내각 쇄신을 꾀함 

-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바첼레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인 31% 기록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98800094.HTML?input=1195m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26320660936924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91768.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9880009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9880009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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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긴축조치 발표 예상 

ㅇ 5월 15일 브라질 언론에 따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축소 

규모를 결정할 예정 

- 축소 규모는 600억~800억 헤알(약 21조 7천782억원~29조 376억원) 수준으로 논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6/0200000000AKR20150 51600290009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6/0200000000AKR2015051600290009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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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루과이  

 

□ 42MW 규모 CARAPE II 풍력단지 개발 추진 

ㅇ 우루과이 정부는 MALDONADO 지역에 42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개발 허가 부여 

- 3MW급 터빈 14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루과이 전력공사(UTE)와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 http://www.evwind.com/2015/05/19/construiran-parque-eolico-carape-ii-en-maldonado/ 

 

 

▐  파나마  

 

□ Enel Green Power, 파나마 첫 태양광 발전단지 완공 

ㅇ 이탈리아 Enel Green Power는 자사의 파나마 첫 태양광 발전단지 “Chiriqui”를 완공했다고 

밝힘 

- 본 단지는 계통연계형으로 파나마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 

- 설비 규모는 12MW로 연간 19GWh 생산 가능 

- 태양광 패널 39,640개가 총 부지면적 23,000 헥타르에 설치됨 
 

☞ http://www.evwind.com/2015/05/19/enel -green-power-completa-su-primera-central-de-energia-solar-

fotovoltaica-en-panama/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적용 보류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산 및 중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보류 결정 

- 2014년 8월부터 한국산 및 중국산 1만~60만 kva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종가세 기반 각각 52%와 

54% 부과 
 

☞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266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266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975&categoryId=216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836&categoryId=2166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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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2만톤 규모 리튬 플랜트 건설 추진 

ㅇ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기업인 리튬아메리카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연간 2만 톤 규모의 플랜트 착공 예정 

- 앞서 포스코는 리튬 상업 생산 검증을 위해 카우라치 소금호수에 3천만달러르 투자하여 시범 

플랜트를 준공한 바 있음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57 

 

□ 네우켄 주, 50MW 규모 풍력단지 개발 추진 

ㅇ 네우켄 주는 독일 ENERCON 社의 풍력 발전기 25대를 설치, 운영할 업체 모집 

- 7월 2일 관심 업체 및 네우켄 주 투자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개요 공청회 개최 예정 

- 사업 대상 부지는 약 820 헥타르로, 본 지역 외 총 14개의 지역이 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사전 

선정 
 

☞ http://www.evwind.com/2015/05/18/eolica -en-argentina-parque-eolico-con-25-aerogeneradores-enercon/ 

 

 

▐  멕시코  

 

□ 멕시코 에너지청, 지열 발전 경매 발주 예정 

ㅇ 멕시코 에너지청은 올해 8월 첫 지열 발전 경매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열 발전 외 조류 발전, 바이오매스 및 풍력 발전 신청 가능 

 

 

 

☞ http://www.evwind.com/2015/05/19/energia -geotermica-en-mexico/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57
http://www.evwind.com/2015/05/18/eolica-en-argentina-parque-eolico-con-25-aerogeneradores-enerc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864&cid=769&categoryId=1845
http://1.bp.blogspot.com/-3dvyOLlgmh4/VVueJwrAkhI/AAAAAAAAaaQ/c4RZzFiz5dE/s1600/M%C3%A9xico+geot%C3%A9rmica+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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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 Auster Energia 社, Jose Quinones 풍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 수행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Auster Energia 社에게 Jose Quinones 풍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임시 허가권 교부 

- 본 단지의 규모는 250MW로 ETEN, LAGUNAS 그리고 ETEN PUERTO 지역에 위치 
 

☞ http://www.evwind.com/2015/05/18/auster-energia-realizara-estudios-de-factibilidad-de-central-eolica-jose-

quinones-en-peru/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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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한국수출입은행, 페루 인프라 시장 개척 

ㅇ 지난 5월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은 페루대사관, 페루 무역대표부,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페루 인프라 사업 설명회 개최 

- 내년까지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이 발주 예정인 교통, 에너지, 상수도 등 페루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사업 규모는 47억달러에 달함 
 

☞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8487  

 

□ 페루 에너지광업부, 지방 정부 대상 에너지효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은 에너지효율국을 통해 지방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AREQUIPA, PIURA, HUANCAYO 그리고 PUCALLPA 시에서 에너지효율 기준 및 대국민 인식재고 

방안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778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8487
http://www.minem.gob.pe/_detallenoticia.php?idSector=12&idTitular=6778


 

 

 
116 

 

4. 시사점 

 

□ 중국, 중남미 시장 개척 확대 

ㅇ 리커창 중국 총리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에서 “차이나 

머니”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임 

ㅇ 공교롭게도 리커창 총리의 순방 국가들은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한 국가들과 

일치하여 에너지, 철도 등 관련 산업 관계자들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은 구체적으로 ▲ 철도, 교통을 근간으로 남미대륙과 카리브해 국가를 관통하는 물류 

채널의 공동건설 ▲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각국간의 

전력망 연결 ▲ 인터넷 기술과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을 통한 

정보채널의 융합 모델을 제시함 

ㅇ 이에 따라, 중남미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117 

 

<참고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연료유로 전체 생산량의 31% 차지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자연 환경 조건 보유 

ㅇ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초기 수립단계 

 

□ 에너지 공급  

ㅇ 2011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1차에너지 공급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순 

 

 

 

ㅇ 전년도 대비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5.47%, 3,574.48 KTOE에서 3,770.17 KTOE로 증가 

ㅇ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차 에너지원 공급량 증가율 0.52% 

ㅇ 천연가스(15.03%), 석탄(11.01%) 및 태양광(12.49%)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원유 

증가율(5.64%)이 크게 둔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63&cid=769&categoryId=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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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원유로 2012년 12월 기준 

국가전력연결망(Sistema Electrico Nacional Interconectado, SENI)의 발전설비 규모는 

3,238.22MW, 생산량은 13,849.50 GWh 

- 독립 시스템 및 자가발전까지 포함 총 발전설비 규모는 3,608.26MW, 생산량은 15,390.60 GWh   

 

 

<SIEN 발전원 별 설비규모 및 생산량, 2012 년 12 월 기준> 
 

공급원 설비규모 (MW) 생산량 (GWh) % MW % GWh 

석탄 313.63 2,124.08 9.69 15.34 

천연가스 690 4,255.73 21.31 30.73 

Fuel Oil 959.56 4,307.63 29.63 31.10 

디젤 401.90 658.67 12.41 4.76 

수력 603.13 1,782.89 18.63 12.87 

디젤/Fuel Oil 185.00 624.69 5.71 4.51 

풍력 85 95.82 2.62 0.69 

합계 3,238.22 13,849.50   

출처: 국가전력정보시스템, Sistema de Informacion Energetico Nacional (S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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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설비규모 기준 2.99%, 생산량 기준 0.94% 차지 

<SIEN 기술별 설비규모 및 생산량, 2012 년 12 월 기준> 
 

공급원 설비규모 (MW) 생산량 (GWh) % MW % GWh 

복합발전 313.63 2,124.08 9.69 15.34 

증기터빈 690 4,255.73 21.31 30.73 

가스터빈 959.56 4,307.63 29.63 31.10 

Combustion Engine 401.90 658.67 12.41 4.76 

수력 603.13 1,782.89 18.63 12.87 

디젤/Fuel Oil 185.00 624.69 5.71 4.51 

풍력 85 95.82 2.62 0.69 

합계 3,238.22 13,849.50   

출처: 국가전력정보시스템, Sistema de Informacion Energetico Nacional (SIEN) 

 

 

 

  

☞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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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1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수송 분야가 4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ㅇ 가정 (24%). 산업 (23%), 공공/서비스/상업 (5%), 농업/광업/수산업 (2%), 건설업 및 기타 

(1%) 차지 

 

< 2013 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 
 

 

출처: 국가전력정보시스템, Sistema de Informacion Energetico Nacional (SIEN) 

 

 

 

 

 

 

 

  

45% 

24% 

2% 

5% 

23% 

1% 

수송 

가정 

농업/수산업/광업 

상업/공공/서비스 

산업 

☞ 도미니카공화국의 에너지 소비는 수송(45%), 가정(24%), 가정(23%)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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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도미니카공화국의 에너지 정책분야는 국가에너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Energia)에서 관장 

ㅇ 2001년 7월 26일 전력법 (법령 125-01)에 의해 신설  

ㅇ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전력부서, 대체에너지원, 에너지효율사용 부서, 원자력 부서, 탄화수소 

부서로 세분화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출처: http://www.cne.gov.do 

 

□ 전력감독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SE)는 전력시장 조정, 규제 기관 

 

□ 계통운영기관 (Organismo Coordinador)는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와 같은 기구로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 

 

□ 도미니카전력공사(Corporación Dominicana de Empresas Eléctricas Estatales, 

CDEEE) 도미니카공화국 발전, 송전, 배전 분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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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2013년 7월 31일 Danilo Medino 대통령은 법령 100-13을 통해 에너지광업부를 신설 

ㅇ 에너지광업부는 기존 산업통상부와는 별개로 에너지 분야 국가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계통운영기관, 전력감독청 등이 산하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  

ㅇ 2013년 9월 법령 100-13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도미니카전력공사 (CDEEE)의 모든 

기능은 신설 에너지광업부로 귀속 

- 초대 에너지광업부 장관으로 Pelegrín Castillo 내정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수년간 잘못된 에너지 사용 습관 문화로 인하여 전력 공급의 큰 차질을 

빚음 

ㅇ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실행기관인 국가전력위원회 

대체에너지원/에너지효율 사용 부서를 통해 국가 에너지 효율 사용 및 저감 계획 (Plan 

Nacional de Ahorro y Uso Racional de Energía)을 수립 

ㅇ 본 계획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에 에너지 관리자 의무 도입 및 에너지 소비량 10% 절감 

- 잘못된 에너지 사용 습관 개선 

- 월간 에너지 소비 보고서 제출 

- 올바른 에너지 효율 문화 촉진 및 good practice 실행 

- 에너지효율 기기 구매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383 GWh/year, 3억 8천 달러 절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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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인다는 

국가 개발 전략을 발표함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은 에너지 분야임 

ㅇ 2014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제 3차 UNFCC National Communication 보고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조사를 진행 중  

- 잠정 수치에 따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3.13 톤에서 2.9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1990~2000 년 도미니카공화국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Gg> 
 

연도 CO2 CH4 N2O NOX CO COVDM SO2 

1990 8,690.81 144.74 2.71 54.11 351.04 65.22 76.73 

1994 15003.05 221.9 2.51 77.9 510.23 75.46 116.94 

1998 16,417.72 214.57 9.09 78.65 715.44 126.42 57.83 

2000 18,416.75 230.33 9.75 93.0 791.26 140.0 110.15 

출처: 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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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전력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천연가스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며, 기존 연료유의 비율을 대폭 

줄일 것이라 표명 

ㅇ 천연가스 및 석탄을 활용하여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2013-2020 에너지 수급 계획 및 수요 전망> 
 

 
출처: 국가에너지계획 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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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석유를 기본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 

ㅇ 2007년부터 천연가스를 국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 발표 후 석유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도미니카공화국 석유 수입량, 배럴/day) 

국가 2003 2005 2007 2009 

도미니카공화국 129.900 116.600 116.200 107.300 
 

출처: http://www.indexmundi.com 

 

□ 석탄 

ㅇ 현재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의 석탄 매장량은 전무하나, 2013년 Puerto Plata 지역에서 석탄 

매장 가능성 제기 

 

□ 원자력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평화적 목적,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함. 하지만 기술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부재함 

ㅇ 신설된 에너지광업부 Pelegrin Castillo는 “원자력활동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과학 및 보건 분야 향상을 위해 적극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전력 수급의 어려움, 원유 의존성 탈피를 위하여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 확대 

- 높은 전기요금과 정부의 인센티브로 인해 대기업이나 대형 리조트에서도 자가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평균 일사량은 5~6 kWh/m2 

 

<도미니카공화국 평균 일조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kW/m2/1 일 6.0 5.9 6.1 6.7 6.2 6.4 6.0 5.8 5.7 6.1 6.1 6 6.09 

일조량(%) 50.8 47.6 50.2 52.5 61.2 58.7 57.2 57.3 58.4 52 49.4 49.7 53.8 

출처: 국가전력위원회  

http://www.indexmun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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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의 경우 공항, 도미니카 해양 및 일반 가정 등에서 소규모 태양광을 발전 중 

- 2013년 10월 6일 국가에너지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Energia)는 중미통합체제 (SICA) 

에너지환경동맹 (Alianza en Energia y Ambiente)의 지원을 받아 도미니카공화국 낙후지역 태양광 

개발 계획(Plan de Desarrollo Fotovoltaico de Uso Individual en Zonas Deprimidas de República 

Dominicana)을 발표 

- 본 계획은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지 지역 300가구 대상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4년간 추진 예정 
 

ㅇ 아울러, J.R.C. Electronic, S.R.L.사는 몬테 플라타 지역에 30M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추진 

- 연간 생산량 45 GWh, 온실가스감축량 232,000 Co2 톤 저감 예상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평균 풍속은 7m/s, 해발 80m로 강함. 평균 풍속은 7m/s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초속 8m가 넘는 강풍이 붐 

ㅇ 풍력 잠재량은 약 30.5 GW로 연간 59,300 GWh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  

 

<도미니카공화국 풍속 지도> 
 

 
 

출처: 국가전력위원회 

  



 

 

 
127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매스 와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 및 산업의 발달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제공8 

ㅇ 분야 

- 50 ㎿ 이하 풍력발전소 

- 5 ㎿ 이하 소형 수력발전설비  

- 120 ㎿ 이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정제(용량 무제한)  

- Biomass 발전소, 에탄올 제조  
      

ㅇ 주요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구 부품의 수입에 대해 100% 세금 면제 

- 관련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 시 제품의 운반과 수입, 서비스에 적용하는 ITBIS(부가가치세) 면제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및 부수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세법 제306호에 따라 외부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의한 세금 5%로 감소 

- 지역사회, 사회단체에서 500㎾급 이하의 발전기를 설치할 시 최대 75%의 보조금과 대출 이자 

할인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법령 57-07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여 

2015년까지 국가 에너지믹스의 10%, 2020년까지 20%, 그리고 2025년까지 25%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목표 설정 

 

  

                                         
8 출처: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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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 믹스 전환으로 인한 사업 기회 확대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주요 발전 연료인 석유 수입을 줄이고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발전연료를 석탄 및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하고자 함 

ㅇ 에너지 자립 및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ㅇ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위원회는 향후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250MW 

설비규모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향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건설 프로젝트 및 기존 송배전망과 연결, 변전소 

건설 등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하지만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국제기구를 통해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국 금융계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파이낸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29 

 

주요 출처 

 

▐  도미니카공화국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국가에너지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Energia)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도미니카 전력공사 (CDEEE) 

현지 정보처 Diario Libre 일간지 

7mo dia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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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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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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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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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