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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경고등  

ㅇ 프놈펜 시내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공사(EdC)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증가   

- Spean Kpuos 마을에 거주하는 Mov Chansothearvy는 매월 30-32달러에 불과했던 전기요금이 

5월에 54달러, 6월에 91달러로 늘었다고 불만을 밝힘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14년 캄보디아 일인당 전기사용량은 164kWh로 2005-2009년 144kWh에 

비해 크게 증가함 
 

☞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power-bill-spikes-raise-alarm 

 

 

▐  라오스  

 

□ 세계은행, 라오스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전력망 개선사업 자금 지원 

ㅇ 세계은행, 라오스 배전망 개선 사업에 3천만 달러를 지원 

- 최근 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라오스 내 전력망이 불안정한 바, 라오스 전력공사는 

Vientiane 시 북부 10km에 위치한 Xaythany 지역에 전력망 사업 추진 계획 

 

☞ http://energyinfrastructure.cleantechnology-business-review.com/news/world-bank-provides-30m-financing-

for-power-grid-improvement-project-in-laos-240615-4608202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power-bill-spikes-raise-alarm
http://energyinfrastructure.cleantechnology-business-review.com/news/world-bank-provides-30m-financing-for-power-grid-improvement-project-in-laos-240615-4608202
http://energyinfrastructure.cleantechnology-business-review.com/news/world-bank-provides-30m-financing-for-power-grid-improvement-project-in-laos-240615-46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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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1MDB 전력자산 인수에 기업들 눈독  

ㅇ 말레이시아 공사 1Malyasia Development Bhd(1MDB)가 내놓은 전력자산에 최소 6개 기업 

이상이 입찰경쟁 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와 중동 인프라회사들이 1MDB의 전력자산인 Edra Global Energy Bhd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산가치는 260만달러 가량인 것으로 밝혀져 
 

☞ http://reut.rs/1E630fY 

 

 

▐  미얀마  

 

□ 미얀마 에너지 전략에서 석탄이 핵심으로 부상  

ㅇ 야심 찬 에너지 개혁을 추진함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미미해 

- 2011년 미얀마 에너지 믹스는 74%가 수력, 21%가 가스, 석탄은 3%에 불과했으나 2030년이 되면 

석탄의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http://www.rtcc.org/2015/05/11/coal -set-to-dominate-as-myanmar-mulls-energy-strategy/ 

 

 

▐  베트남  

 

□ 한국기업, 남베트남 도시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제안   

ㅇ 한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소유한 Vetco Vina社는 메콩강 델타 도시 50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13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 

- 동 회사의 한국인 투자자들이 최신의 한국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 http://tuoitrenews.vn/business/29951/south -korean-firm-proposes-building-solar-power-plant-in-southern-

vietnamese-city 

  

http://reut.rs/1E630fY
http://tuoitrenews.vn/business/29951/south-korean-firm-proposes-building-solar-power-plant-in-southern-vietnamese-city
http://tuoitrenews.vn/business/29951/south-korean-firm-proposes-building-solar-power-plant-in-southern-vietnamese-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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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Len Industri社, 싱가포르 Sunseap社와 함께 태양광 모듈 제조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ㅇ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기업인 PT Len Industri는 싱가포르계 Sunseap Enterprises Pte Ltd와 

함께 PT Len Sunseap Energy라는 합작 회사 설립 합의 및 협약 체결  

- 동 합작회사는 50MW peak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계획이라 밝힘   
 

☞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s -len-industri-singapores-sunseap-set-up-jv-to-produce-

solar-power-modules-10797/ 

 

 

▐  필리핀  

 

□ 필리핀, 3년 내 석탄발전 용량 25%까지 증가 발표 

ㅇ DOE가 발표한 발전사업 리스트에 따르면 25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량은 12,2000M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 기 건설 중인 12기의 총 용량은 3,400MW급, 2018년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한 석탄 

수입량은 1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 http://eandt.theiet.org/news/2015/aug/phillipines -coal.cfm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s-len-industri-singapores-sunseap-set-up-jv-to-produce-solar-power-modules-10797/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s-len-industri-singapores-sunseap-set-up-jv-to-produce-solar-power-modules-10797/
http://eandt.theiet.org/news/2015/aug/phillipines-coal.cf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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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캄보디아 통상부의 무역활성회국 국장인 Suth Dara는 한-아세안 자유 무역으로 인해 캄보디아 

농산물의 최대 85%까지 한국에 수출 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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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 월드뱅크, 라오스 수력발전부문 지원 

□ Impact Energy Asia는 라오스 정부와 태국 재생에너지 업체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남부 라오스에 600MW급 몬순 풍력 프로젝트 설치를 합의했다고 밝힘  

ㅇ 풍력발전소는 Ubon Ratchathani 맞은편의 메콩강 유역에 위치할 예정  

- 전체 사업비는 약 150만 달러 (140만 유로)이며, 사업개시연도는 2019년으로 예상   
 

☞ http://renewables.seenews.com/news/thai -company-to-build-600-mw-wind-farm-in-laos-report-487806  

 

 

▐  말레이시아  

 

□ Pestech International Bhd는 중국계 공사인 Grid Corp of China와 함께 캄보디아 

내 발전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 

ㅇ Pestech International Bhd는 Shandong Electrical Engineering & Equipment Group (SDEE)와 

MOU를 체결하고 캄보디아 전력공사의 국가 송전망 운영 지원결정 

- Pestech 와 SDEE는 공동으로 캄보디아 내 배전 변압기 제조 공장을 설치할 계획  
 

☞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power-bill-spikes-raise-alarm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smes-urged-tap-korea
http://renewables.seenews.com/news/thai-company-to-build-600-mw-wind-farm-in-laos-report-487806
http://www.phnompenhpost.com/national/power-bill-spikes-raise-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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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미얀마, 수력발전사업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밝혀 

ㅇ Nyan Tun U 미얀마 부통령은 미얀마 그린 에너지 장관급 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국 전력 

보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Ayeyawady, Chindwin, Thanlwin (Salween), Sittaung 등 4개의 강에 수력발전소 건립을 통해 

100GW급 전력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Myanmar-incurs-wrath-of-civic-groups-as-hydropower-

30267242.html 

 

 

▐  베트남  

 

□ Alstom사, 중국계 회사 Wuhan Kaidi Electric Power Engineering로부터 에 

300MW급 CFB 보일러 2기 제조 및 공급 계약 수주     

ㅇ 동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은 연간 4,000GWh의 전력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FB 보일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연료로 할 예정 
 

☞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alstom-to-supply-boilers-for-coal-fired-power-plant-in-

vietnam-060815-4641021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업 소유 허가  

ㅇ 금년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획을 발표 

- 신규 제도는 금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371,000달러 이상의 고급 

부동산에 대하여 구매, 소유, 상속,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함 
 

☞ http://www.oxfordbusinessgroup.com/news/indonesia-opening-door-foreign-ownership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Myanmar-incurs-wrath-of-civic-groups-as-hydropower-30267242.html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Myanmar-incurs-wrath-of-civic-groups-as-hydropower-30267242.html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alstom-to-supply-boilers-for-coal-fired-power-plant-in-vietnam-060815-4641021
http://fossilfuel.energy-business-review.com/news/alstom-to-supply-boilers-for-coal-fired-power-plant-in-vietnam-060815-4641021
http://www.oxfordbusinessgroup.com/news/indonesia-opening-door-foreign-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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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한국에너지공단, 필리핀 Nation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개발 협약 체결 

ㅇ 분산형 전원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기반으로 발전하며, 가정용 발전설비 등 소규모 전력 

시설에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을 따름   

☞ http://www.businesskorea.co.kr/article/11784/sustainable -systems-korea-energy-agency-starts-developing-

new-distributed-renewable 

  

http://www.businesskorea.co.kr/article/11784/sustainable-systems-korea-energy-agency-starts-developing-new-distributed-renewable
http://www.businesskorea.co.kr/article/11784/sustainable-systems-korea-energy-agency-starts-developing-new-distributed-rene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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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동향 

 

▐  캄보디아  

 

□ 독일 개발은행, 캄보디아 재생에너지 및 농업 부문 지원 고려 중이라고 캄보디아 

방문한 독일 의원이 밝혀    

ㅇ 독일 의회에서 Thomas Gambk ASEAN 의회단 의장 은 캄보디아 상원 의장인 Say 

Chhum을 만나 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해 대화를 나눔 

- 특히 수력발전 및 농업 부문에 지원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힘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germany-considers-renewables-funding 

 

 

▐  라오스  

 

□ 라오스 정부, 300여개 수력발전소 투자 프로젝트 허가 

ㅇ 라오스 정부는 자국 및 해외 기업들에게 357개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허가 

- 라오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내외 민간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2019년 말까지 수력발전소 

45개 이상 건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 http://englishnews.thaipbs.or.th/lao-govt-approves-over-300-hydropower-investment-projects-this-year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리더, 비판과 여론의 목소리에 무대응 

ㅇ 지난 7월 1MDB와 연관된 기업에서 흘러나온 7억달러의 공기금이 총리인 Najib Razak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문건이 유출됨 

- 총리는 정부 내의 비판적인 이들을 축출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는 한편, 2개의 

신문사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여론의 목소리에 강경 대응 
 

☞ http://news.yahoo.com/malaysian-leader-silences-critics-media-survive-scandal-051821103.html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germany-considers-renewables-funding
http://englishnews.thaipbs.or.th/lao-govt-approves-over-300-hydropower-investment-projects-this-year
http://news.yahoo.com/malaysian-leader-silences-critics-media-survive-scandal-051821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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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미얀마 여당 대표,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ㅇ 경찰이 당사를 급습하여 조사한 이후 미얀마 여당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요 

언론이 전함  

- 여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내분에 휩싸였으며, 

당대표인 Shwe Mann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전함 
 

☞ http://www.businessinsider.com/afp-head-of-myanmars-ruling-party-removed-in-power-struggle-2015-8 

 

 

▐  베트남  

 

□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최초 국가가 될지 관심 주목     

ㅇ FPTS, 2020년에 아세안 국가에서 베트남이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최초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은 Ninh Thuan 주에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최초로 건립하기 위해 러시아와 양자 협약서를 

체결 
 

☞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39404/will -vietnam-have-the-first-nuclear-power-plant-in-

southeast-asia-.html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대통령 Widodo, 개각 단행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Joko Widodo가 휘청이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평론가들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직 총재인 Darmin Nasution을 영입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대통령 

경제자문인 Thomas Lembong를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해 
 

☞ http://www.wsj.com/articles/indonesia -president-widodo-reshuffles-his-cabinet-1439385609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39404/will-vietnam-have-the-first-nuclear-power-plant-in-southeast-asia-.html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39404/will-vietnam-have-the-first-nuclear-power-plant-in-southeast-as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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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DOE, 솔라홈 시스템을 Negros Oriental barangays에 보급 합의 

ㅇ 에너지부는 Bayawan시 정부 및 Siliman대학과 협력하여 17개 barangays 마을에 솔라홈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합의함 

-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모두 2,98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http://cnnphilippines.com/regional/2015/08/07/Department -of-Energy-gives-solar-energy-units-to-Negros-

Oriental-barangays.html 

  

http://cnnphilippines.com/regional/2015/08/07/Department-of-Energy-gives-solar-energy-units-to-Negros-Oriental-barangays.html
http://cnnphilippines.com/regional/2015/08/07/Department-of-Energy-gives-solar-energy-units-to-Negros-Oriental-barang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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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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 제 5차 국제 에너지 및 환경 과학 컨퍼런스  

ㅇ 국제 컴퓨터기술아카데미가 후원하며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될 예정  

- 일시: 2015 09. 03– 2015. 09. 04 

- 장소: 페낭, 조지타운시 호텔   
 

☞ http://www.icees.org/ 

 

 

▐  미얀마   

 

□ 제 2차 동남아시아 전력 컨퍼런스 2015 

ㅇ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 전세계 Independent Power Producers Forum, Energy Services Network Association, World Alliance 

for Decentralized Energy (WADE)이 후원  

- 일시: 2015. 9.15-17 

- 장소: 미얀마 양곤 샹그릴라 호텔  
 

☞ http://www.powerse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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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es.org/
http://www.powers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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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Petrovietnam - 40 Years of Integration & Development 컨퍼런스 

ㅇ 공통 컨퍼런스 회의를 통해 PVN, PVN 자회사 및 파트너사와 네트워킹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며, 베트남 석유 및 가스 산업, 다국적 석유 기업 매니저들도 참석할 예정 

- 일시: 2015년 10월 21일 – 2015년 10월 23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 
 

☞ http://www.vog-2015.com/conference-and-activities.html 

 

 

▐  인도네시아  

 

□ 제 6차 Power and Electricity 컨퍼런스 

ㅇ 인도네시아 Power & Electricity 2015컨퍼런스는 인도네시아 발전 분야의 최신 이슈, 

정부의 신규 정책, 사업 사례,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    

- 일시: 2015년 9월 29일 – 2015년 10월 1일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드 하얏트 호텔 
 

☞ http://www.indonesiapowerconference.com/about-the-conference 

  

http://www.vog-2015.com/conference-and-activities.html
http://www.indonesiapowerconference.com/about-the-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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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필리핀, 2015년 초 932MW급 규모의 전력 부족 예상  

ㅇ 필리핀에너지계획(PEP 2012~2030)에 따라 현재까지 설치된 전력용량은 1만6250㎿ 가량임  

 - 현재 전력수요가 1만5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 전력이 부족한 상황 
 

ㅇ 필리핀의 전력용량은 2030년까지 2만58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예상수요가 2만93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전력가격이 높은 국가로, 아직도 필리핀의 33,047 

sitios(필리핀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정상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음. 

- 2015년 여름까지 전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칠 전망 
 

ㅇ 2016년에는 필리핀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현 정부는 성과달성을 목표로 2015년까지 꾸준히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할 것으로 전망 

-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은 필리핀의 전력동향 및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출 

전략 확립이 요구됨 

 

□ 이란, 인도네시아에 정유설비 및 발전소 건립할 것으로 저망   

ㅇ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풍력발전 외에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높음. 

-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껍질, 사탕수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재료 등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법임. 

- 만성적인 전력부족 지역이자 농업 폐기물 생산이 많은 농촌지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평가됨. 
 

ㅇ 지난해 베트남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중을 약 9.3%로 상승을 목표로 함. 

- 이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풍력 발전은 약 6200㎿, 바이오매스 2000㎿ 그리고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이 약 

6000㎿를 차지할 전망임. 

- 베트남 통상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축적을 위해 연구소와 대학에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연구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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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캄보디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일차에너지의 경우 바이오매스 및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 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매스를 통한 공급량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유가 26%를 차지 
 

ㅇ 전력의 경우 수입 및 화석연료에 의존 

- 캄보디아의 전력 공급률은 24%로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태국,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전력이 61%로 대부분을 차지 

 

< 에너지원 별 에너지 공급 비중 (2011 년) > 

 

  

 

 

  

ㅇ 라오스 정부, 2008 년 국가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ㅇ 수력발전 비중 증가 전망 

ㅇ 라오스 내 생산 전력 주변국으로 수출 

☞ 캄보디아의 에너지 공급원은 수입 및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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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분야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용이 63%로 대부분 차지 

- 산업 분야와 교통 분야가 각각 20%와 15%를 소비 

- 일차에너지 공급량 중 대부분이 바이오매스로 가정용 장작 등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 

 

 

 

< 분야별 에너지 소비 2011> 

 

<캄보디아 촌락가정의 주요 연료원 및 사용용도> 
 

연료원 가정 수 비율(%) 용도 

임산연료 736 96.5 취사, 가축사료 준비, 가축 보호 

숯 94 12.4 취사 

가축분뇨 1 0.1 취사 

농업부산물 50 6.6 취사 

LPG 5 0.7 취사 

등유 22 2.9 조명 

바이오가스 2 0.3 취사, 조명 

 

 

☞ 캄보디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63%), 산업(20%), 교통(1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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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캄보디아의 에너지 분야는 3개의 중앙부처와 4개의 국영 전력 기관이 관리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ㅇ 캄보디아 전력공사(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캄보디아 내 전력 관리 및 공급 

ㅇ 산업광물에너지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캄보디아 산업 관리·육성, 

광물산업 및 에너지산업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부처 

- 산업 관리 총국: 산업 기술 및 기준, 대외협력 관리 

- 광물자원 관리 총국: 광물자원 및 천연자원 연구 정책 제정 및 시행  

- 에너지 관리 총국: 수력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기술 관리 
 

ㅇ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 재정 및 경제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 

☞  캄보디아 내 에너지 분야는 3 개 정부부처, 4 개 국영 전력기관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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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ㅇ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력분야 개발 정책을 수립 

- 캄보디아 전역에 적정한 가격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 

- 캄보디아 내 투자와 국가 경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공급 

- 캄보디아 산업 모든 부문에 공급할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독려 

- 효율적 전력 사용 독려 및 전력 공급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ㅇ 캄보디아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전략을 

수립 

  - 발전 개발 

  - 송·배전 개발 

  - 이웃 국가들과 전력 거래 

  - 지방 및 농업지 전력화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마을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 

30%의 지방 가정에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 현존 전력 그리드 확대전력생산 확대(수력, 석유, 석탄) 및 이웃 국가들(태국, 베트남, 라오스)과 

협력을 통한 국경 외 공급 

- 소규모 전력 그리드(디젤, 바이오매스, 소수력) 

- 배터리 조명(태양광, 풍력) 

 

 

  

☞  캄보디아 정부 2020 년까지 100% 전력화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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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석유 

ㅇ 캄보디아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대부분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비되는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 

ㅇ 캄보디아 해안에서 연간 20억 달러 수익이 예상되는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었으나 태국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어 이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양해각서 체결 
 

 

□ 석탄 

ㅇ 캄보디아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1,300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ㅇ 캄보디아의 Hun Sen 총리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석탄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전기료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에너지 분야의 추가 투자의 필요성 강조 

 

□ 전력 

ㅇ 전력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산업광물에너지부(MIME)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규제당국인 캄보디아 전력공사(EAC)는 전기세를 책정하고 감독하는 역할 담당 

ㅇ 캄보디아는 권역 내 가장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11년 프놈펜 

지역 기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는 각각 0.18USD/kWh, 0.19USD/kWh 

ㅇ 캄보디아의 전력소비량은 2010년 1.4TWh에서 2020년 말 3.4TWh로 예상되어 연간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 

ㅇ 캄보디아는 현재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 계획 또한 없음 

 

  

☞ 캄보디아 정부 에너지 분야 추가 투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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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캄보디아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쌀겨)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산업용 

발전을 위한 수력발전 개발에 관심이 높은 상황 

ㅇ 캄보디아 내 수력발전 잠재력은 10,000MW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수력발전 자원은 3% 미만 수준 

- 현재 10MW 이상의 잠재력을 보유한 29개의 부지를 확인하였으며 각기 다른 개발 단계에 있음 

 

<조사 MOU 체결된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목록> 

번호 위치 용량(MW) 개발국가 비고 

1 Sambo 2,600 중국 메콩강 

2 Stung Chhay Areng 108 중국 
 

3 Lower Sesan 1 90 베트남 
 

4 Lower Sesan 2 400 베트남 
50% 내수용 

50% 베트남 수출용 

5 Stung Treng 900 베트남 메콩강 

6 Sekong 190 베트남 
 

7 Lower Sre Pok 3 367 - 
 

8 Lower Sre Pok 4 48 - 
 

9 Pr 다 Chhlong 25 -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캄보디아 정부는 지방 전력화 전략(RES)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약 15%에 불과한 지방 

전력화 수준을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지방 가정의 70%에 전력그리드 확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및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할 계획 

ㅇ 태양열 발전의 경우 2005년 이후로 캄보디아 지방지역을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가정용에 머무르며 산업용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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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활성화 목표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확대 전망 

ㅇ 캄보디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 전력화 100%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캄보디아 전역에 수력발전소 다수 건설 계획을 보유 

- 메콩강을 따라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부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향후 수력발전 분야가 

캄보디아 내 주요 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정부가 메콩강 지역에 추진 중인 Don Sahong 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주변국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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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에 개발 원조 자금 지급 

- 동 개발 원조 자금 규모는 2,100만 달러로 캄보디아 내 3개 지역에 진행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 

제공될 계획 
 

☞ http://www.cambodiadaily.com/news/governments -of-south-korea-iran-make-renewed-aid-pledges-60311/ 

 

ㅇ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 김한수 대사는 캄보디아 대외부장관 Hor Nambong과 만나 4개 

개발 사업에 제공될 원조 자금 지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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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캄보디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Cambodia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olar Energy Cambodia 

Biodiesel Cambodia 

Electricity Du Cambodge 

Khmer Solar Ltd 

Angkor BIO Cogen 

PHOU POY Development Import Export 

KOGID Cambodia PLC. 

CHEA KAO INVESTMENT CO., LTD 

현지 정보처 The Cambodia Daily 

The Phnom Penh Post 

국내 정보처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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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Electricite Du Laos 

현지 정보처 KPL: Laos News Agency 

국내 정보처 KOTRA 라오스 비엔티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  말레이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n Green Technology Corporation(MGTC) 

 Byinnovative Sdn. Bhd. 

 Eco-Ideal Consulting Sdn. Bhd. 

국내 정보처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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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lectric Power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Ministry of Mines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Development Committe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e Union 

 Zeya & Associates Co., Ltd. 

국내 정보처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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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RESL Vietnam 

 EVNNPC 

 Vinacomin-Institute of Mining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oi 

 LRQA 

국내 정보처 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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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Council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APPENAS(국가 개발청) 

PT. PLN(국가 전력청) 

PT. PGN(국가 가스청) 

현지 정보처 The Jakarta Post 

Daily Indonesia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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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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동향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 2015년 의회선거의 자유 및 공정선거 당부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2015년 8월 14일 회의에서 다가오는 의회선거의 

자유 및 공정함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 

ㅇ 의회선거는 올해 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다르며 경찰에 의한 선거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 

☞ http://www.president.gov.lk/news/committed-to-hold-free-fair-election-president/ 

 

□ 스리랑카 대통령, 캔디 시 역사적 재산 보존을 위한 개발 지지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캔디시의 역사적 재산 보존을 위한 종합적 

지역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힘 

ㅇ 스리랑카 대통령은 다가오는 의회선거 이후에 캔디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캔디시 개발을 위한 정부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및 제안에 대하여 고려 중이라고 밝힘 

- 이 같은 스리랑카 대통령의 발언은 2015년 8월 8일 ‘Mahanuwara Sinhala Velenda Peramuna’ 

(Kandy Sinhala Entrepreneurs’ Front)의 43주년 행사에서 밝힘  
 

☞ http://www.president.gov.lk/news/kandy-city-will-be-developed-preserving-its-historical-heritage-president/ 

 

□ 스리랑카 대통령, 2개 대학교의 부총장 임명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2015년 8월 5일 콜롬보 대학 및 페라데니아(Peradeniya) 

대학의 부총장을 임명 

- Lakshman Dissanayake 교수가 콜롬보 대학의 부총장, Upul Dissanayake 가 페라데니아(Peradeniya) 

대학의 부총장으로 임명 
 

☞ http://www.president.gov.lk/news/president-appoints-two-new-vice-chancel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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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대통령, 스리랑카 내 기업가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ㅇ 스리랑카 대통령 Maithripala Sirisena는 스리랑카 내 관계법 및 규정에 따라서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 

ㅇ 이 같은 선언은 2015년 8월 5일 콜롬보 Cinnamon Grand Hotel에 개최된 ‘2015년 스리랑카 경제 

정상회의’에서 공식적 선언 

ㅇ 또한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업 및 기업들의 사업영역은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고 조언 

☞ http://www.president.gov.lk/news/rights -of-entrepreneurs-to-engage-in-their-businesses-freely-will-be-

strictly-ensured-president/ 

 

□ 스리랑카 대통령, 터키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만족 표현 

ㅇ 스리랑카 대통령은 2015년 8월 4일 터키와의 양국간 협력관계의 한 단계 진전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현 

ㅇ 터키계 몇몇 건설회사들은 스리랑카와 몇 년째 지속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스리랑카 내 건설프로젝트에 참여 

- 현재까지 터키계 건설회사는 100채가 넘는 빌딩 건축 실적을 보유 

- 주 스리랑카 터키 대사관인 Iskender Kemal Okyay에게 감사 표현 
 

☞ http://www.president.gov.lk/news/president-expresses-satisfaction-about-improved-cooperation-with-turkey/ 

 

 

▐  파키스탄  

 

□ 파키스탄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본격적으로 추진 

ㅇ 시진핑 중국 주석은  4월 파키스탄 방문과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건설(CPEC)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  

ㅇ 중국과 파키스탄은 CPEC와 과다르 항구, 교통 인프라, 에너지를 통한 전략적 공생이윤달성 

관계 구축을 위해 4가지의 주요 영역의 사업 협력과 “1+4” 협력 구조를 형성하기로 합의 

ㅇ 파키스탄 정부는 CPEC의 건설을 추진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샤리프 총리는 

CPEC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절차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였음 

☞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8/19/c_134534217.htm 

 

□ 메가 수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 추진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8/19/c_1345342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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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금융을 제공받는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가 수력발전소의 관리와 제어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움 

ㅇ 파키스탄 수력/전력개발위원회의 회장 Zafar Mahmood는 새로운 수력발전 정책을 제시 

1) 옵션A;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설계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 예정(Bunji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해당됨) 

2) 옵션B;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설계가 구체화 안되어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설계 또한 

담당(Thakot 수력발전소와 Patan 수력발전소가 이에 해당됨) 

3) 옵션C; 프로젝트가 개발 및 건설 중일 경우, 투자자들은 완공을 위해 투자 

가능(Neelum Jhelum 수력발전소가 해당됨) 

ㅇ Mahmood 회장은 파키스탄 수력발전으로 100,000MW를 생산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밝힘 

☞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3582&seqno=1159009&c=TITLE&t=&pagenum=2&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  

=&iu=&du= 

 

□ 중국은 파키스탄에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1억1천5백만 달러 투자 

ㅇ 현재 HydroChina에 따르면, 카리치 남부 항구 도시 근처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 규모는 대략적으로 1억1천5백만 달러라고 하였음 

ㅇ 총 49.5MW의 규모이며,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년 내에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중국과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경제적 촉진을 위한 다수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 http://www.pakistantoday.com.pk/2015/08/02/business/china -invests-115m-to-develop-wind-energy-in-

pakistan/ 

 

□ 중국의 지원자금을 파키스탄 에너지 정책에 절반이상 소요 

ㅇ 46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 중에서 약 33억 달러는 전체 패키지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로써 

지출 할 것이라고 공표함 

ㅇ Sahiwal에 1,320MW의 석탄 기반 전력 프로젝트를 중국과 협의를 통해 완료하였으며, 

바하 왈 루프에 100MW 태양광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행될 것을 명시 

☞ http://www.dailytimes.com.pk/national/11-Aug-2015/pakistan-to-spend-33bn-on-energy-from-46bn-chinese-

grant 

▐  네팔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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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DB), 3개의 발전 사업 투자 결정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네팔지역 2개 수력발전소 및 네팔-인도간 전력 송전라인의 주요 

전력사업에 대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재정적 투자 결정 

ㅇ 2개의 수력발전소는 300MW 규모의 Dudh Koshi 수력발전소(전력저장 타입) 및 410MW 

규모의 Nalsing Gadh 수력발전소임 

ㅇ 네팔-인도간 전력 송전라인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의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전력시스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ㅇ 네팔전력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의 Deputy managing director인  Lila Nath 

Bhattarai는 설계, 입찰서류의 준비, 본 사업으로 인한 사회 및 환경적 영향 연구, 계약자의 

선택기준 마련 등의 안건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힘 

☞ http://www.nepalenergyforum.com/adb-plans-to-fund-3-power-projects/ 

 

□ 부트왈전력회사(BPCL, Butwal Power Company Limited), 수익 71.91% 상승 

ㅇ 부트왈전력회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하여 올해 4분기의 순수익이 71.91% 상승했다고 

2015년 8월 15일 보도 

ㅇ 부트왈전력회사에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의 순수익이 지난 회계연도의 4분기에 Rs 30.37 

crore(천만루피)에서 올해 4분기에는 Rs 52.83 crore로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밝힘 

☞ http://www.nepalenergyforum.com/butwal -power-company-profit-hikes-by-71-91-eps-rises-to-rs-31-21-

from-rs-19-75-in-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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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전력청, Mahaweli River의 Moragolla 수력발전 프로젝트 

 

 
전력청 사업조달위원회(Project Procurement Committee)의 위원장은 Moragolla 

수력발전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전력청을 대신하여 사업 발주 

 

사업 내용 

 

ㅇ 계약번호 : CEB/MHP/PD/EV/04/2015/01 

ㅇ 사업명 : River flow measurement of Mahaweli River / Moregolla Hydropower Project 

ㅇ 사업기간 : 측량 1 년 

ㅇ RFP 제출기한 : 2015.08.25 일 09:00~16:00 시 

ㅇ 입찰전 미팅 및 현장방문 : 2015.08.20 일 09:00 시 

ㅇ 입찰마감 : 2015.08.26 일 14:00 시 

※ 입찰제안서는 입찰마감 후 120 일간 유효 

 

조달자 요구사항 

 

1. 외국인 입찰 불가. 

2. 내국인 조달자의 경우, 신용장 발송 후 4 개월 이내에 100% 조달 실시 

3. 조달되는 물건에 대하여 보험이 필요 없음 

4. 모든 입찰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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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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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ceb.lk/sub/cmnhandler/ceb_effigyf.ashx?id=1074&PgID=tenderNotice 

 

□ 전력청, Assets Management Hydro Building의 승객용 엘리베이터 발주 

ㅇ 전력청은 캔디시 Ampitiya Road에 위치한 Assets Management Hydro Building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 

  

http://www.ceb.lk/sub/cmnhandler/ceb_effigyf.ashx?id=1074&PgID=tender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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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모델 및 사양은 No. 04 stops 630 kg 1.0m/s임 

- 입찰 기한 : 2015년 8월 12일 09:00~15:00까지 

- 입찰 참가비 : 1,500 Rs 

- 총 사업비 : 입찰 참여의향 표명 시 협상을 통해 결정 

※ 입찰제안서는 CEB로부터 구매해야 함(500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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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kvijaya 발전소, Round webbing slings 조달 발주 

- 입찰 마감일 : ′15.09.02일 14:00시까지로 연장 

- 발주처 : 전력청, Lakvijaya 발전소 Junior Procurement Committee 

- 입찰비용/입찰보증금 : 500 Rs / 10,000 Rs 

- 입찰장소 : Deputy General Manager, Lakvijaya Power Station, Ceylon Electricity Board, Narakkalliya Norochcho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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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 Grid Station 입찰 공고 

ㅇ 파키스탄 발전 및 송전공사(NTDC)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으로 송전 망 향상 투자 

프로그램(Power transmission Enhancement investment program)인, Tranche-IV을 추진에 

대한 입찰 계획을 밝힘  

- Gakkhar, Rawat, Muzafargarh, Jamshoro 4곳의 500Kv급 변전소의 토목송사, 현장조립, 테스트 및 

시운전 사업자 모집 중 

- 입찰기업은 적어도 관련 부문에 5년이상의 경험과 10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대한 완료 경험이 

있어야 하며, 낙찰 후 2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함 

- 세부사항은 국가송배전회사 홈페이지 참조(www.NTDC.com.pk) 
 

☞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3582&seqno=1160148&c=TITLE&t=&pagenum=1&tableName=TYPE _LEGATION&pc=&dc=&wc=&lu=&vu=

&iu=&du= 

 

  

http://www.energy.gov.lk/sub_pgs/tenders.html
http://www.ceb.lk/sub/tenders/notices.aspx
http://www.ntdc.com.pk/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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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국영 전력건설회사, 25억 루피에 민영화 

ㅇ 8월 11일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 공금을 위해 1974년 에 설립된 국영기업인 

전력건설회사의 지분 88%을 사우디아라비아의 Mansour AI Mosaid사에 판아 민영화함, 

남은 12%의 지분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나누어서 갖게 됨 

ㅇ 민영화위원회(PC)의 회장 Moharmmad Zubair에 따르면, 민영화는 지난 10년간 파키스탄의 첫 

전력 판매였으며, 앞으로 파시스탄 국제 항공(PIA)과 국영제철소(PSM), 전력발전회사들도 

민영화할 계획을 밝힘 

☞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 oardid 

=3582&seqno=1162123&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

&iu=&du= 

 

□ 파키스탄과 이란 협상 재가동 

ㅇ 파키스탄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이란과의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순 에너지 수입국가이며, 이란은 순 에너지 수출국임에 따라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기 전송 라인과 같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가 진행 될 예정 

ㅇ 국가 안보 및 외교 Sartaj 아지스 파키스탄 총리 고문은 파키스탄과 이란의 양국 간 협력 

강화는 상호 이익을 위한 방안을 언급. 또한 현재 파키스탄-이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회담의 주요 의제 

☞ http://thediplomat.com/2015/08/iran-and-pakistan-back-to-business/ 

☞ http://sputniknews.com/business/20150813/1025720429.html  

 

 

▐  네팔  

 

□ Melamchi 용수공급 프로젝트 입찰 

ㅇ 네팔 Melamchi 용수공급위원회(Water Supply Board)는 용수처리공장 확장 설계 및 감리 

컨설팅 서비스 입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 

- 시행기관 : Melamchi Water Supply Board (ADB 차관 사업) 

- 입찰기한 : 2015.11.2 

- 계약 내용 : 용수처리공장 확장 설계 및 감리 컨설팅 서비스 (Water Treatment Plant Capacity 

Expansion Work Design and Supervision Consulting (DSC05) Services) 
 

☞ http://csrn.adb.org 

 

http://pakislamaba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
http://csrn.a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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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전력청,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를 위한 포럼 개최 

ㅇ 전력청은 2015년 7월 17일 전력청 연구개발부서 강당에서 연구과제 진행상황에 대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진행 

ㅇ 전력청 General Manager인 M.C. Wickramasekara와 Additional General Manager인 

Bandula Tilakasena 및 Deputy Manager인 Ronald Comester가 참석하였으며, 전력청 

연구진들이 참여한 7개 연구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 7개 연구사업의 분야는 전력 분배, 송전, 발전분야임 

- 7개 연구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86 

 

□ 랑카전력회사, ‘전력분배 부문의 성공 및 도전’ 심포지움 개최 

ㅇ 2015년 4월 Kingsbury Hotel에서 개최된 이 심포지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에너지 전문가인 Priyantha Wijethunga 교수에 의하여 진행 

ㅇ 본 심포지움은 소비자 서비스, 가치 창출, 가치의 분배에 의하여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진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 

- 또한 향후 계획 중인 전력분배에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 수행 
 

☞ http://leco.lk/?p=2761 

 

□ 랑카전력회사, 2014년 재정상태 감사 수행 

ㅇ 랑카전력회사(LECO, Lanka Electricity Company) CEO인 Mr. Bandula Chandrasekara 및 

재무이사인 Mr. Sunil Perera는 2014년 재정상태 감사 수행 

- 발전 및 에너지부에서 감사 
 

☞ http://leco.lk/?p=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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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파키스탄의 전력 위기: 불가능한 트랜스 미션” 서적 발간 

ㅇ 빈약한 지배구조, 무능력, 투명성, 유통 및 유통 손실(절도의 순화된 표현)으로 인한 

파키스탄의 전력 공급은 불가능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 

☞ http://www.dawn.com/news/1195871 

 

 

▐  네팔  

 

□ 아시아개발은행, 네팔 신재생에너지 자금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기회 행사 개최 

ㅇ 네팔 카투만두에서 2015.10.6일~7일까지 개최될 워크샵은 ADB를 포함한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와 같은 주변국의 네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금투자 

성공사례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모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ㅇ 이번 워크샵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네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금 투자 메커니즘 및 성공적인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논의 

- 에너지사업 분야의 투자지원 확충 방안 및 관계기관의 역량강화 제공 방안, 경영 및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개인 투자자, 금융기관, 은행 등에 의한 투자 양상에 관한 논의 
 

☞ http://www.aepc.gov.np/?option=events&page=eventsdetail&cat=ucevents&eid=11  

 

□ 전북대, 네팔 연구원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전 

ㅇ 전북대는 11일부터 24일까지 네팔 과학기술아카데미(NAST, Nep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추천을 받은 13명의 연구원을 초청해 신재생에너지 연수를 진행 

ㅇ 이번 연수는 네팔 과학기술아카데미가 에너지 수급이 열악한 네팔의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한 연구진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대에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지원사업'을 요청해 

이루어짐 

- 이번 연수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등 이론 교육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우수 기업 

현장견학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제조 실습교육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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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전북대 신재생에너지개발지원센터장은 "에너지 수급이 열악한 네팔에 전북대의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기술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네팔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발굴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선언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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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스리랑카, 전력 분배 및 송전에 관한 연구 활발 

ㅇ 스리랑카는 지난달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국가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력 부문의 

분배, 송전 개선 문제에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 중임 

ㅇ 스리랑카 전력청은 국가 전력부문의 총괄 연구기관으로써 2015년에 7개의 국가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 진행 중인 7개의 연구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시사 

- 2015년 4월 랑카전력회사에서는 전력분배 부문에 개선을 위한 ADB 포럼 성공적 개최 

 

□ 네팔, 신재생에너지 부문 본격 개발 

ㅇ ADB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ㅇ 아시아개발은행의 우수사례 전파 및 토론으로 인하여 아시아개발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의 투자모델 및 투자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 

- 인센티브 정책 등의 사례 전파를 통한 네팔의 인센티브 정책의 선진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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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네팔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상황 

 

ㅇ 네팔은 히말라야 지역의 높은 지대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에너지 공급이 쉽지 않고,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원 매장량이 없음 

ㅇ 2010년 네팔의 전기 사용률은 전체 인구 중 53%만을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250만명 이상이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76%인 

2,020만명 이상이 가정용 연료로 목재를 사용하고 있어 산림 황폐화가 심화되는 추세 

ㅇ 네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용 바이오가스 레인지, 가정용 바이오가스 소화조, 

태양광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계획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에너지 소비 현황 

ㅇ 2010년 네팔의 총 에너지 소비는 약 428 PJ(10,220 ktoe) 였음 

ㅇ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대규모 수력발전 제외)는 2008년~2009년 

사이에 전체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점유율은 0.7%로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2005년에 비하여 약 40%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ㅇ 2010년 네팔의 에너지 소비 분배는 다음과 같음 

 

네팔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율 

연도 바이오매스 석유 석탄 수력 신재생 기타 총 계 

2010 85% 9% 3% 2%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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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네팔의 에너지 통계는 다음과 같음 

 

네팔의 에너지 통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인구 

(백만명) 
29.33 

1 차 에너지소비/인구 

(toe/인) 
0.34 

GDP 

(십억달러) 
7.65 

1 차 에너지소비/GDP 

(toe/천달러) 
1.30 

GDP(PPP) 

(십억달러) 
45.10 

1 차 에너지소비/GDP(PPP) 

(toe/천달러) 
0.22 

에너지생산 

(백만 toe) 
8.82 

전력소비/인구 

(kWh/인) 
91.00 

에너지 순수입 

(백만 toe) 
1.21 

CO2/1 차 에너지소비 

(tCO2/toe) 
0.34 

1차 에너지소비 

(백만 toe) 
9.96 

CO2/인구 

(tCO2/인) 
0.12 

전력소비 

(TWh) 
2.68 

CO2/GDP 

(kgCO2/달러) 
0.45 

CO2 배출량 

(백만tCO2) 
3.40 

CO2/GDP(PPP) 

(kgCO2/달러) 
0.08 

자료 : 자주찾은 에너지 통계(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전체 에너지 소비는 평균 연간 2.4%의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에너지 사용 효율에 있어 상당히 낮은 효율이지만 네팔은 다른 인근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CO2 배출량을 기록 

- 이는 바이오가스의 사용이 국가 에너지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수력 및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 

 

ㅇ 네팔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율은 다음과 같음 

 

네팔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율 

연도 가정 수송 산업 상업 농업 총 계 

2010 87% 6% 5% 1% 1% 100% 

 

ㅇ 네팔의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율은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소비율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전체 중 85%를 차지함 

- 이는 가정부문 대부분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충당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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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ㅇ 2010년 도시 지역 가정부문의 고체연료(석탄, 농작물 폐기물, 배설물, 나무 등) 사용은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반면, 농촌지역 가정부문의 고체연료 사용은 전체의 90% 가량 

사용 

-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목적은 주로 조리를 위한 열원으로 사용 

- 네팔 정부는 가정부문의 고체연료 사용 대체를 위한 지속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 네팔지역 가정부문의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연간 총 사망: 7,500명 

-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질병의 국가 의료비 부담비율: 2.7% 

 

□ 네팔의 에너지 효율 

ㅇ 네팔은 GDP 1,000 USD당 약 1 TOE 수준으로, 2012년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네팔은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 UN에 따르면, 네팔은 매우 큰 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써,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 

- 네팔전력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은 2010년 27개의 전력 송배전망의 개선을 통한 ‘전력 

손실 감소’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및 백열등을 CFL 전구로 대체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실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 
 

ㅇ 네팔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법률체계의 부재’, ‘대중의 낮은 인식수준’, ‘전문인력의 

부족’을 국가적 문제로 삼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 에너지 효율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의 제도화 및 에너지 전문기관의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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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 기관 및 정책 

 

□ 공공기관 

ㅇ 몇몇의 네팔 정부기관은 에너지 정책 이슈 및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영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부(MoE, Ministry of Energy), 모든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환경과학기술부(MoEST, 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 Technology) 및 산업부(MoI, Ministry of Industry)가 주요 기관 

ㅇ 산림토양보존부(MoFSC, Ministry of Forest and Soil Conservation)은 바이오매스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택부(MoH, Ministry of Housing)은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담당 

ㅇ 상업공급부(MoCS, Ministry of Commerce and Supplies)는 화석연료 사용에 관한 Q&A업무를 담당 

ㅇ 네팔전력국(NEA)는 국영시설 및 전력부문의 총괄책임기관으로써 전력공급에 대한 모든 

계획,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민간발전량의 유일한 전력구매자이며, 인도로부터 

전력수입 및 수입에 관한 구매계약 에이전트 역할 수행 

- 네팔전력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은 198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써 발전, 송전 및 

배전, 국가 전력계통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 
 

ㅇ 대체에너지진흥센터(AEPC, The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er)는 네팔의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립 

- 네팔 환경부 산하의 자치기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부처의 정책결정 및 민간발전단체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며,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정책 수립, 계획의 이행 촉진 등의 역할을 포함 
 

ㅇ 수자원에너지위원회(WEC, The Water and Energy Commission)은 네팔의 수자원 및 

에너지의 개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1975년도에 설립 

- 6년 후 영구적 사무국 형태로 발전하면서 국가의 수자원 및 에너지 전략과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전략 수행기관으로써의 역할 담당 

- 수자원에너지위원회는 수자원에너지 부문의 정책과 전략의 수립, 입법제안의 준비, 정책소통의 

조정, 에너지사업의 식별, 에너지 및 수자원분야의 양자 또는 다자간 사업 분석,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수요 연구 수행 등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 

 

□ 에너지 정책 

ㅇ (국가에너지 전략) 네팔은 국가에너지전략(NES, National Energy Strategy)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승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국가에너지전략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목표는 국가 계획위원회가 일반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설정하고 독점적으로 

전력 거래를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발전 부문 등 전력부분에 예산을 독점적으로 할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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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2010년 간의 3개년 계획에는 가정부문에서 가정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바이오매스의 지속적 활용 

및 상업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적음 
 
 
 

2007 년~2010 년 전력 및 에너지 목표 

1 수력 개발을 위한 투자기회 모색 

2 농촌지역의 안전하고 쉬운 전력 사용 

3 진행 중인 105MW 급 수력발전 용량 추가(공공부문 85MW, 민간부문 20MW) 

4 2,115MW 급 수력 발전 사업의 건설 착수 

5 국가 전력계통의 확장을 통한 네팔 국민 전력사용율 10% 증대 

6 인당 에너지 소비량 100kWh 증대 
 
 
 

ㅇ (바이오매스 에너지전략) 네팔은 2013년 대체에너지진흥센터(AEPC) 및 네팔에너지효율프로그램 

(NEEP, Nepal Energy Efficiency Program)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략 추진 준비 결정 

- 모든 부문의 에너지 수요 및 공급 등의 많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연구가 2014년에 수행됨 

- 베이스라인 연구과제의 기본 목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성 및 최종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사용 

베이스라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 개요 제공,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한 에너지 동향 파악, 에너지 

관리에 따른 국가적 책임 및 목표, 고효율 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한 바이오매스 자원 사용의 절감,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 및 효율적 기술의 채택, 빈곤감소, 

성별∙사회적 통합, 건강 및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에너지 효율전략) 네팔 수자원에너지위원회(WECS)는 네팔에너지효율프로그램(NEEP)의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전략(EEST, Energy Efficiency Strategy)을 제도화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네팔 국가에너지 전략의 일부로써 제도의 목적 중 하나임 

- 네팔 수자원에너지위원회(WECS) 국가에너지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국가에너지 효울 정책의 초안 제출 

- 네팔 에너지 효율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에너지 효율 전략 

1 전략, 네팔 기관과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조치를 취할 수있는 법적 / 규제 조치와 

기술 격차를 식별 

2 
남아시아 지역의 전략, 기관 및 고급 국가의 법률 / 규제 조치의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 네팔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 

3 네팔의 에너지 효율 잠재력의 평가 

4 
관련 정부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이 과제의 출력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단계에서 상담을 약속 

5 국가 전력계통의 확장을 통한 네팔 국민 전력사용율 10% 증대 

6 
일관성 측면 관리 및 에너지 효율을 요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출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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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 에너지원별 현황 

ㅇ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현재까지 네팔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이었으며, 나무 및 

농업잔류물, 가축의 배설물을 포함하여 주로 가정부문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 

- WECS(World Energy-Commercial Solar) 통계에 따르면, 네팔의 벌채율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 

이어 연간 2.1%로 가장 높았으며, 2005년 목재 소비량은 약 17만톤에 달함 

- 네팔에서 바이오매스의 현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에너지 전략(NES, National Energy Strategy 

Framework)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략(BEST, Biomass Energy Strategy)를 포함 
 

ㅇ (바이오가스) 네팔의 농업시스템은 전적으로 가축에 의존하고 있으며, 120만 가구에서 

물소 또는 버팔로를 사육하고 있음 

- 대체에너지진흥센터(AEPC,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er)에 따르면 2011년 7월 241,920개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2,800개 이상의 빌리지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에 설치되었으며 75개 지역을 포괄함 

- 2,907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GSP(Gold Standard Biogas Project)의 기준에 따라 설치됨 
 

ㅇ (태양 에너지) 네팔은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랜턴, 태양광 

홈시스템의 4가지 태양에너지 기술에 큰 잠재력을 지님 

- 네팔의 태양에너지는 대략 연간 300일, 1 평방미터 당 3.6~6.2 kWh의 태양복사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2009년까지 185,000개의 태양열 온수기와 함께 거대한 태양열 시장이 있음 
 

ㅇ (석유제품) 석유제품은 네팔에서 목재연료 다음으로 큰 에너지 시장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8%를 차지 

- 네팔의 모든 석유제품은 인도로부터 수입하여 ‘네팔석유공사(NOC, Nepal Oil Corporation)’ 및 

‘인도석유공사(IOC, India Oil Corporation)’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수입의 75%는 디젤, 등유, 가솔린으로써 이 중 62%이상이 교통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2001년에 비하여 2006년에 소비량이 두 배 이상 증가 

-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를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 석유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농촌 가정부문의 에너지 빈곤이 심화 
 

ㅇ (석탄) 석탄소비는 네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벽돌, 석회, 

시멘트 및 강철 제조의 열처리 공정에서 대부분 사용 

- 네팔은 약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 

및 2009년에 인도로부터 293,000t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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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ㅇ 네팔전력국(NEA, Nepal Electricity Authority)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국가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2009년 네팔 전체 인구의 43%에게만 전력 공급하였으며, 농촌지역 

인구의 8%만이 전기를 사용 

- 네팔은 전력계통에 수천 개의 소규모 디젤 발전시스템, 태양광 홈시스템, 소규모 원격 미니그리드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인구의 15%에게 전력을 

제공해 왔음 

- 2008 년 12 월 네팔 정부는 "국가 에너지 위기"를 선언하고 에너지 위기 관리 조치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한 90가지의 네팔 전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네팔의 전력 수급상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기 때문 
 

ㅇ (전력수요) 네팔전력국에 따르면 네팔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매년 약 9% 증가 

-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하여 저녁시간의 에너지 수요 피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속적 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추가 발전용량 증대가 2007년 이후로 어려움 

- 따라서 NEA는 전력수요의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 반면, 전력의 생산 및 송전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야심찬 발전 및 송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실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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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에너지 최대 수요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Peak 

Demand(MW) 
557.53 603.28 648.39 721.73 812.50 885.28 946.10 1,026.65 1,094.62 1,200.98 

NEA Hydro 

Generation 
1,522.9 1,568.55 1,747.42 1,793.14 1,839.53 2,108.65 2,122.08 2,357.43 2,273.11 2,290.78 

NEA Thermal 

Generation 
13.67 16.10 13.31 9.17 9.06 13.01 3.40 1.56 18.85 9.56 

NEA Generation 

Total(GWh) 
1,536.57 1,584.65 1,760.73 1,802.31 1,848.59 2,121.66 2,125.48 2,358.99 2,291.96 2,300.34 

Power Purchase 

from India 
241.39 266.23 328.83 425.22 356.46 638.68 694.05 746.07 790.14 1,072.23 

Power Purchase 

from IPPs 
864.80 930.04 962.26 958.42 925.74 591.43 1,038.84 1,073.57 1,175.98 1,258.94 

Power Purchase 

Total(GWh) 
1,106.18 1,196.27 1,291.09 1,383.64 1,282.20 1,230.11 1,732.89 1,819.64 1,966.12 2,331.17 

Available 

Energy(GWh) 
2,642.75 2,780.92 3,051.82 3,185.95 3,130.79 3,351.77 3,858.37 4,178.63 4,258.08 4,631.51 

자료 : Peak Energy Demand(2014) 

 

ㅇ 2005년과 2014년 사이 에너지 피크 수요는 557에서 1200MW로 두 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에 연간 네팔 전력생산은 2,642 GWh에서 4,631 GWh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72 

GWh를 인도에서 수입하였고 3,558 GWh를 네팔에서 생산 

ㅇ (발전 및 설치용량) 네팔의 발전의 93%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는 

전력국에서 소유했거나, 민간발전에 의하여 발전 

-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도로부터 전력 수입은 매우 중요하며, 

인도로부터 전력 수입량은 네팔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18.42%를 차지 

- 민간발전 및 국영 수력발전은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인도에서 전력수입량은 

4배(2001년 266GWh에서 2013년에 1,072GWh)로 높아져 인도로부터의 전력 의존율이 점점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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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력발전) 수력발전에 대한 계획 및 설치 목록은 내팔 연방 상공회의소(FNCCI, 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에 의하여 공개 

 

네팔의 수력발전 현황 및 계획 

총 주요 계통연계 수력발전 472,994 kW 

총 소수력 발전 4,536 kW 

총 민간 수력발전 158,315 kW 

총 네팔 수력발전 635,845 kW 

 

- 수력발전을 위한 물의 양 및 시간: 댐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의 부족, 물 부족 등의 문제는 

수력발전 전체 용량의 약 59% 정도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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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평가 및 전망 

 

□ 열병합 발전의 기회 

ㅇ 네팔에는 약 11개의 설탕공장이 있으며 매년 약 3만톤의 설탕을 생산 

- 사탕수수를 이용한 모든 설탕공장은 전력 및 스팀 사용이 필수적이며 열병합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네팔의 건기 동안 여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 이러한 부수적인 잠재발전량은 연간 약 20,750 MWh이며 네팔전력국의 화력발전에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ㅇ 또한 기존 설비의 고효율화를 통한 발전량 증대는 건기 수력발전량의 18%인 연간 257,886 

MWh 정도를 기여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기회 

ㅇ UNDP 2012에 따르면, 네팔의 총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710 MW,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력은 77,949 MWh/년, 총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3,891 GWh/년, 총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은 226,460 GWh로 발표 

ㅇ 2012년에 네팔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파트너쉽(Th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연구에서 네팔의 풍력자원은 적어도 200에서 300 

MW규모의 전력 생산 잠재력이 있다고 발표 

- 최대 풍속은 약 46m/s로 몇몇에 지역에서 기록되었으며, 풍력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은 머스탱 

지역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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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스리랑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Power and Energy 

 Ceylon Electricity Board 

 Lanka Electricity Company 

 LTL Holdings 

 Lanka Coal Compan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Ministry of Petroleum Industries 

 Ceylon Petroleum Corporation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현지 정보처 Data and Information Unit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국내 정보처 KOTRA 스리랑카 콜롬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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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Power Division 

 Ministry of Powe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ivision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Department of Environment 

현지 정보처 Energy Bangla 

국내 정보처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  파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Water and Powe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Board 

 National Engineering Services Pakistan 

 National Power Construction Company 

 National Transmission & Despatch Company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Resources 

국내 정보처 KOTRA 파키스탄 카라치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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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nergy - 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Water and Energy Commission 

 Nepal Electricity Authorit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 Deparment of Environment 

 Alternative Energy Promotion Centre 

국내 정보처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주 네팔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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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과 민영화 로드맵 서명 

ㅇ 국가민영화·반독점·경쟁위원회는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공사(IFC)와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민영화 및 기업경영 개선 부문 공동 사업과 관련한 액션 플랜 로드맵에 서명 

-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경영인들의 기업경영 교육을 담당할 기업경영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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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슈카다리아주 LT 텍스타일 공장 착공 

ㅇ 카슈카다리아주에서 5천5백만달러 규모의 LT Textile International사 신규 공장 착공식 

개최 

- 네덜란드 LT Textile International사가 설립한 동 공장은 연 2만톤의 원면을 가공하여 1.5만톤의 

면사를 생산할 계획이며, 2016년11월 가동 착수하여 2017년 1/4분기에 100% 가동 전망 
 

☞ http://www.uzdaily.com/articles-id-33106.htm 

 

□ 우즈베키스탄 2015년 상반기 경제성과 평가 

ㅇ 우즈베키스탄은 내각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2015년~2019년 

산업발전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논의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일관된 시행으로 높은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 

균형 강화를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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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zdaily.com/articles-id-33106.htm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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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2015년 및 2016년 GDP 성장률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카자흐스탄의 올해 및 내년 GDP 성장률을 각각 2%, 3.25%로 전망 

- IMF는 카자흐스탄의 2016년 GDP 성장률을 유가 및 대외 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당초 발표한 

3.1%에서 3.25%로 상향조정 

-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을 2015년 1.7%, 2016년 2.9%, 2017년 4.1%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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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정부 예산 삭감 지시 

ㅇ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가능한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지시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수출이 감소하고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 
 

☞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Nazarbayev -instructs-government-to-cut-back-expenses- 261517/ 

 

□ 카자흐스탄, 유럽행 철도 수송량 증대 계획 

ㅇ 카자흐스탄 철도 국영기업은 ‘중국-유럽-중국’ 경로를 통해 42,000개의 컨테이너를 

유럽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함 

- 철도 국영기업 대표자는 이는 2011년에 비해 거의 40배 증가한 양이라고 밝힘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21597.html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스 수입 증가 

ㅇ 카자흐스탄 재무부 세입위원회는 7월 29일 올해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가스 수입량이 전년 

대비 39.4% 증가했다고 발표 

- 카자흐스탄은 올해 상반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17억 7,280만㎥(39.4%, 1억 5,880만달러),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1억 3,520㎥(-57.4%, 2,299만달러)의 천연가스를 수입 

- 반면, 카자흐스탄의 올해 상반기 가스 수출량은 우크라이나 25억 9,560㎥(-34.6%, 3억 3,940만달러), 

스위스 18억 2,920㎥(67.4%, 1억 4,870만달러), 폴란드 8억 1,390㎥(4.2배 증가, 8,910만불), 중국 

1억 9,980만㎥ (-5.5%, 2,560만달러), 키르기스스탄 1억 1,200만㎥(-21.7%, 2,510만달러), 그리스 

4,430㎥(-21.7%, 1,040만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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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Nazarbayev-instructs-government-to-cut-back-expenses-%20261517/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21597.html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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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석유 생산 증가 

ㅇ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산업·광물자원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서부 지역(Goturdepeneft) 

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가 170만톤을 초과했다고 밝힘 

- 총 34개의 탐사정 및 8개의 생산정을 포함한 42개의 유정이 운영되고 있음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1944.html  

 

□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국영석유공사(TAPO)에 TAPI참여 제안 

ㅇ 구르방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터키 국영석유공사(TAPO)에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관’ 사업 참여를 제안 

- 이에 대해 TAPO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3639.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8월 6일 부로 세관 검사장 무효화 

ㅇ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연합에 가입한 카자흐스탄은 8월 5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연합 

회원국으로 맞이하는 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힘 

- 이로써 8월 6일부터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연합 정식 회원국이 되며,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국경 세관 검사장은 무효화된다고 밝힘 
 

☞ http://www.eng.24.kg/cis/176652-news24.html 

 

□ 키르기스스탄 EEU 가입 협약 발표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위원회는 8월 12일부로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협약이 발효 

된다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에 이어 5번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이 됨 

-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으로, 회원국 간에 재화· 서비스·자본·노동력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며,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함 
 

☞ http://www.eng.24.kg/cis/176696-news24.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1944.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3639.html
http://www.eng.24.kg/cis/176652-news24.html
http://www.eng.24.kg/cis/176696-news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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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 상반기 중앙아시아 권역 내 국가들과의 무역량 급증 

ㅇ 2015년 상반기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량은 81%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산 

에너지 원료, 식품, 곡물 등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임 

- 증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인 키르기스스탄과 25.3%, 투르크메니스탄과 1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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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창조지수 가장 낮은 국가 

ㅇ 타지키스탄은 최근 발표된 “국제창조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2015)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  

- 국제창조지수는 관용(tolerance), 재능(talent), 기술(technology)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타지키스탄은 

각각의 항목에서 85위, 90위, 106위였으며, 종합적으로 전체 139개국 중 114위 
 

☞ http://www.asiaplus.tj/en/news/tajikistan-has-been-considered-most-non-creative-country -central-asia 

 

 

▐  몽골  

 

□ 몽골 2020년부터 중국에 에너지(전력) 수출 가능성 

ㅇ 몽골 에너지부는 8월 4일 ‘제2차 몽골-중국 에너지분야 실무회의’를 개최 

- 동 회의에는 D. Delgertsogt 에너지부 사무차관과 Jan Yuchin 중국 에너지 관리국 부국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 

- 몽골은 중국에 전력 수출을 위해 Eg강 수력발전소와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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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개발은행, 에너지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 

ㅇ 몽골 개발은행(DBM)은 에너지(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관련 장비구입에 필요한 40억 

투그릭(1$=1,975투그릭)을 국가예산에서 후불 조건으로 지원 

- 이는 국가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의 설비 낙후 및 정전 등과 같은 잦은 

비상사태의 대응을 위한 조치로 겨울철 난방 공급을 위한 이동식 발전기, 기자재 등을 상기 

개발은행 자금으로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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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www.asiaplus.tj/en/news/tajikistan-has-been-considered-most-non-creative-country%20-centra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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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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독일기업,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ㅇ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공사(Uzbekenergo)는 독일 컨소시엄이 사마르칸트의 100㎿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 독일 GOPA International Energy Consultant, Suntrace 및 RENAC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사업 시행 관련 감독·컨설팅서비스 국제입찰을 수주하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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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바렉 가스정제공장 현대화 착수 

ㅇ 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는 카쉬카다리아주 무바렉가스 정제공장1의 

1.7 억불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였다고 발표 
 

- 본 사업은 2018 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파이낸싱은 △석유가스공사 8 천만불,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FRDU) 5 천만불, △시중 은행 4 천만불 등으로 충당될 예정 
 

☞ http://www.uzdaily.com/articles-id-33182.htm 

 

 

□ 에스토니아 업체, 제철공사 현대화 참여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 제철공사(Uzmetkombinat)는 주물 생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Skinest Rail 사(철도교통 기업)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 
 

- 제철공사는 현재 연간 1,500 톤의 생산 용량을 2019 년말까지 2 배 이상 증가한 3,200 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는 약 4 백만불로 평가 
 

- Skinest Rail 사는 최근 타슈켄트 제철공사를 방문하여 주물 생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장비 공급 및 

기술개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협력 프로토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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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바렉 가스정제공장: 우즈베키스탄 최대 가스정제공장으로, 현재 연 30 BCM(billion cubic meter)의 가

스를 처리하여 57만톤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 중임. 2013년 9월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시 동 공장

을 기반으로 한 인도라마-CNPC-UNG간 가스화학공장 건설 협정이 체결되어 2015년초 착공을 추진한 

바 있음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www.uzdaily.com/articles-id-33182.htm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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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연료은행 설립 추진 

ㅇ 카자흐스탄 이드리소프 외교장관은 7월 28일 성명을 통해 Y.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8월 27일 카자흐스탄에서 저농축우라늄(LEU) 은행 설립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 

- IAEA는 올해 8월 말에 카자흐스탄 내 저농축우라늄 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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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 자전거, 알마티 새 교통수단으로  

ㅇ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인 TENGRINEWS는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기업 Almaty Kairat 

Kulbayev가 알마티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자전거 렌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보도 

- 주요 회사 및 쇼핑몰 근처에 200개의 정거장이 설치되며 2,000개의 자전거를 배치할 예정 

- 기업 대표는 알마티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 밝힘 
 

☞ http://en.tengrinews.kz/industry_infrastructure/Rental -bikes-to-become-part-of-public-transport -system-in-

261467/ 

 

□ 카자흐스탄 신규 유전·가스전 탐사 계획  

ㅇ 카라발린 에너지부 제1차관은 7월 20일 브리핑에서 신규 유전 및 가스전을 탐사할 

계획이며, 4번째 정유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지질 조사 및 탐사 부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행정 절차 개선 등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전 개발에 따라 혜택 및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과세 방안을 도입할 

계획 

- 또한 PPP 컨소시엄을 통해 동 부문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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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situation/index.jsp
http://en.tengrinews.kz/industry_infrastructure/Rental-bikes-to-become-part-of-public-transport%20-system-in-261467/
http://en.tengrinews.kz/industry_infrastructure/Rental-bikes-to-become-part-of-public-transport%20-system-in-261467/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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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일본, 투르크메니스탄에 항구 건설 투자 의향 

ㅇ 최근 열린 투르크메니스탄-일본 회담에서 일본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역 항구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전함 

- 이번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터미널, 조선소, 항구 인프라를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18263.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공식적으로 금광 생산에 착수 

ㅇ 키르기스스탄은 공식적으로 Taldybulak Levoberezhny 금광 생산에 착수함 

- Taldybulak Levoberezhny 금광은 1963년에 만들어져 운영되다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대통령의 의지로 생산을 재개하려는 준비를 진행 
 

☞ http://www.eng.24.kg/economics/176582-news24.html 

 

 

▐  몽골  

 

□ 몽골-중국 경제자유지구 설립 계획 

ㅇ 몽골-중국 간 국경경제협력자유지구(Zamyn-Und와 Ereen 지역)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함 

- 2014년 동안 190만 명의 승객과 55만 2,000대의 자동차, 4,000대의 기차가 자민우드를 거쳐 

갔으며, 이로 인한 무역 가치는 10억불에 이름 
 

☞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5:mongolia -and-chin a-planning-on-

new-economic-freezone&Itemid=764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18263.html
http://www.eng.24.kg/economics/176582-news24.html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5:mongolia-and-chin%20a-planning-on-new-economic-freezone&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5:mongolia-and-chin%20a-planning-on-new-economic-freezone&Itemid=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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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화방지 ’GREEN WALL PROJECT’, 한국 산림청과 2020년까지 연장 합의 

ㅇ 몽골 환경개발‧관광부 장관은 한국 산림청장과 함께 몽골의 사막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인 ‘GREEN WALL PROJECT’를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합의 

- 2007년부터 양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다수의 지역에 삼림지역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막화 방지를 지원 
 

☞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3:green-wall-project -to-continue-

until-2020&Itemid=764 

 

 

▐  타지키스탄  

 

□ 유럽개발부흥은행, 타지키스탄 코카콜라 공장 건립에 투자 

ㅇ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타지키스탄 코카콜라 공장 건립을 위해 4,470만불의 

대출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농업에서의 수입감소 및 국내생산 증대를 위함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전함 
 

☞ http://www.asiaplus.tj/en/news/ebrd-helps-bring-coca-cola-bottling-plant-tajikistan-0 

 

 

▐  이란  

 

□ 이란, 제6차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6-2021) 

ㅇ 제6차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6-2021)의 주요내용으로 경제, 정보통신기술, 사회, 국방 및 

국가안보, 외교정책, 사법, 문화, 과학, 기술혁신 등 80여개 조항을 준비 중 

- 1990년부터 시작된 이란의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자원에너지), 사회, 문화 영역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전략을 규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5/06/30/Iran-s-new-5-year-plan-focuses-on-defense-

economy-.html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3:green-wall-project%20-to-continue-until-2020&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213:green-wall-project%20-to-continue-until-2020&Itemid=764
http://www.asiaplus.tj/en/news/ebrd-helps-bring-coca-cola-bottling-plant-tajikistan-0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5/06/30/Iran-s-new-5-year-plan-focuses-on-defense-economy-.html
http://english.alarabiya.net/en/News/middle-east/2015/06/30/Iran-s-new-5-year-plan-focuses-on-defense-econo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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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의회, EU 중앙아시아 특별대표부와 회담 

ㅇ 우즈베키스탄 Oliy Majilis 상원의원은 EU 중앙아시아 특별대표단과 회담을 가짐 

- 양자는 회담을 통해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우즈베키스탄과 EU 의회 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공동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http://news.uzreport.uz/news_2_e_133364.html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문 민간소유 비중 확대 조치 시행 

ㅇ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결의(pp-2340, 2015년 4월 28일)로 경제부문의 민간소유 비중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 

- 그 중 전략적 민영화를 추진하는 68개의 매각 대상 업체 리스트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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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19년 협상 끝에 WTO 가입 

ㅇ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WTO 총회에 참석하여 WTO 가입 협약에 

서명을 함 

- 19년의 협상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1인당 GDP는 18배 성장함 

 

☞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s -President-Nazarbayev-finalizes-accession-to- WTO-261335/ 

 

 

  

http://news.uzreport.uz/news_2_e_133364.html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s-President-Nazarbayev-finalizes-accession-to-%20WTO-2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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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이란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고려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총리, 외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 측 대표단과 테헤란에서 

회담을 가짐 

- 교통, 농업, 수자원관리, 관세 부문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최종 협약을 체결 

- 또한 Serakhs-Sarakhs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국경 검문소)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0834.html  

 

□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와 외교 수립 

ㅇ 뉴욕에 소재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가 투르크메니스탄-파나마 외교수립 공동 서명식을 

가짐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국 간의 향후 정치, 경제, 문화 협력과 친교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힘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0184.html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외무부장관, 베이징서 중국 외무부장관과 회담 

ㅇ 지난 7월 24일 타지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중국 외무부 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짐 

- 경제, 안보, 교통, 에너지 및 문화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였으며, 특히 

타지키스탄 외무부 장관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외교국가로 보고 있고,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http://www.asiaplus.tj/en/news/tajik-foreign-minister-holds-talks-chinese-state-councilor-beijing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0834.html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0184.html
http://www.asiaplus.tj/en/news/tajik-foreign-minister-holds-talks-chinese-state-councilor-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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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몽골, 민주주의공동체(CoD)와의 협력 중요시 

ㅇ 몽골 외무부 장관은 민주주의공동체(the Community of Democracies)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몽골은 CoD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몽골은 국제협력재단(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의 협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 
 

☞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086:mongolia -attaches-great-

importance-to-cooperation-with-cod&Itemid=764 

 

□ 몽골의회, 특별 회의 시작 

ㅇ 몽골은 8월 3일부터 국회 특별회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였으며, 개회식에는 4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참석률은 53.9%라고 전함 

- 본 회의는 형법 용어 수정부터 경제투명성 및 사면 안까지 다룰 것이라고 밝힘 
 

☞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156:parliament -comm ences-special-

plenary-session&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086:mongolia-attaches-great-importance-to-cooperation-with-cod&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086:mongolia-attaches-great-importance-to-cooperation-with-cod&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156:parliament-comm%20ences-special-plenary-session&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156:parliament-comm%20ences-special-plenary-session&Itemid=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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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2015년 상반기 경제 긍정적 평가 

ㅇ 우즈베키스탄은 상반기 경제성과 평가에서 세계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국가발전, 경제 현대화, 다변화,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관된 시행으로 높은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의 균형 강화를 달성했다고 평가 

ㅇ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성과 및 전망에 대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IMF 대표단 

수석 대표는 복잡해진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언급 

ㅇ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은 IMF에서 당초 발표한 3.1%에서 3.25%로 상향조정 하였는바, 

이는 유가 및 대외 수요의 점진적 회복세의 영향으로 보여짐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타지키스탄의 경우도 중앙아시아 권역 내 

국가들과의 무역량이 급증함 

ㅇ 몽골은 자국 내 발전소 건립을 통한 에너지 수출 전략을 추진 중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경제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ㅇ 우즈베키스탄은 산업 및 인프라 현대화 등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무바렉 가스정제 공장 

및 제철공사 현대화 프로젝트에 착수 

ㅇ 카자흐스탄은 신규 유전·가스전 탐사를 계획하고 있고, 알마티의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자전거 렌트 사업을 추진 

ㅇ 키르기스스탄은 한동안 운영 및 생산이 중단된 금광 생산에 다시 착수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자국 내 농업관련 산업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개발부흥은행으로부터 코카콜라 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금을 대출받음 

ㅇ 몽골은 한국 산림청과 수행하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합의 

ㅇ 중앙아시아 권역 내 국가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도 중앙아시아 시장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5 

<참고자료> 

 

 모로코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모로코는 소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ㅇ 2020년까지 국가 전력 생산량의 42%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에너지 정책이 생산 증가와 다변화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비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 

저감과 효율 향상 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및 생산 

ㅇ 모로코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국가로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에너지 생산량 

1,663천TOE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각각 7kTOE, 67kTOE에 불과 

- 반면, 수입량은 19,233kTOE로 석탄 3,087천kTOE, 원유 7,480kTOE, 석유제품 7,180kTOE, 천연가스 

1,000TOE 등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수입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  
 

ㅇ IEA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모로코 에너지 공급량은 18,798kTOE이며,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주된 공급원 

- 모로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에너지원별 비중은 원유 69.1%, 석탄 16.5%, 바이오 및 폐기물 7.5%, 

천연가스 5.8%, 수력 0.8%, 지열/태양광/풍력 0.3% 임 
 

ㅇ 모로코 정부는 유가 급등, 자원 확보의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국제 에너지 

정세의 급변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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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 1990~2012 > 

 

자료: IEA(2014) 
 

<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1990~2012 > 

 

자료: IE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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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비중 > 

 
자료: IEA(2014) 

 

 

  

☞ 모로코는 화석연료가 거의 생산되지 않아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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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모로코의 에너지 수요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석유제품 이용이 가장 많은 상황임 

- IEA(2014)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모로코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4,340kTOE였으며, 석유제품이 

10,537kTOE, 전력 2,370kTOE, 바이오 및 폐기물 1,385kTOE 등이었음 

- 발전량은 2012년 기준 27,520GWh이며, 발전원은 석탄이 11,856GWh, 원유 6,919GWh, 천연가스 

6,201GWh로 화석연료가 중심이 되며, 수력(1,816GWh), 풍력(728GWh)을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2012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교통 33.3%, 산업 22.12%, 주거 20.4%, 농업 12.4%, 상업 

및 공공 서비스 7.9%, 비에너지 사용 3.44% 
 

ㅇ 인구 증가, 제조업의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매년 8%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 

- 전력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소비 억제 및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중 

- 에너지 효율 제고의 핵심 분야는 공장, 자동차, 건물 3개 분야로 선진국 대비 에너지 효율이 절반 

이하 수준인 건물과 공장의 에너지소비 개선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2 > 

 

자료: IE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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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 

 

자료: IEA(2014) 

 

  

☞ 모로코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높으나, 점차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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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개발 기구(ADEREE;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ㅇ ADEREE는 모로코 에너지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심 기관임 

- 1982년 창설된 재생에너지개발센터(CDER, Centre de Développe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가 

2010년 ADEREE로 전환 

-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관한 국가 전략 및 정책 제안, 실천 프로그램 

수립/이행/조정/감독, 에너지 생산 현황 진단 및 평가, 개발 가능 지역 탐색, 관련분야 규범 확립, 

인력 양성, R&D 기능 수행, 기술 및 재정에 관한 국내/국제 협력 추진 

 

□ 태양에너지청(MASEN; 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ㅇ 태양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 태양에너지 개발 지역 탐색, 발전소 운영 업체 선정 및 감독 등 태양에너지 관련 제반 사항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 출연 기관: 모로코 정부, Hassan II세 기금, 에너지투자공사(SIE) 및 모로코전력청(ONE) 

 

□ 태양에너지 및 신에너지 연구소(IRESEN; Institut de Recherche en Energie Solaire 

et Energies Nouvelles) 

ㅇ 관련분야 R&D 기관으로서 기술감시, 연구용역 수행, 정부 자문, 학술대회 개최, 정책 평가, 

연구 결과 보급 및 전파의 기능을 수행 

 

□ 에너지투자공사(SIE, Société d'Investissements Energétiques) 

ㅇ 초기자본 10억 디르함(1$=9.8디르함)으로 2010년 2월 창설된 국영 주식회사로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성 증진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 기능을 수행 

  



 

 
71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ㅇ 모로코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문제가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침 

- 높은 보조금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부담 가중 

-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은 신흥 경제국의 책임을 가중 
 

ㅇ 모로코는 그린산업 육성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 

- 단기(2009~2012년): 국가 최우선 행동 계획(PNAP: 에너지 수요 증가와 불안정한 송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발표. 전력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강화, 안정적 공급방안 모색 

- 중기(2013~2019년): 기술력 확보 및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장기(2020~2030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생산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국가 에너지 사용량 전체 대비 42%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ㅇ 모로코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해 97% 이상의 에너지 대외의존 

해소, 무역수지 불균형 및 국가 재정 적자폭 축소, 에너지원 다변화, 전시민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중해-북아프리카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 2020년까지 국가 전력 생산량의 42%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다는 

계획임 
 

ㅇ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에너지 분야 해외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과 운영 주체 선정은 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위와 같은 에너지 생산 증대 및 다변화 정책과 함께 송전망 확대를 통해 도-농간 에너지 

보급 격차를 줄이고, 인근국과의 수출입 용이성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음 

ㅇ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관련, 교통, 산업, 건물, 공공 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간다는 계획임 

 

  

☞ 모로코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생산 증대,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의 노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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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ㅇ 모로코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는 적지만 석유(680,000배럴, 세계 43위)와 

천연가스(10.22억㎥, 세계 61위)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임 

- 하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은 많지 않으며, 2012년 기준 원유 수입액이 36억불로 전체 

수입의 9.6%를 차지 

- 97%에 가까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큼 
 

ㅇ 모로코는 Gharb 평야에서 Tanger까지 셰일가스(shale gas)가 폭넓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 모로코석유광산청(ONHYM, Office National des 

Hydrocarbures et des Mines)이 캐나다 기업 East West Petroleum에게 Doukkala 지역의 

탐사 및 개발권을 부여한 바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2012)에 따르면, 모로코의 셰일가스 매장 추정량은 267Tcf(trillion cubic 

feet)임 
 

ㅇ CI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모로코의 원유 생산량은 1일 5,500배럴이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2년 기준 6,203만㎥임 

- 2012년까지 약 40곳의 해안에서 이루어진 굴착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반면 육지 대부분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굴착이 이루어졌음 

- 압델카데르 아마라(Abdelkader Amara) 에너지광산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석유와 가스 

자원의 발굴을 위해 30개의 굴착작업을 실행 중이며, 지난 몇 년간 Chevron, Cairn Energy et BP, 

Galp, Tangiers Petroleum 과 같은 석유회사들에게 수십 개의 굴착권을 지급  
 

ㅇ 모로코 정유회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해 설립한 Samir가 대표적이며,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 중간지점 모하메디아에 있음 

- 정부의 에너지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Samir의 정유설비 확장·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며, Samir는 

스페인 석유화학 엔지니어링사인 Tecnicas Reunidas와 총 1,700만 유로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2011년까지 석유증류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 
 

  



 

 
73 

ㅇ 모로코는 액화천연가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 

- 2005년, 북서부 Thaddart 지역(Tanger 항구 인근)에 385MW급 LNG 발전소가 최초로 가동되었으며, 

2010년, 북동부 Ain Beni Mathar 지역(알제리와의 접경지대)에 470MW급 복합 발전소 

가동(470MW 중 20MW는 태양열을 이용해 생산, 나머지는 LNG 이용)  

- 2011년 10월 이후부터 모로코 수도전력청(ONEE; 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é et de l'Eau 

Potable)이 상기 2개 발전소에 대한 LNG 공급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연간 7억 5천만㎥의 

천연가스를 상기 2개 발전소에 공급 

- 2011년 7월 ONEE는 공급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알제리의 Sonatrach와 10년 기한의 장기 

가스도입(연간 6억 4천만㎥) 계약을 체결   

 

□ 전력 

ㅇ 모로코 전력산업은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력, 태양열, 풍력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모로코의 전력생산은 20여 개의 수력발전소와 10여 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모로코 수도전력청(ONEE)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모로코의 발전량은 26,940.75GWh이며, 

화력발전(22,483.35GWh), 수력발전(2,990.4GWh), 풍력(1,356.1GWh), 기타(100.9GWh) 순임 
 

ㅇ 모로코 전력 수요는 2000~2013년 매년 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아직 전력 

공급이 부족해 스페인 등에서 전력 수입(수요의 10~20% 수입) 

- 전력 수요량은 산업 설비, 가구소비 증가, 경제성장률에 의해 좌우되며 주요 발전 프로젝트 역시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전기 생산 및 공급 총괄처인 모로코 수도전력청이 그동안 모로코의 발전, 공급을 

독점했으나 1994년 전력 생산자유화 조치 이래 많은 민간기업들이 등장 

- 그러나 모로코 법률상 민간기업들은 모로코 수도전력청에 전기 판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ㅇ 생산 자유화는 전력분야 발전을 촉진해 2008년부터 전력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민간 발전 허용한도를 10MW에서 50MW로 확대 

ㅇ 1997년 스페인과 지브롤터 해협을 관통하는 송전망을 연결, 잉여 전력을 교환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2개 전기 송수신선에 3번째 송신선 연결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1,200MW의 송전용량을 1,700MW로 확대 
 

ㅇ 모로코 배전망은 저·중·고전압 라인뿐만 아니라 변전소와 배전소로 구성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송전망 시설은 14% 가량 확장됐고, 특히 400kV의 고전압 라인은 2006년 

대비 164% 증가량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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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기간 2,500㎞의 고전압 선로는 유지보수와 재활용 작업을 거쳤으며 이는 23억 디르함에 

이름 

- 총 251,572km에 이르는 배전망 작업이 실행되었으며 저전압 선로가 162,385km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전압 선로는 20,877km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ㅇ 배전망 시설 투자는 2012년 22억 디르함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모로코는 고전압 

네트워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통합 네트워크, 전기공급 보안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억 디르함의 투자가 

계획되었으며, 인접 국가인 알제리와 스페인과의 상호협력 또한 강화될 전망 
 

ㅇ 1996년 모로코는 지방 전력 보급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이루어냄 

- 1996년 22%의 낮은 전력화 비율은 2010년 96.8%까지 증가 

- 15년에 걸친 지방 전력화 프로그램은 모로코 수도전력청이 파트너십 계약으로 관련 기업들을 인수, 

해당 기업에 지방 송전, 배전망 시스템 확장, 태양열 패널 설치, 전기사용 관리, 유지보수 역할을 

맡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ㅇ 2012년까지 3만 3,150개 마을과 190만 가구를 아우를 수 있는 지방 전력망을 

구성하였으며 5만 1,559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광 발전 시설을 구비 

ㅇ 지방 전력망 구성비용은 2만 7천 디르함이며 태양열 패널을 통한 가정 내 전기 보급이 

가능 

- 모로코 수도전력청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은 시설 설치, 유지, 보수를 맡고 있으며 요금 회수 

역시 담당하고 있음 

- 프로젝트 비용은 모로코 수도전력청, 지방 관계자, 관련 개발 기관이 부담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고객들이 지불한 서비스료로 충당 
  

ㅇ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비용 충당을 위해 2010년 11월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과 5,100만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 

- 지방전력 보급정책 프로젝트 성공으로 모로코 수도전력청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전력화 

정책의 고문역할과 공동 개발 파트너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ㅇ 전력수급 장기전략과 관련해 모로코 정부가 공표한 최우선 과제는 ‘효율적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임 

- 이를 위해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확보를 강조하고, 안정적인 송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인프라를 

연계 협력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음 

 

 

☞ 모로코는 부족한 에너지 자원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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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ㅇ 모로코 정부는 2010년 6월 1일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그린에너지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0년까지 풍력, 태양, 수력 발전 용량을 각각 2,000MW로 확충하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함 

ㅇ 2010년초에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전력청이 보유한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제정 

ㅇ 2020년까지 석탄(26%), 풍력(14%), 태양(14%), 수력(14%). 가스(11%)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을 전체 전력생산의 42%까지 확대할 계획 

      

< 모로코의 전력 생산 에너지원 변화 계획 > 

 

자료: 모로코 정부 자료 

 

ㅇ 모로코는 연간 태양 일사량이 3,000시간이 넘고 빛의 강도가 커 광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천혜의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꼽힘 

- 모로코 정부는 2020년까지 5개 지역 2 에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2,000MW 발전용량은 2008년 기준으로 현재 국가발전량의 약 38%에 해당하며, 총 7백억 디르함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 
      

ㅇ 모로코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동향 

- 모로코 태양에너지청(MASE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개발업체인 Acwa Power와 Ouarzazate 

지역의 Noor I, II와 III의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21% 낮은 가격과 

장시간의 저장 능력 때문임 

 

                                         

2 5개 지역: Ouarzazate, Ain bni Mathar, Foum Al Oued, Boujdour, Sebkhat 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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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계획 > 

위치 발전용량 발전방식 준공(예정)연도 

Ouarzazate Noor I 500MW 태양열 포물선형 판넬 2015 

Ouarzazate Noor Ⅱ 150-200MW 태양열 포물선형 판넬 2017 

Ouarzazate Noor Ⅲ 100-150MW 태양열 원형 판넬 2017 

자료: KOTRA, Globalwindow(http://globalwindow.org) 

 

ㅇ 풍력부문에서 Essaouira, Tanger, Tétouan 지역은 40m 높이에서 평균 초속 9.5~11m의 

풍속을 보이며, Tarfaya, Taza, Tétouan 지역 역시 평균 초속 7.5m의 풍속을 보임 

- 1980년대부터 Tetouan 지역을 시작으로 Tarafaya 등 풍력발전에 적합한 풍속(평균 초속 8m 

이상)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장소에 대한 개발이 시작됨 
 

ㅇ 타르파야 에너지 회사(TAREC; Tarfaya Energy Company)에 의해 만들어진 GDF Suez(프랑스 

에너지 생산업체)와 Nareva Holding(모로코 지역회사)와의 협력은 5억 4,400만달러의 

프로젝트로 2014년 말부터 가동해 향후 20년간 모로코 수도전력청에 납품 예정이며 약 

150만 가구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모로코의 에너지 회사 나레바(NAREVA)는 풍력에너지를 필두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처리 

등 재생에너지와 환경사업을 선도하고 있음. 
   

ㅇ 모로코 풍력에너지 주요 참여기업 

- Nareva: 모로코의 재생에너지 기업. Akhfennir 풍력 단지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의 풍력터빈을 구매 

- Alstom: 프랑스의 다국적 운송 및 발전설비 제조업체로서 모로코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Akhfennir 풍력 단지건설 프로젝트에서 Nareva사와 협약을 맺고 풍력타워 건설뿐만 아니라 

5년간 풍력단지 유지·보수 관리를 함 

- Siemens: 유럽 최대의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모로코에서 풍력터빈 파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Vestas: 덴마크의 세계 점유율 1위 풍력터빈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모로코 Tetoun 발전단지의 

발전기기를 공급 

- Gamesa: 스페인의 풍력타워 터빈 제조기업으로서 과거 모로코 풍력타워제조 수주율 1위였으나 

현재 Siemens와 전세가 뒤바뀐 상황 

- Acciona: 스페인의 인프라·재생에너지전문 기업으로 최근 모로코 수도전력청의 5개 풍력단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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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로코 풍력발전단지 건설 동향 

 

< 모로코 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 

위치 발전용량 건설기간 

Midelt 150MW 2016~2020 

Tiskrad-Tarfaya 300MW 2016~2020 

Tanger II 100MW 2016~2020 

Jbel Lahdid 200MW 2016~2020 

Boujdour 100MW 2016~2020 

자료: KOTRA, Globalwindow(http://globalwindow.org) 

 

 

  

☞ 모로코는 충분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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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전력 소비 합리화  

ㅇ 모로코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전기 사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추진 

- ① 절전용 전구 사용, ② -20/-20 요금제 도입(20% 소비 절감시 20% 요금 할인), ③ 산업용인 경우 선택 

요금제 실시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ㅇ 특히 모로코는 서비스분야 및 가정용 전기 사용에 대한 규범(단열재, 이중창 사용 및 

절전용 전구 사용의 일반화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변압, 

변속기의 사용 및 냉온 보관의 최적화 등에 대한 정보를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도 홍보해 

나가면서 전력 소비 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대중교통 분야도 관련 에너지 효율 규정 적용 등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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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모로코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 추진 중 

ㅇ 이러한 모로코의 전력 정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 전력산업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음 

ㅇ 모로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플랜트 발주뿐만 아니라 송배전망 

정비, 기자재 및 부품 조달, 생산기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모로코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모로코 정부가 일괄구매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활용한 진출 전략 필요 

ㅇ 모로코 정부는 차질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술력과 자본력을 

겸비한 해외기업의 참여 유치에 적극적 

- 모로코 자체 자본 및 기술의 한계로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진행 
 

ㅇ 따라서 부분적인 부품 구매보다는 전체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일괄구매(설치 및 운영)를 

선호해 설계·시공·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해외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상황 

- 국내기업은 턴키공사를 통해 시공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경우 차후 모로코 내의 다른 턴키 방식의 

공사를 수주하는 데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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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카자흐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www.cci.kz) 

 알마티 상공회의소 (www.chambercom.kz)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www.mint.gov.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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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출처 www.mining.kz 

 www.infomine.com 

 www.eia.doe.gov  

국내 정보처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알마티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지질위원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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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ww.mfa.uz)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www.mineconomy.uz)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무역부 (www.mfer.uz)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웹페이지 출처 www.eia.gov 

 www.eiu.com 

국내 정보처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투르크메니스탄 

구분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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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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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부 

국내 정보처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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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스스탄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  이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이란 정부 (www.inn.ir) 

 이란 외무부 (http://www.mfa.gov.ir/)  

 이란 의회 (http://www.icana.ir) 

국내 정보처 주 이란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  몽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몽골 정부 (www.pmis.gov.mn) 

 몽골 상공회의소 (www.kcci.mn) 

 몽골 일간지 (Udriin sonin) 

웹페이지 출처 http://www.unuudur.com/ 

 www.dnn.mn 

국내 정보처 주 몽골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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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ㅇ 2013년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 탄자니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조사하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함 

ㅇ 2018년까지 총 34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World Bank의 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me(ESMAP)이 자금조달과 운영을 담당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061839.html  

 

 

▐  탄자니아  

 

□ 탄자니아 경제인연합회,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 표출 

ㅇ Samuel Nyantahe 탄자니아 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나친 전력요금으로 제조업 등 산업과 

소비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 

- 산업계는 절감된 전력비용으로 고용창출 및 기타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 

- 전력요금을 올리기보다 효율적인 기기 보급을 통한 국가 전력수요 관리가 타당하다고 주장 
 

☞ http://www.busiweek.com/index1.php?Ctp=2&pI=3955&pLv=3&srI=53&spI=20  

 

□ 탄자니아 EWURA3, 경유 및 등유 가격인하, 휘발유 가격인상 

ㅇ EWURA는 국제 유가에 맞춰 경유 가격을 0.86%, 등유 가격을 1.47% 인하하기로 결정 

ㅇ 이에 반해 최근 한달 간 휘발유 가격은 4.19% 인상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1N10G1II20150805  

                                         
3 EWURA –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061839.html
http://www.busiweek.com/index1.php?Ctp=2&pI=3955&pLv=3&srI=53&spI=20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1N10G1II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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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정부, 민간발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ㅇ 아이슬란드 기업 Reykjavik Geothermal Ltd. 등 민간발전사가 Corbetti 지역에서 지열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 구매 계약 체결 

- 구매 계약은 kWh 당 미화 7.53센트로 아프리카 최대 지열발전국가인 케냐의 kWh 당 미화 8.5 ~ 9 

센트보다 낮은 가격 

- 최소 4개의 지열개발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3개월 내 지열개발을 위한 땅파기가 시작될 예정 
 

ㅇ 동 프로젝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Power Africa Initiative를 기반으로 시행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초석이 될 전망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 -07-29/ethiopian-agrees-first-deal-for-privately-produced-

electricity 

 

 

▐  모잠비크 

 

□ 모잠비크와 인도, 에너지분야 경제협력 강화 

ㅇ 인도는 모잠비크의 풍부한 가스전과 유전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MoU 체결 

ㅇ 또한, 국방, 인도양의 해상 안보, 농업, 해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 

ㅇ 인도는 현재 모잠비크의 태양광패널 조립공장 건설에 파트너로 참여 중 

☞ http://www.dnaindia.com/money/report -india-mozambique-to-deepen-economic-engagement-in-energy-

sector-indicates-pm-modi-2111352 

 

▐  가봉 

 

□ 가봉, 아프리카 투자포럼인 AGOA Forum과 New York Forum AFRICA 연속 개최 

ㅇ AGOA Forum은 미국의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 의해 설립되어 매년 

아프리카 고위급과 미국 정부 인사가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기회 

ㅇ New York Forum AFRICA는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로 올해의 

주제는 ‘Invest in the Energy Continent’ 임 

 

☞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gabon-to-host-back-to-back-african-investment-forum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29/ethiopian-agrees-first-deal-for-privately-produced-electricity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7-29/ethiopian-agrees-first-deal-for-privately-produced-electricity
http://www.dnaindia.com/money/report-india-mozambique-to-deepen-economic-engagement-in-energy-sector-indicates-pm-modi-2111352
http://www.dnaindia.com/money/report-india-mozambique-to-deepen-economic-engagement-in-energy-sector-indicates-pm-modi-2111352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gabon-to-host-back-to-back-african-investment-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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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AfDB, 탄자니아와 케냐 잇는 송전망 건설에 미화 145 백만 달러 융자 승인 

ㅇ JICA4 또한 동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공표 

ㅇ 탄자니아와 케냐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전력거래에 사용되는 400kV 송전망과 

변전소를 건설할 계획 

☞ http://www.africanreview.com/energy-a-power/transmission/afdb-loans-us-145mn-kenya-tanzania-power-

transmission-line  

 

 

▐  탄자니아 

 

□ 호주 에너지기업, 탄자니아 가스사업 투자 관심 

ㅇ 지속적인 가스전 및 유전 개발로 급 부상한 동아프리카의 가스개발 사업에 호주의 

가스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시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호주 에너지 기업인 Spuire Patton Boggs는 Kikwete 탄자니아 대통령의 호주 방문 시 투자에 대한 

논의 진행 

- 2007~2017년 기간 동안 탄자니아투자센터는 총35개의 프로젝트, 11억 63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1,159개의 일자리 창출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031763.html  

 

  

                                         

4 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www.africanreview.com/energy-a-power/transmission/afdb-loans-us-145mn-kenya-tanzania-power-transmission-line
http://www.africanreview.com/energy-a-power/transmission/afdb-loans-us-145mn-kenya-tanzania-power-transmission-line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0317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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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에너지분야, 해외투자 유치 희망 

ㅇ 경제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 국가 에너지믹스의 다양화에 

대한 투자 유치 희망 

- 민간분야의 발전, 송배전, 전력 소매판매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유도책 마련 

- 현재 Corbeti 지역에서 발전중인 지열프로젝트는 생산된 전력을 정부에서 구매해주고 있음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120411.html  

 

 

▐  모잠비크 

 

□ 남아공 에너지기업 Eskom, 모잠비크로부터 전력 수입 가능성 대두 

ㅇ Eskom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족한 전력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모잠비크의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중 

☞ http://www.bdlive.co.za/business/energy/2015/07/28/eskom-may-import-power-from-mozambique 

 

 

▐  가봉 

 

□ 영국 Wood Group, Shell Gabon의 원유개발사업 수주 

ㅇ 영국 Wood Group PSN은 Shell Gabon의 Rabi, Gamba, Toucan, Koula 유전에 대한 

엔지니어링, 건설, 관리, 산업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 

- 이는 Shell Gabon이 엔지니어링, 건설, 관리, 산업서비스에 대한 제3자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며, 

가봉 원유 및 가스 산업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 

- 동 계약을 통해 약 200명의 가봉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 

 

☞ https://www.energyvoice.com/oilandgas/85277/wood-group-wins-work-with-shell/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120411.html
http://www.bdlive.co.za/business/energy/2015/07/28/eskom-may-import-power-from-mozambique
https://www.energyvoice.com/oilandgas/85277/wood-group-wins-work-with-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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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Power & Energy Africa 2015 

ㅇ 2015 Power & Energy Africa 전시회가 Expogroup의 주최로 2015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개최 

- 동 전시회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에너지효율, IT 솔루션, 발전기기, 송배전 기술, 복합발전, 

환경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 http://www.expogr.com/tanzania/powerenergy/  

 

 

▐  에티오피아  

 

□ IEEE AFRICON 2015 

ㅇ IEEA5 가 주최하는 제 12회 IEEA AFRICON이 ‘Green Innovation for African Renaissance’를 

주제로 2015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동 회의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와 최신 연구에 대한 교류를 목적으로 함 

- 금년 회의에서는 Innovation Eco-systems, Energy Efficient Cloud Computing & Multimedia System, 

Green Scientific Computing, Software and Computational Engineering, Power Electronics and Dr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 보고가 있을 예정 
 

☞ http://africon2015.org/ 

 

 

  

                                         
5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http://www.expogr.com/tanzania/powerenergy/
http://africon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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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Mozambique Gas Summit 

ㅇ CWC6 그룹 주최로 제 3회 Mozambique Gas Summit이 2015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개최 

- 지난 회의에는 전 모잠비크 에너지부 장관 및 국영석유회사, 국제에너지개발사 등이 참가하여 

모잠비크 가스개발사업 정보 및 투자유치에 대해 논의 
 

☞ http://www.mozambique-gas-summit.com/ 

 

 

▐  가봉 

 

□ 2nd National Forum Gabon Oil & Gas 

ㅇ World Refining Association 7의 주최로 2016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가봉 리브레빌에서 

개최 

- 지난 포럼에는 전세계 27개국의 석유, 가스 기업에서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가스전 개발, 

로컬 컨텐츠 대응, 환경 및 사회관계 대응 등 가스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  
 

☞ http://www.theenergyexchange.co.uk/event/2nd-national-forum-gabon-oil-gas 

  

                                         
6 CWC – 영국 기반의 국제회의 및 전시 업체 

7 World Refining Association – 영국 기반의 국제회의 및 전시기업인 CLARION을 모태로 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국제회의 및 전

시 업체 

http://www.mozambique-gas-summit.com/
http://www.theenergyexchange.co.uk/event/2nd-national-forum-gabon-oil-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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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탄자니아 휘발유가격 상승 및 높은 전기요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재조명 

예상 

ㅇ 탄자니아 산업계에서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World Bank에서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에티오피아 정부의 에너지분야 외자유치 장려에 따른 사업기회 증가 전망 

ㅇ 에티오피아정부는 GTP 8  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경제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전력공급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Power Africa Initiative 에 힘입어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한편, 민간분야의 발전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마련 중 

ㅇ 이에 따라 다수의 해외 에너지기업이 에티오피아의 수력, 지열 발전 산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 모잠비크 에너지산업 꾸준한 성장세 

ㅇ 모잠비크는 인도로부터 가스전 및 유전에 투자유치를 받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에너지산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에 진출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송배전, 

에너지효율, 정책 등 유관분야에 대한 진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Shell Gabon의 원유개발 프로젝트 제3자 계약에 따른 추가 사업기회 탐색 필요 

ㅇ Shell Gabon이 가봉 원유 및 가스 산업에서 최초로 시행된 제3자 계약에 따라 이미 

가봉에 진출한 해외 에너지기업들의 추가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 

ㅇ 시추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8 GTP –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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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봉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1997 년 이후 줄어드는 원유생산량을 보완하기 위해 신 석유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5 위의 산유국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국내 석유제품 공급량 

ㅇ 국가전력의 45%를 수력발전으로 공급하지만,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추가 발전소 

(수력, 가스화력 등) 건설을 준비 중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산유국 중 5번째로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가 전체 수출 중 87%가 

석유관련 제품 

ㅇ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장작, 목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주로 사용 

- 전체 1차 에너지공급 중 49%가 바이오매스, 48%가 원유 및 가스 

- 전체 전력의 55%를 화력발전, 45%를 수력발전으로 공급 

- 2010년 기준 전력 보급률은 60%, 도시(40%)/농촌(18%)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말 기준 336MW 

- 화력 55%, 수력 45% 

 

 
Figure 1 가봉 에너지원 및 1차 에너지 공급 

출처 : IEA, (2012)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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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9 IEA Statistics (2012) [http://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2&country=KENYA&product=Balances] 

10 IEA Statistics (2012) [http://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2&country=KENYA&product=Balances] 

11 IEA Statistics (2012) [http://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2&country=KENYA&product=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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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 가봉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원유 및 바이오연료 및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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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1%, 11%, 58%를 

차지(‘10년 기준) 

- 가정용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바이오 연료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Table 1 2010 가봉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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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력소비량은 2010년 1,660GWh에서 2011년 1,770GWh로 소폭 상승하였음 

- 전력 보급률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40% 및 18%,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80kWh로 아프리카 

평균인 592kWh보다 두 배 가량 높음 (2012 기준) 

 

 

31% 

11% 
58% 

0% 

분야별 에너지 소비 비율 
산업 

교통 

가정 및 상업 

에너지 외 사용 

☞  가봉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58%), 산업(31%), 교통(11%)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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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Ministry of Mines, Petroleum and Hydrocarbons 
 

 
Figure 2 가봉 Ministry of Mines, Petroleum and Hydrocarbons 조직도 

 

ㅇ 가봉 Ministry of Mines, Petroleum and Hydrocarbons의 기능은 아래와 같음 

- 국가 광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최적의 채산성 확보 

- 국가 발전을 위한 석유 및 광물자원 탐사 

- 다양한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 

- 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 

- 채굴, 석유 및 탄화수소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 동 분야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 업무협조 

- 동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지분 관리 

- 동 분야 관련 정부 출연 기업 관리 감독 
 

ㅇ Directorate General of Hydrocarbons (DGH) 

 

 
Figure 3 Directorate General of Hydrocarbons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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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운영권에 대한 발행, 갱신, 유예, 폐지 등에 대한 집행 

- 원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연구, 개발, 탐사, 수송, 행정 등) 

-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 
 

ㅇ Directorate General Mines & Geology (DGMG) 

 

 
Figure 4 Directorate General Mines & Geology 조직도 

 

- 채석장 및 광산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 채굴업체의 법규준수 관리 및 탐사 방법에 대한 관리 감독 
 

ㅇ Directorate General Research and Lab (DGEL) 

 

 
Figure 5 Directorate General Research and Lab 조직도 

 

- 광물, 원유 및 그 부산물에 대한 분석, 실험, 연구 실행 

- 석유제품, 광물 및 수자원에 대한 평가 

- 유관 산업분야에 기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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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Resources  

ㅇ 가봉 국민과 산업계에 안정적인 식수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함 

ㅇ 또한,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활용을 보장 

ㅇ 에너지, 수자원, 원자력기술의 세가지 하위부서를 두고 있음 

ㅇ 공공서비스 부문은 la Société d’Energie et d’Eau du GABON (SEEG)에 위임 

- 1997년 6월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년간 위임 (2017년 만료) 

 

□ Gabon Oil Company (GOC) 

ㅇ 2011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회사로 가봉정부를 대신하여 연구, 탐사, 개발, 수송, 저장, 

판매 등 석유부문의 모든 활동에 참여 

- 2013년 Sinopec 12  Addax Petroleum의 계약 위반에 따라 가봉 정부가 Obangue 유전 운영권을 

GOC에 이전하여 운영 중 

- 기존 Sogara 정유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2014년 5월 삼성물산과 Port-Gentil 인근 Mandji 

경제구역의 현대식 정유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함 
 

ㅇ GOC는 독립법인으로 행정 및 재정운영에 있어 독립적이지만, 기술부문에서 Ministry of 

Mines, Petroleum and Hydrocarbons, 재정부문에서 Ministry of Economy의 감사를 받음 

ㅇ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원유 및 가스전 생산물 분배 계약 시 정부 지분 확보 

- 탄화수소 생산물 및 유관시설에 대한 마케팅, 수출입 및 공급 관장 

 

  

                                         
12 Shinopec – 중국 석유화학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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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신 석유법 

ㅇ 2014년 9월 15일, 가봉 정부는 석유관련 규제의 투명성과 환경보호 조건을 강화한 신 

석유법을 제정 

ㅇ 동 법의 핵심정책은 아래 표와 같음 

 

분야 내용 

투명성 ∙ 생산물 분배계약 시 반드시 신 석유법과 표준계약을 준수해야 함 

업스트림 분야의 공공참여 

∙ 생산물 분배계약 시 최소 20% 정부지분 확보 

∙ 생산물 분배계약 시 개발사 지분에 대해 GOC 최대 15%, 정부 최대 

20% 옵션 제공 

∙ 권한이전 시 선취권 제공 

투자회수 및 이익분배 
∙ Profit Oil13에 대한 청부지분 최소 55% (심해광구 50%) 

∙ Cost Oil14 최대 65% 인정 (심해광구 75%) 

업스트림 세금제도 

∙ Mining Royalty: 생산량의 13~17% (심해광구 9~15%) 

∙ Surface Royalty: 연간 최소 5,000 FCFA/ha 

∙ 정부지분 Profit Oil 에 법인세 면제 

∙ 양도세 3% + 취득세 

가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연소 금지 

다운스트림 
∙ 석유제품 생산에 자국 원유 사용 장려 및 석유 완제품 국내시장 

공급 우선 원칙 

로컬 컨텐츠 및 환경 

∙ 자국 선호, 교육 & 교체 계획 

∙ 퇴직 및 재교육 기금 마련 

∙ 지속가능한 개발 분담금 

∙ 특정 하도급업체 지정 정책 

 

  

                                         
13 Profit Oil – 채굴된 원유 중 Cost Oil 을 제외한 생산량 

14 Cost Oil – 채굴된 원유 중 개발사의 초기 투자비용 보전을 위해 개발사에 지급되는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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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봉부상전략 

ㅇ 2009년 10월. 알리 봉고 대통령 취임 직후 ‘가봉부상전략(Emerging Gabon, ~2025)’을 발표, 

3대 경제개발 전략과제를 추진 중 

- 산업가봉(Industry Gabon), 녹색가봉(Green Gabon), 서비스 가봉(Services Gabon)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투자확대 

- 경제특별구역 조성, 망간, 원목 등 주요 원자재 가공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확대 추진 

- 도로, 통신, 발전소, 전력공급망 등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빈곤퇴치 추진 
 

ㅇ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석유광물산업 최적화 

- 농∙목축∙수산양식업 활성화 

- 어업자원개발 

- 임업자원의 지속가능개발 관리 

- 인력자원 개발 
 

ㅇ 가봉부상전략의 1차 Action Plan으로 ‘국가인프라마스터플랜 2012’를 수립 및 추진 중 

- 도로, 수도 등 전통적 인프라 범위를 포함하는 물리적 네트워크와 지리적인 복합네트워크, 

클러스터 등 개발시스템 

- 2011~2025년까지 인프라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기 위해 15년간 매년 평균 미화 7.5억 

달러의 정부 재정투자 예상 

-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직접∙컨소시엄 투자, PPP 등)가 

중요한 역할 

-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송전망 건설 등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와 도로건설, 공항 신∙증설, 항만개발 

등 교통개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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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경제개발전략은 아래 표와 같음 

 

단계 계획 세부계획 

1 단계 

1.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1-1. 석유 플랜 

1-2. 광물 및 금속가공 플랜 

2. 산림 및 농업 잠재력 강화 
2-1. 목재 플랜 

2-2. 농업, 어업, 가축 진흥플랜 

3. 새로운 성장엔진 개발 

3-1. 관광 플랜 

3-2. 지식교육을 위한 그린시티 프로젝트 

3-3. 기후변화 플랜 

2 단계 

4. 국제적인 사업환경 조성 

4-1. 정부개혁 및 현대화 프로그램 

4-2. 법률제도 합리화 프로그램 

4-3.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구조 향상 프로그램 

5. 인적자원 개발 5-1. 교육훈련을 위한 10 년 플랜 

6. 인프라 현대화 및 체계적 

관리 

6-1. 토지개발 마스터플랜 

6-2.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6-3. 전력 플랜 

6-4. 디지털 가봉 플랜 

7. 활발한 민간부분 육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7-1. 가봉투자 프로그램 

7-2. 민간부문 육성 프로그램 

3 단계 

8. 기초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8-1. 주택 플랜 

8-2. 보건 플랜 

8-3. 기초 사회보장서비스(전기, 상하수도)확대 플랜 

8-4. 가봉문화 확산 플랜 

8-5. 스포츠 및 여가 플랜 

9. 빈곤 및 소외계층 극복 9-1. 빈곤타파 프로그램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현재 가봉에는 신 석유법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무한 

실정 



 

 
99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가봉은 2012년 기준으로 약 20억 배럴의 유전을 보유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위의 

산유국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유전은 가봉 서부 Port-Gentil 내륙과 해안 인근에 위치 

 

 
Figure 6 가봉 유전탐사 지도15

 

 

  

                                         
15 Source: The Oil & Ga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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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유 생산량은 1997년 일산 370,000 배럴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어 2012년 일산 

244,000 배럴을 기록 

- 원유 생산과 별개로 가봉 내 석유 소비량은 일 14,000 배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봉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 이상 수출되고 있음 

- 생산 석유는 대부분 미국(63.5%), 아시아(21%), 유럽(11%)으로 수출 

 

 
Figure 7 가봉 원유 생산 및 소비16

 

 

 
Figure 8 가봉 유전 별 원유 생산량17

 

                                         

16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7 Source: World Ma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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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가봉 석유 수출국 분포18 

 

ㅇ 가봉에는 7개의 석유생산회사가 운영 중, 주요 업체는 아래와 같음 

- Shell Gabon은 가봉에 진출한지 50년이 되었으며 4개의 유전광구를 통해 일산 64,000 배럴을 생산 

중 

- Total Gabon은 일산 57,000 배럴을 생산 중이며, 해상광구 Eel 및 Torpedo개발투자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 

- Perenco는 1992년 2개의 해상광구를 인수하며 가봉에 진출, 현재 일산 55,000배럴을 생산하며 

29개의 라이선스를 보유 

- Tullow Oil은 2005년 기존 4개 석유회사(Perenco, Maurel & Prom, Vaalco, Marathon)에 

지분투자하여 일산 13,500배럴을 생산 중 
 

ㅇ 2013년 10월 실시한 17개 심해광구 분양 국제입찰을 통해 현재 9개 광구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고, 최종 협상과정을 통해 탐사 및 생산분배계약(CEPP)을 체결할 

예정  

- 9개 심해광구 우선협상대상자는 Impact Oil & Gas, Perenco Oil & Gas, ExxonMobil, Marathon Oil 

Company, Petronas, Ophir PLC 등 7개 업체 

- 나머지 8개 광구는 협상결과가 미흡하여 추후 새로운 입찰 개시 예정 
 

ㅇ 가봉 정부는 최근 생산규모를 500,000 b/d까지 확대하여 OPEC 회원국으로 재가입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가봉은 비싼 연회비 때문에 1997년 OPEC에서 탈퇴)  

                                         
18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stimates based on APEX Tank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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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ㅇ 현재 천연가스는 5개의 광구(Ganga, Ozangue, M’Bya, Bremen, Batanga)에서 Perenco가 

유일하게 생산 중 

- Shell은 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Rabi-Kunga, Toucan 및 Bende-M’Bassou 광구를 보유 중 

 

 
Figure 10 연도별 가봉 천연가스 생산량19

 

 

ㅇ 90% 가량의 천연가스는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석유채굴 중 연소시키거나 배출 또는 

석유채굴을 위해 유전으로 재 주입되고 있으나, 신 석유법 상 불필요한 연소 및 배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활용 가능성 대두 

ㅇ 가봉 정부는 가스매장량을 2.34 TcF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석유개발에 따라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1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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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Figure 11 가봉 발전원 비율20

 

 

ㅇ 현재 가봉의 전력은 대부분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을 통해 공급 

- M’bei 강 유역의 Tchimbele 댐과 Kinguele 댐이 각각 69 MW, 56 MW, Ogooue 강 유역의 Poubara 

댐이 36 MW 규모로 발전 중 

- 그 외 140 MW급 가스화력발전소와 30 MW 급 중유발전소가 운영 중 
 

ㅇ 강수량에 수력발전 발전량이 크게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과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Black Out이 발생하기도 함 

 

  

                                         
2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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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수력 

- 풍부한 강수량과 지형적 특성으로 가봉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력 잡재량을 보유 

-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력 잠재량은 연간 76,000 GWh 이상으로 평가됨 

- 하지만, 현재 약 1%의 수력 에너지만 개발된 상태 

 

 

Figure 12 가봉 주요 강 및 호수 지도 

 

ㅇ 풍력 

- 일부 지역에서 평균 풍속 6m/s에 근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풍력은 없음 
 

ㅇ 태양에너지 

- 가봉의 일일 평균 일사량은 약 4kWh/㎡, 맑은 날이 연평균 300일 이상으로 조사됨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백만 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어 태양광 

패널을 보급 중 (현재까지 약 100 곳의 마을에 보급) 
 

ㅇ 바이오매스 

- 가봉은 울창한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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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신 석유법 제정으로 가봉 유전탐사 시장에 변화 예상 

ㅇ 2010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신 석유법이 2014년 9월 제정, 동 법령에 명시된 기준이 

통상적인 원유개발 사업의 생산물 분배계약에 비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가봉의 유전탐사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ㅇ 하지만, 로컬컨텐츠 및 정부지분 규약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부족한 국가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 예정이나, 그 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연구 또는 탐사계획 전무 

ㅇ 국가 전력의 45%를 공급하는 수력발전의 강수량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ㅇ 이에 가봉 정부는 수력발전소 추가건설 등을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강수량에 따라 

발전량이 좌지우지되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음 

ㅇ 신 석유법 제정에 정부역량이 집중되며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탐사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ㅇ 현재 유전개발 시 연소, 방출되는 가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및 탐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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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공통 

구분 기관명 

해외 정보처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egle (Clean Energy Info Portal) 

The Encyclopedia of Earth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내 정보처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global window<http://www.globalwindow.org>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KOICA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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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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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정보처 

SD Africa(현지 지원기관)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KOTRA 탄자니아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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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정보처 KOTRA 에티오피아사무소 사무소 
 
 
 

▐  가봉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물석유부 (Ministry of Mines, Petroleum and Hydrocarbons) 

<http://www.minesgabon.org> 

수자원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Resources)  

<http://www.energie.gouv.ga> 

가봉석유회사 (Gabon Oil Company) <http://www.gabonoil.com> 

해외 정보처 Le Gabon <http://www.en.legab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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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남미 성장률 줄줄이 하락 

ㅇ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이하 ECLAC)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남미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5%로 하향 조정 

- 브라질, 아르헨티아 등 남미 국가의 경우 원자재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0.6%에서 -0.4%로 부진할 전망 

-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는 원자재 순수입 지역으로 미국 경기회복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올해 4.0% 성장 예상 

- 쿠바 등 카리브는 중미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돼 지난해 1.2%에 

이어 올해 1.7%(기존 전망치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http://www.fnnews.com/news/201508141513140491  

 

□ 중남미 통화 가치 하락  

ㅇ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에 중남미 주요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가파르게 추락 중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에 신흥국 특히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 올해 초 이후 현재까지 콜롬비아 페소 가치는 달러 대비 20.7% 급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 칠레 페소, 멕시코 페소도 같은 기간 각각 12.1%, 10.3%씩 절하됐으며, 브라질 헤알 역시 23.6% 

급락 

- 반면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경제 반등으로 인한 수출분야 수혜가 기대됨. 이는 멕시코의 높은 대미 

수출의존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1816232869369&outlink=1  

  

http://www.fnnews.com/news/20150814151314049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181623286936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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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실시 

ㅇ 지난 8월 9일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실시한 예비선거(PASO)를 실시  

- 집권 여당 페론당의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Victoria)’ 후보인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38.41%를 획득하여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 2위는 Cambiemos 연합 마우리시오 마끄리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진영이 30.07%의 지지를 

받아 3위와의 격차를 10%로 하고 2위 자리를 차지함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87705&section=sc1  

 

 

▐  우루과이  

 

□ 우루과이 정부, 에너지효율 플랜 발표 

ㅇ 우루과이 정부는 2024년까지 2012년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45%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효율 계획을 발표함 

-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보급 및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통해 가정 및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임 

- 우루과이는 2009년 에너지효율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대부분을 풍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 
 

☞ http://hsbnoticias.com/noticias/ciencia/uruguay-lanza-plan-de-eficiencia-para-ahorrar-45-de-energia-15212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975&categoryId=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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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칠레  

 

□ SunPower 칠레 태양광 프로젝트에 15억 불 투자 계획 

ㅇ SunPower 社는 향후 5년간 칠레에서 총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패널은 멕시코에 위치한 SunPower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총 투자규모는 약 15억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내년 2016 4월 열릴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www.evwind.com/2015/08/08/energias -renovables-sunpower-invertira-us1-500-millones-para-crecer-

en-el-mercado-solar-chileno/ 

 

□ 페루 Breca 그룹, 칠레 태양광 시장 진출 

ㅇ 페루 Breca 그룹은 칠레 메트로폴리탄 지역 70~100MW, 발파라이소 지역에 2.82MW 

그리고 60~9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 중임 

- Breca 그룹은 위 3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약 2억 5천~3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힘 
 

☞ http://gestion.pe/impresa/grupo-breca-ingresa-energia-solar-chile-2140105 

 

□ Eiffage Energia 社 11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착공 

ㅇ Eiffage Energia는 자사 칠레 법인을 통해 110MW 규모의 낄라삐룬(Quilapilun)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착공했다고 밝힘 

- 총 투자금액은 3천4백만달러로 연간 242GWh 생산할 것을 알려짐 

- 본 프로젝트는 2016년 초 완공되어 중부전력망(SIC)에 연결될 예정임 
 

☞ http://www.eleconomista.es/economia/noticias/6936737/08/15/Economia -Eiffage-Energia-construira-una-

planta-solar-fotovoltaica-en-Chile-de-110-MW-por-305-millones.html#.Kku8T34JY3TESA2 

 

  

http://www.eleconomista.es/economia/noticias/6936737/08/15/Economia-Eiffage-Energia-construira-una-planta-solar-fotovoltaica-en-Chile-de-110-MW-por-305-millones.html#.Kku8T34JY3TESA2
http://www.eleconomista.es/economia/noticias/6936737/08/15/Economia-Eiffage-Energia-construira-una-planta-solar-fotovoltaica-en-Chile-de-110-MW-por-305-millones.html#.Kku8T34JY3TESA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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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정부, 태양광 발전을 위해 10개 부지 사용 양허권 부여 

ㅇ 칠레 국유재산부 장관은 Arica 지역 및 Parinacota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12개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양허권을 부여한다고 밝힘 

-  태양광 프로젝트 10개, 태양열 프로젝트 1개 그리고 풍력 프로젝트 1개가 허가를 받음 

-  부지 면적은 총 4.565 헥타르 규모로 장기간 유상으로 제공할 계획임 

 

☞ http://www.pv-magazine-latam.com/noticias/detalles/articulo/chile--otorgan-10-concesiones-de-terrenos-

para-centrales-fotovoltaicas_100020119/ 

 

 

▐  페루  

 

□ 일본 소지츠, 페루 T-Solar의 운영권 49% 인수 

ㅇ 일본 소지츠 社는 스페인 T-Solar의 페루 내 운영권 49%를 인수한다고 밝힘 

- T-Solar 社는 현재 페루에서 태양광 발전소 2군데를 운영 중임 

- T-Solar는 각각 22MW 규모를 지닌 Majes와 Repartición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임 

- 소지치는 미국 법인을 통해 이번 지분 매입을 타진하였으며,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약 7.25~14.5 백만 유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http://www.evwind.com/2015/08/17/sojitz -compra-el-49-de-las-operaciones-de-t-solar-en-peru/ 

 

 

▐  과테말라  

 

□ 중미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운영 개시 

ㅇ 과테말라 산타로사 주에 위치한 Horus I와 Horus II 발전소가 운영을 개시함 

ㅇ 발전소 소유주는 과테말라 ONYX 그룹으로, 1단계(50MW), 2단계(30MW)로 건설이 진행됨 

☞ http://www.evwind.com/2015/08/12/entra-en-operacion-una-de-las-centrales-de-energia-solar-fotovoltaica-

mas-grandes-de-centroamerica/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29&cid=769&categoryId=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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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 엘살바도르 150MW급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주정보 

ㅇ 엘살바도르 Luz Estrella 경제부차관은 2015년 9월 중 150MW급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함. 

ㅇ 엘살바도르 현지 언론보도(8.19)에 따르면 최근 USAID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잠재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 동 결과에 따라 150M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주(2018년 완공 목표, 3억달러 규모)할 

예정 

- 금년 중 입찰기준서를 완성하고, 

- 2016년 중 입찰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예정 

ㅇ 동 사업에의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부지 제공 방안을 검토 중 

ㅇ 투자의 법적안정화법에 따라 동 사업 낙찰 기업은 2018년부터 연간 에너지 판매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동체 사회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문의 :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김찬우 참사관 cwkim02@mofa.go.kr) 

 

  

mailto:cwkim02@mofa.go.kr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87507&categoryId=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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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파라과이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장관 파라과이 방문 계획 

ㅇ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호세 마누엘 소리아 장관은 다음달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파라과이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번 방문에는 스페인상공회의소, BBVA 은행 등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및 상호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짐 

☞ https://es.finance.yahoo.com/noticias/ministro-industria-espa%C3%B1ol-visitar%C3%A1-paraguay-

septiembre-gobierno-162614306--business.html 

 

 

▐  엘살바도르  

 

□ 한·엘살바도르 항만개발 업무협약 

ㅇ 해양수산부는 17일 엘살바도르와 '항만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은 항만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지원, 항만개발·운영·관리 분야의 기술 및 

경험 공유,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사업공동참여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 

- 해수부는 엘살바도르와 항만개발협력을 통해 현재 항만개발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과테말라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로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http://www.fnnews.com/news/201508161451226181  

  

https://es.finance.yahoo.com/noticias/ministro-industria-espa%C3%B1ol-visitar%C3%A1-paraguay-septiembre-gobierno-162614306--business.html
https://es.finance.yahoo.com/noticias/ministro-industria-espa%C3%B1ol-visitar%C3%A1-paraguay-septiembre-gobierno-162614306--business.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8075&categoryId=216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87507&categoryId=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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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칠레, 중남미 태양광 산업 리더로 급부상 

ㅇ 칠레는 세계 최고의 일사 조건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으로 남미 태양광 

발전의 중심국가로 발전 

ㅇ 칠레 정부는 2008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에 이어 2020년까지 2007년 기준 

배출가스의 20% 감축 목표 이행 중 

- 2010년부터 2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력기업은 2024년까지 연간 

전력생산량의 10%를 자신들이 직접 생산 또는 계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함 
 

ㅇ 또한 2025년 까지 총 발전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제고 

- 2015년 6월 기준 칠레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552MW이며, 현재 총 1.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 중임 
 

ㅇ 칠레는 화력 발전 의존도 심화,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량 감소 및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믹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약 100GW 달하는 태양광 잠재력은 최적의 

대안으로 손꼽힘 

ㅇ 하지만 낮은 전력구매계약(PPA), SPOT 가격의 불안정성 그리고 송전선 부족은 연간 

1GW의 신규 전력 추가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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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아르헨티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아르헨티나의 주요 1 차 에너지공급원은 천연가스임 

ㅇ 수력은 약 20% 개발됐으며, 잠재량은 국가 전체 소비량 충당  

ㅇ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에너지 공급  

ㅇ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14년 기준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84.2 MTOE 

- 주요 1차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 석유, 수력 순임 

 

에너지원 단위(MTOE) 

수력 3,556 

원자력 1,690 

천연가스 44,158 

석유 27,183 

석탄 1,489 

장작 1,151 

식물성 알코올 1,155 

식물유 2,816 

사탕수수 찌꺼기 357 

풍력 269 

태양광 1 

기타 408 

합계 84,233 

출처: 에너지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447&cid=769&categoryId=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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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아르헨티나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2014년 기준 총 61.09MTOE로 수송 분야가 17.6MTOE, 

가정 부문 15.9MTOE 그리고 산업 부문이 15.1MTOE 차지 

 

 

합계 비에너지 가정 공공/상업 교통 농업 산업 

61,099 3,262 15,921 4,768 17,656 4,328 15,163 

출처: 에너지청 

 

  

5.3% 

26.1% 

7.8% 

28.9% 

7.1% 

24.8% 

비에너지 

가정 

공공/산업 

교통 

농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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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정책 담당기관은 기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on) 산하 

에너지청(Secretaria de Energia)임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 에너지청 (Secretaria de Energia) 

ㅇ 에너지청은 2003년 대통령령 27/2003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아르헨티나 국가 에너지 계획 

제안, 수립, 실행, 전력, 탄화수소 및 기타 연료에 대한 정책을 전담함  

 

□ 전력규제기관 (Ente Regulador de la Electricidad, ENRE) 

ㅇ ENRE는 아르헨티나 전력 시장 규제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책 및 규정 집행,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시장 활동을 감독함 

 

□ 가스규제기관 (Ente Regulador del Gas, ENARGAS) 

ㅇ 아르헨티나 가스 시장 규제, 감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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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도매시장관리국 (CAMMESA) 

ㅇ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 담당 독립 기구로 발전사업자협회, 송전사업자 협회, 

배전사업자협회, 대규모소비자협회 및 연방정보가 지분을 보유 

 

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2년 법령 제 24.065조를 발표하여 전력 시장 개편을 진행하여 민간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함  

ㅇ 신규 전력 시장은 개요를 다음과 같이 분리됨 

- 발전  

- 송전  

- 배전 
 

ㅇ 1990년대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에 해당되는 전력도매시장관리국(CAMMESA)을 설립하여 

도매전력시장 제도를 도입함 

- 아르헨티나 전력도매시장은(Mercado Mayorist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포함한 중부 및 북부 

지역 MEM과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MEMSP로 구분됨 
 

ㅇ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4년 12월 29일 법령 제 25.943조를 제정하여 ENARSA(ENERGIA 

ARGENTINA SOCIEDAD ANONIMA, 아르헨티나 전력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에너지 자원 

투자 및 상업화 역할을 부여 받음 

- ENARSA의 지분은 연방정부 53%, 지방정부 12% 및 민간 소유 35%로 구성됨 

- ENARSA는 석유 탐사 및 개발, 천연가스 운송 및 보급, 전력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정유회사 YPF 社를 국유화하고 경영권을 경제부에 이관하면서, ENARSA의 

역할이 축소됨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아르헨티나는 2007년 법령 140/170을 통해 국가 에너지 효율 및 이용 합리화 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IA)를 공표함 

ㅇ 이 법령은 에너지 효율이 환경 보존 및 국가 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선포하고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에너지효율 교육 실시 

- 가정용 고효율 램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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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실시 및 최저에너지효율성능기준(MEPS) 수립 

-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은행권, 상공회의소, 대형 마트와 협약 체결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국과 공동으로 에너지효율 정책 수립 
 

ㅇ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진단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활동을 

촉진하고, 전 교육과정에 에너지 효율 캠페인을 실시 및 에너지효율 전문 석사과정 개설을 

추진 

ㅇ 아르헨티나는 냉장고, 냉동고, 조명기기 그리고 에어컨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을 시행 중임 

- 효율등급은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 환경보호청 (Agencia de Protección Ambiental)은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모든 에너지효율 

라벨링 대상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 

 

 

출처: 에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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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협약(Convencion Marco de Naciones Unidas sobre el Cambio 

Climatico, CMNUCC) 그리고 교토 의정서 비부속서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음 

ㅇ 199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에서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비부속서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의무부담 의사를 밝힘 

ㅇ 마지막으로 조사된 온실가스 배출 공식자료는 2000년 자료로 2007년 발표됨 

- 분야별로 에너지분야에서 46.8%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업(44.3%), 폐기물(5%) 등이 뒤를 이음 

 

 

출처: 아르헨티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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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2020년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수요는 111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4년 전력망에 총 42MW 용량의 설비가 신규로 추가됨 

- Arauca II 풍력 발전소- 2단계(25MW) 

- San Martin 바이오가스 화력발전소(5MW) 

- San Miguel바이오가스 화력발전소(12MW) 
 
 
 

 
출처: CAMESSA 

 
 
 

ㅇ 단기적으로 2,560MW 규모의 신규 발전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화력 

발전소로 계획됨 

- Vueltado de Obligado 가스터빈 화력발전소(560MW) 

- Rio Turbio 증기터빈 화력발전소(240MW) 

- Atucha II 원자력 발전소(740MW) 

- Brigadier Lopez 복합 화력발전소(150MW) 

- Ensenada Barragan 복합 화력발전소(300MW) 

- Guillermo Brown 복합 화력발전소(6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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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르헨티나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화력으로 2014년 기준 

전체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이 35.8%로 뒤를 이음 

- 2014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총 유효 설비용량은 31GW로 화력 18GW, 수력 11GW, 원자력 1GW 

순임 

 

<2014 년 지역 별, 발전원 별 설비용량> 

 

출처: CAMESSA 

 

<2014 년 발전원 별 설비용량 구성비> 

 

출처: CAMESSA 

  

60.3% 

35.8% 

3.3% 0.6% 0.0%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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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14 년 발전원 별 설비용량 증가 추이> 

 

출처: CAMESSA 

 

ㅇ 아르헨티나는 2014년 총 131,205G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 1,390GWh는 수입을 

통해 공급 

- 2014년 총 전력 생산량은 2004년 대비 약 40.6% 증가함 

 

<1992~2014 년 발전원 별 생산량 증가 추이> 

 

출처: CAM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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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아르헨티나 총 전력 소비량은 126,421GWh임 

- 지역별 전력 소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변 위성 도시를 포함한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Gran 

Buenos Aires, GBA) 지역이 48,516GWh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4 년 지역별 전력 소비량 (GWh) > 

 

출처: CAM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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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ㅇ 2014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2.3십억 배럴로 세계 석유 매장량의 0.1%를 

차지함 

 
 
 

 

출처: 201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ㅇ 아르헨티나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4년 기준 629만 배럴임 

 
 
 

 

출처: 201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ㅇ 일일 원유 소비량은 2014년 기준 662십만 배럴이며, 2013년부터 원유 소비량이 일일 

생산량을 초과해 수입물량이 증가함 

 
 
 

 

출처: 201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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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90년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급진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영석유회사 YPF를 

스페인 REPSOL에 매각 

- REPSOL YPF의 경영부진 및 해외 원유와 가스 수입 증가를 이유로 2012년 5월 YPF 국영화를 발표 

- 2014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REPSOL 社에게 53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석유 부문에 대한 

모든 활동은 YPF 경영을 책임지는 경제부가 담당 

 

□ 석탄 

ㅇ 아르헨티나의 석탄 매장량은 825백만 톤으로 추정되며, 산타 크루스 주에 위치한  리오 

뚜르비오 지역에 750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음 

ㅇ 국내 석탄 생산량은 화력발전에 전량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석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원자력 

ㅇ 2014년 총 전력 생산량 139.9TWh 중 원자력 생산량은 5.53TWh로 3.95%에 불과 

ㅇ 아르헨티나는 2014년 기준 총 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석유 및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 

- 아투차와 아투차2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세 번째 엠발세(Embalse)는 

코르도바 지역에 위치 
 

-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은 아르헨티나의 네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아투차 

3호(Atucha 3) 건설에 20억 달러(약 2조370억 원)를 투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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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태양광 에너지 

 

출처: http://www.energe.com.ar/ 
 

- 여름 기준 아르헨티나 국토 90%가 태양광 발전의 적합하며, 살타 주, 후후이 주, 라 리오하 주, 산 

후안 주 등 북동부 지역의 일사량은 5kWh/m2를 초과함 

 

<아르헨티나 일사량 지도> 

 

 

- 2012년 4월 산 후안 주에 아르헨티나 첫 태양광 발전소인 산후안 I (San Juan I) 발전소가 운영을 

개시함  

- 산후안 I 태양광 시범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2MW로 중국산 패널 및 독일산 패널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10.5백만 달러로 전액 산 후안 주정부 예산을 사용함 

- 그 외, 총 4단계로 계획된 까냐다 온다 (Cañada Honda) 발전소 1호(2MW) 그리고2호(3MW)가 

2012년 운영을 개시함. 4단계 완료 시 동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20MW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http://www.energe.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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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풍력 에너지 

- 아르헨티나 풍력 발전소 설비용량은 181MW이며,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풍속, 방향, 지속성 등은 

풍력 발전에 최상인 것으로 조사됨 

- 해발 50m에서 측정 시 아르헨티나 국토 약 70%의 풍속은 6m/s에 달하며, 파타고니아 지역의 

풍속은 9 m/s~12m/s에 달함. 이 수치는 유럽 on shore 풍력단지의 평균 풍속인 7 m/s와 비교 시 

매우 뛰어난 수준임 

 

 

출처: 에너지청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국가 에너지 수요의 8%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ㅇ 이에 따라, 국가 법 제 26.190호를 재정하여 연방 정부는 기획부 통해 ENARSA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입찰 절차 수립 및 계획 역할을 부여함 

- ENARSA는 신재생에너지 촉진 프로그램인 GENREN(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입찰을 주관함 

- 2016년까지 1015MW의 전력을 구매할 예정이며 총 전력 생산의 8%(3,032MW)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할 계획임(수력발전은 제외한 비율임) 

- 총 예상 투자 금액 25억 달러 중 태양광 분야에만 약 97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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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청은 2009년 에너지청은 행정령 712호를 통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제안들에 

적용할 규정을 재정하고, 2011년에는 행정령 108호을 통해 전력도매시장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될 전력 공급계약을 허용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의 유효기간은 15년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단가는 에너지청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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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아르헨티나 풍력 발전 시장 유망 

ㅇ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소 건설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는 2016년까지 총 설비용량의 8%에 해당하는 1,015MW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풍력의 풍부한 잠재력으로 인하여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듦 
 

ㅇ 하지만 투자기업이 정부와 장기 전력 구매계약 체결(PPA)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이기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낮은 전력 구매가 및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의 정치적 불안요소는 투자 시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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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10월 25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실시 

ㅇ 지난 8월 9일 아르헨티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10월 25일 대권을 두고 경쟁을 벌일 

총 여섯 명의 후보를 확정함 

- 대선 참가 자격을 얻은 여섯 명의 후보는 다니엘 시올리, 마우리시오 마크리, 세르히오 마사, 

마르가리따 스톨비제르,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 에르네스또 산즈임 
 

ㅇ 오픈 프라이머리의 결과에 따르면 다니엘 시올리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그리고 세로히오 마사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짐  

- 다니엘 시올리 후보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정권이 내세운 인물로써, 과거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권 시 부통령을 지낸 이력을 지님. 시올리가 당선되면 기존 정권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기업가 출신이자 아르헨티나 축구 클럽 보카주니어스 

구단주를 역임하였으며, 현 정권이 추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고 친 기업가적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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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CENERGIA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아르헨티나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청 (Secretaria de Energia) 

 CAMESSA 

 ENARSA 

 환경부 

 기획부 

현지 정보처 La Nacion, El Clari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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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카라과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니카라과에너지연구원 (Instituno Nicaraguense de Energ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