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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한 지원 받기로 합의 

ㅇ Khmer Times는 9월 15일, Say Samal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 과 Maximus Ongkili 

말레이시아 에너지, 녹색기술, 수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  

- 환경부 대변인인 Sao Sopheap은 동 합의에 기반,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문가를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트레이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http://www.khmertimeskh.com/news/15751/cambodia-turns-to-malaysia-for-renewable-energy-boost/ 

 

 

▐  라오스  

 

□ 라오스, ASEAN Power Grid (APG) 체제 하에서 주변국과의 에너지 통합에 박차를 

가할 듯  

ㅇ 에너지정책기획부 장관인 Daovong Phonekeo는 고위급회의에서 아세안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제 32회 아세안 장관급 에너지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에너지통합 시범 사업은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싱가포르는 100MW급의 전기를 라오스로부터 구매하겠다고 약속   
 

☞ http://www.vientianetimes.org.la/Video_FileVDO/Sep14_Laos_Pushes.htm  

 

  

http://www.khmertimeskh.com/news/15751/cambodia-turns-to-malaysia-for-renewable-energy-boost/
http://www.vientianetimes.org.la/Video_FileVDO/Sep14_Laos_Push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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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보급 계획 세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5년 현재 985MW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2,080MW, 

2030년까지 4,000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Najib Razak 총리 가 밝힘 

- 가정용 및 비지니스, 산업 부문에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 
 

☞ http://www.nst.com.my/news/2015/09/malaysia -looking-powering-country-renewable-energy-pm  

 

 

▐  미얀마  

 

□ 미얀마,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들여 

ㅇ 미얀마 세계 투자 포럼에 참석한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 U Zay Yar Aung은 발전, 교통, 

특별경제구역, 자원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15-16년 예상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60억 달러로 전망  
 

☞ http://www.globalpost.com/article/6649564/2015/09/15/myanmar -invites-more-foreign-investment-boost-

growth 

 

 

▐  베트남  

 

□ 호치민시, 에너지 절약을 통해 그린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 

ㅇ 호치민시는 2016년 말까지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도시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수립 

- 호치민시는 50억 kWh에 달하는 전기와 6백만 톤에 달하는 연료를 절약할 계획이라고 

환경자원부가 밝혔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고효율 설비 도입과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전망 
 

☞ http://www.thanhniennews.com/education-youth/ho-chi-minh-city-hopes-to-become-greener-with-less-

energy-use-40970.html 

  

http://www.nst.com.my/news/2015/09/malaysia-looking-powering-country-renewable-energy-pm
http://www.thanhniennews.com/education-youth/ho-chi-minh-city-hopes-to-become-greener-with-less-energy-use-40970.html
http://www.thanhniennews.com/education-youth/ho-chi-minh-city-hopes-to-become-greener-with-less-energy-use-40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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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1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전망 

ㅇ 유럽, 미국, 카타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총 13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알려짐 

- 투자청은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발전 프로젝트는 총 22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는 10% 가량이라고 확인 
 

☞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may-get-1-3b-investment-in-renewable-energy-projects-

12557/ 

 

 

▐  필리핀  

 

□ 필리핀 EDC지부, 현대중공업과 31MW급 Bac-Man 지역발전소 3기 설계 및 건립에 

대한 계약 체결  

ㅇ Bac-Man 사업의 총 비용규모는 76억 필리핀 페소이며, 2017년 말 완공 예정 

- Bac-Man 발전소가 완공되면 석탄 화력과 비교하여 연간 270,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http://www.thinkgeoenergy.com/edc-signs-epc-contract-for-31-mw-bac-man-3-project-philippines/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may-get-1-3b-investment-in-renewable-energy-projects-12557/
http://www.dealstreetasia.com/stories/indonesia-may-get-1-3b-investment-in-renewable-energy-projects-12557/
http://www.thinkgeoenergy.com/edc-signs-epc-contract-for-31-mw-bac-man-3-project-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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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광물에너지부, 연내에 석유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  

ㅇ 광물에너지부 관계자는 석유법안이 80%이상 완성되었으며, 동 법안이 발표되면 석유 가격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광물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되면 석유 및 관련 제품들의 가격체계의 개정뿐 아니라 

품질 기준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draft -petroleum-law-be-place-years-end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팜오일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ㅇ 전세계 팜오일의 85%를 생산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열대 오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팜 오일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가 밝혀   

-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금융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인 Alan Lim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다른 

식물성 오일 대비하여 디스카운트 된 팜오일 원유가의 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 http://www.businesstimes.com.sg/energy-commodities/malaysia-says-cooperating-with-indonesia-in-palm-

oil-industry 

 

 

▐  미얀마  

 

□ 미얀마, 석유와 가스 탐사 부문에서 아시아 리더로 부상 중   

ㅇ 석유와 가스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 석유와 가스 탐사에 외국 및 국내 투자가 몰리고 

있어 향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미얀마는 해상 석유 탐사 부문을 51개 하위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현재 18개 부문이 가동 

중이고, 작년에 20개 신규 부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3개 부문은 정부가 관리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Myanmar-set-to-emerge-Asian-leader-in-oil-gas-expl-30268712.html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draft-petroleum-law-be-place-years-end
http://www.businesstimes.com.sg/energy-commodities/malaysia-says-cooperating-with-indonesia-in-palm-oil-industry
http://www.businesstimes.com.sg/energy-commodities/malaysia-says-cooperating-with-indonesia-in-palm-oil-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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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베트남정부, 에너지 공기업 소유 지분 일부 매각 계획 수립  

ㅇ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BSR)의 지분 49%, PetroVietnam Oil Corporation의 지분 49%, PVcomBank 지분 31%를 

매각할 계획에 있음 

- 베트남정부는 PVGas 및 Vie6eet Nam National Petroleum Group (Petrolimex)의 소유지분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PVGas의 지분률은 현행 96.7%에서 75%로 낮출 계획    
 

☞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38921/vn -to-privatise-parts-of-energy-industry.html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계획 발표  

ㅇ 정부는 조만간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가 밝혀 

- 자카르타 시정부는 내년 2016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금년 대비 5배인 11조 루피아 (약7억 

78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http://www.oxfordbusinessgroup.com/news/indonesia -launches-renewable-energy-drive 

 

 

▐  필리핀  

 

□ 에너지부(DOE)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소매전력공급(RES)사업 허가 기준 개정 

관련 논의  

ㅇ 에너지부(DOE)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소매전력공급(RES) 사업허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8월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발표 

- 소매전력시장 개방 및 경쟁 촉진 정책과 연계하여 소매전력공급 사업허가 기준(DOE Circular No. 

2015-06-0010) 개정,  
 

☞ http://www.philippinechamber.com/press -releases/698-doe-erc-meet-for-issuance-of-licenses-to-suppliers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38921/vn-to-privatise-parts-of-energy-industry.html
http://www.oxfordbusinessgroup.com/news/indonesia-launches-renewable-energy-drive
http://www.philippinechamber.com/press-releases/698-doe-erc-meet-for-issuance-of-licenses-to-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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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동향 

 

▐  라오스  

 

□ 라오스, 중국과 협력관계 활성화, 31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과제 서명  

ㅇ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라오스의 Choummaly Sayasone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만나 11개 

부문 31억 달러 규모의 협력과제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중국은 라오스와 중국 간 도로 및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에너지, 광산업,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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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 지방 건설사들에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권고   

ㅇ Suy Sem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건축 전시회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히 전력망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재생에너지를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라고 권고 

- Suy Sem은 전력보급이 이루어진 가구는 60%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2020년까지 국내 전 가구에 

전력을 보급할 계획을 밝힘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govt-urges-builders-go-green-provinces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정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ㅇ 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 (MNPC)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원자력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설문조사 실시 

- Jamal Khaer Ibrahim 원자력공사 이사는 국민 여론이 확인되는 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잠재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10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정부는 3천만 링깃을 MNPC에 배정하였으나 아직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http://www.thesundaily.my/news/1549544 

  

http://www.vientianetimes.org.la/FreeContent/FreeConten_Laos_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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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세계은행, 미얀마 발전소 건립을 위해 4억 달러의 차관 승인  

ㅇ 세계은행이 제공한 차관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 재원으로 국가전력화계획을 

실현하여 2021년 기준 620만 명에게 전력을 보급할 계획 

- 현재 미얀마는 수력발전소 70기와(총 발전용량 2891MW), 292기의 가스발전소(총 발전용량 

1,612MW) 가동 중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11N3DM20150917   

 

 

▐  베트남  

 

□ 베트남과 러시아, 석유, 가스, 석탄 자원 개발 및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에너지파트너쉽 활성화 방안 논의   

ㅇ 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추가적으로 베트남은 에너지, 목재가공, 의류 및 농업 부문에서, 러시아는 경공업, 목재가공, 농업 

분야에서 협력 의지 발표 
 

☞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40728/vn--russia-seek-new-lease-on-their-energy-

partnership.html 

 

 

▐  인도네시아  

 

□ Joko Widodo 대통령, 향후 지열에너지 개발 의지 표명  

ㅇ Widodo 대통령은 지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며,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전력공사 등 정부기관들도 토지 확보 문제 등 투자를 지연시키는 

사안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수마트라, 자바, 파푸아에 내재된 지열에너지 잠재량은 29,000MW에 달하며, 총 106조 루피아 

규모의 지열발전사업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www.antaranews.com/en/news/100118/indonesian -govt-to-focus-on-geothermal-energy-development-

president-jokowi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4N11N3DM20150917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40728/vn--russia-seek-new-lease-on-their-energy-partnership.html
http://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140728/vn--russia-seek-new-lease-on-their-energy-partnershi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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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투자 유치를 위한 광물법 개정 추진 

ㅇ Sudirman Said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광산업 면허 기간을 최소 2배 이상 

연장할 계획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5~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광물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투자자 또는 광산업자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http://www.gtreview.com/news/asia/indonesia-to-change-mining-laws-to-attract-investment/ 

  

http://www.gtreview.com/news/asia/indonesia-to-change-mining-laws-to-attract-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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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말레이시아   

 

□ 33차 ASEM 장관급 에너지회의 및 관련 회의  

ㅇ Asean Centre for Energy 주관  

- 일자 : 2015.10.05~2015.10.9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http://www.aseanenergy.org/events/33rd-amem-and-its-associated-meetings-05-09-october-2015-kuala-

lumpur-malaysia/ 

 

 

▐  미얀마   

 

□ 석유 및 가스 서밋 

ㅇ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e 주최, 국제 석유 및 가스 공급자를 비롯, 산업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 일자 : 2015.10.15~2015.10.17 

- 장소 : Myanmar Event Park, 양곤 
 

☞ http://10times.com/myanmar-oil-gassummit 

 

 

▐  베트남  

 

□ 3차 석유 및 가스 베트남 2015 

ㅇ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정유 산업 관계자 대상으로 하여 Fireworks VietnamCo. Ltd와 

Singapore Industrial Association이 주관으로 개최, Oil & Gas Safety Council이 후원 

- 일자 : 2015.12.01~2015.12.03 

- 장소 : Indoor Sports Complex of Ba Ria 100 Nguyen An Ninh Street, Vung Tau City, Vietnam 
 

☞ http://oilgasvietnam.com/post/96/General -Info.html 

  

http://www.aseanenergy.org/events/33rd-amem-and-its-associated-meetings-05-09-october-2015-kuala-lumpur-malaysia/
http://www.aseanenergy.org/events/33rd-amem-and-its-associated-meetings-05-09-october-2015-kuala-lumpur-malaysia/
http://10times.com/myanmar-oil-gassummit
http://oilgasvietnam.com/post/96/General-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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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전기 서밋  

ㅇ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Petromindo가 주관  

- 일자 : 2015.10.28~2015.10.30 

- 장소 : 반텐, 인도네시아 컨벤션 센터 
 

☞ http://www.petromindo.com/?table=event&pos=detail&id=611  

 

 

▐  필리핀  

 

□  그린에너지 

ㅇ 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설비, 공정 및 기타 재생에너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 일자 : 2015.9.24~2015.9.26 

- 장소 : SMX 컨벤션 센터, 파사이  
 

☞ http://10times.com/green-energy  

 

 

 

  

http://www.petromindo.com/?table=event&pos=detail&id=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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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미얀마의 전력소비량 확대 전망과 시사점 

ㅇ 미얀마 GDP는 2013년 7.5% 성장했고, 2017년에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발전 속도가 가파름. 전력보급률이 인구 및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미얀마는 201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32%만이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자가 발전기에 의존하거나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ㅇ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미얀마 전력부는 2013년 3360MW의 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7275MW까지 늘릴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얀마 전력부에 따르면 2013년 미얀마 최고 전력 수요량은 3300MW 였으며, 향후 5년간 연간 

12-15%씩 늘어날 전망임.  

- 미얀마의 전력부 소속 Nay 사무관은 “미얀마는 동남아사아에 위치해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4대강 유역이 있어 천연자원이 풍부해 자원잠재력과 개발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력부분 중에서도 수력발전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미얀마는 현재 9차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활용 가능성과 관심도 높지만 무엇보다 수력을 제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와 석탄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Nay 사무관은 미얀마의 전력보급률이 낮은 이유로 △적은 발전용량 △적은 투자 

△농촌지역의 집중 등을 꼽았으며, 특히 농촌지역 주민의 67%가 전기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전기보급이 급선무로 수력발전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음.  
 

ㅇ 현재 미얀마 내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이며, 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만큼, 향후에도 주요 투자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현재까지 미얀마에 약 3조원을 투자하였음. 향후 미얀마의 투자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얀마에 투자 기회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권고함. 

 

 
 

  



 

 
14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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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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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의 LNG 수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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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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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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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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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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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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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1.7%를 기록하였음.  

  

< 2000-2010 년 인도네시아 가공에너지 공급추이>  

(단위: 백만 BOE) 

 

ㅇ 인도네시아 화석에너지 의존도 上 

ㅇ 동남아시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 

ㅇ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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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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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부터는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2009년 현재 석유 수입량은 119,600배럴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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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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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디젤 (ADO, 38.4%)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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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만리터) 

 
 

 

 

□ 전력수급현황 

ㅇ 국영 전력회사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과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s)가 

주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을 생산함. 2009년 인도네시아의 송전망에 연계된 총 발전 

용량은 31,453M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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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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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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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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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 해당함.  

  

☞ 인도네시아 산유국에서 원유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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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009 년 전력수급량>  

(단위: GWh) 

 

 

 

 

  

☞ 인도네시아 전력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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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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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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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됨.   

 

<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행 체계> 

 

 

ㅇ 법률에 따라 에너지 기관별 R&R 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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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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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부: 시차원의 규제, 정책, 프로그램, 지침 등    

  

의회 대통령 

국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국가에너지위원회

(DEN) 

위원 선정 

에너지광물자원부

MEMR 

국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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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MEMR 조직 체계> 

 

 

 

 

 

  

☞ 인도네시아 에너지정책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실행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담당 

에너지광물자원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사

무국 
사무국 자문단 감사국 

신재생/ 

에너지효율화부 
지질학부 R&D 교육 석탄/광물자원부 전력부 

석탄/ 

가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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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구조 

ㅇ 인도네시아 전력시장은 국영기업인 PLN과 IPP가 공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전력은 PLN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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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공급을 거부한 지역에 한하여 전력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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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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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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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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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고 있음. 2009년 PLN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49억달러로써, 전력 요금의 40%이상이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구조> 

 

 

 

 

  

☞ PLN 이 인도네시아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IPP 자가발전 주정부 

소비자 

비즈니스 

산업계 

공공부문 

가정 

사회부문 

MEMR 

기획, 펀딩, 규제 

재정부 

PLN 지원 

사회복지시스템 보

조 

PLN 

펀딩 

보조금 

지급 

요금지급 

FIT  

협력 

요금지급 

전력공급 

요금지급 

전력공급 

FIT 

전력공급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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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ㅇ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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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지정 

 

<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활동계획 >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계획 배출량감축 

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2. 벌목 및 토지황폐화 방지 

3. 탄소저장방안 개발 

4. 에너지절약 장려 

5. 대안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6. 고형 및 액체폐기물 감량 

7. 저탄소 교통 수단으로 전환 

2020 년까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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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ktCO2에 해당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행동계획(RANGRK) 수립 

- 국가행동계획은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국가적정감축행동) 체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자발적 감축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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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있음.  

  



 

 
21 

< 2020 년 각 부문 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행동계획 > 
 

부문 
배출량감축(ktCO2eq) 

활동 담당부처 
단독 지원 

임야 및 

산지 
672,000 1,039,000 

임야 및 토지 화재 예방, 네트워크 시스템 및 물 

관리, 임야 및 토지 복구, HTO (산업 플랜테이션 

임야), HKM (공동 임야), 불법 벌목 근절, 벌채 

방지, 지역사회 강화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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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토지이용 최적화, 폐기물 활용 등 
농업부, 공공사업부 

에너지 

및 교통 
38,000 56,000 

바이오연료 사용, 고연비엔진, TDM 

(교통수요관리) 개선, 대중교통 및 도로의 질적 

개선,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개발, 

광산개발 후 복구 등 

에너지 광물자원부, 

교통부, 재정부, 공기업, 

자카르타 정부, 

공공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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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의 에너지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등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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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  
공공사업부 

총계 767,000 1,189,000 
  

 

<NAMA 제안 제출 현황> 
 

부문 NAMA 진행 상황 주요 기관 

에너지 

바이오매스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MEMR 

수력 제안 준비 중 MEMR 

스마트 가로등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MEMR 

바이오연료 제안 준비 중 
 

교통 대중교통 제안 준비 중 UKP4 

 
항공 제안 준비 중 MoT 

산업 시멘트산업 제안 준비 중 MoI 

 
산업 NAMA 제안 준비 중 UKP4 

폐기물 V-NAMAs 국제 기금에 신청 접수 Bappenas, MoPW 

매립지 에너지 NAMA 제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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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화 정책 

ㅇ 건물용 에너지효율 등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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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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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토지이용 

• 에너지효율 & 냉매 

• 물 절약 

• 원료물질 및 순환물질 

• 대기 질 & 쾌적함 

• 환경 관리건물 
 

ㅇ 건물 에너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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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외피, 설계기준, 설계절차, 에너지효율 표준 

• 냉방시스템, 기술적 계산, 측정, 평가 및 에너지효율 표준 

• 조명시스템 

• 에너지진단 절차 
 

ㅇ 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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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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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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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ㅇ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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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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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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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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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치를 1 미만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원단위를 매년 1% 감축할 계획 

- 에너지효율 전략 및 계획의 세부 전략은 다음을 포함 

•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 지원 

•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개선 

•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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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원의 능력 및 기술 향상 

• 에너지 절약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 시스템 적용 
 

-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산업계 에너지진단 실시 

• 대규모 산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관리자 자격 인증 

• ESCO 개발 

• 에너지관리시스템 시행 

• 재원 매커니즘 개발 

• 에너지효율 기술 적용 확대 

•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방안 개발 
 

- 교통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자동차용 석유를 가스로 대체 

• 대중 시내교통 확대 

• 전기와 같은 에너지효율 기술을 활용한 교통기술 개발 

• 철도에 기반한 육상교통 증진 

• 교통관리 시스템 증진 
 

- 상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건물부문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진단 전문가 자격 인증 

• 건물 에너지 표준 및 등급 개발 
 

-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계획 

•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성능 표준 개발 

• 가정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등급제 적용 

•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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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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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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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유의 순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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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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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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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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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8.7%), 미국(3.9%) 등의 순 
 

ㅇ 상류 부문의 사업활동(탐사 및 개발)은 에너지부의 허가, SKKMIGAS(석유가스감독국) 및 

지방정부의 협의, 그리고 JCC(합작협력계약)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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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수익으로 측정되는 생산물 분배 
 

ㅇ 하류부문의 사업활동은 2001년 공식적으로 석유가스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자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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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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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의 배급 허용 

 

 

 

 

  

☞ 인도네시아,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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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유연탄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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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황 및 저회분 등 청정탄의 특성 보유 
 

ㅇ 인도네시아 광물정책의 주요 방향 

- 국내수요 우선 충족 

- 광산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감독 및 지도 강화 

- 광산 투자 촉진 및 세수 증대 

- 광산개발의 부가가치 증대 

- 지속가능한 환경개발(광산 복구 등) 

 

< 인도네시아 내 주요 석탄 광산 > 
 

광산명 광종 소유회사 
매장량 

(백만톤) 
단계 

생산량 

(백만톤) 
생산개시 

Kaltim Prima Coal 유연탄 
PT Bumi Resources, 

Tata Power 등 
7,057 생산 53.5 ‘91 

Adaro 유연탄 
PT Alam Tri Abadi, 

PT Viscaya Investment 등 
4,130 생산 52.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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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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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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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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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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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의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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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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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년에는 74개 석탄회사에서 74.32 백만톤(연간 

생산량의 20.3%)을 DMO로 할당 

 

  

☞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자원, 국내시장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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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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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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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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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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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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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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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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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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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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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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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계획 > 
 

계획 구분 수립 주체 수립 단위 주요 내용 

국가전력계획(RUKN) 중앙정부 10 년 

• 전력수요 및 공급, 투자 및 

자금조달, 신재생에너지 사용 

•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4.9%에서 12.4%로 

확대 

전력공급계획(RUPTL) 전력공사(PT PLN) 
10 년 

(매년 재조정) 

• 공급 계획, 수요 예측, 전력 확충, 

생산 및 연료조달 및 지수 

• 2021 년까지 57.3GW 의 추가전력 

확보 목표 

지역전력계획(RUKD) 지방정부 - 

• RUKN 에 근거하여 수립 

• 허가 및 전력 관세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전력공급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강화 

 

 

  

☞ 인도네시아 전력보급률 2022 년까지 97.7%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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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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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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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원자력 개발에 대한 계획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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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 건설 계획 발표 
 

ㅇ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는 몇몇의 연구 목적 원자력 반응기 존재 

- Kartini 연구용 원자로 – Yogyakarta, 중앙 자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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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ga Mark III 연구용 원자로 – Bandung, 서부 자바섬 

 

< 인도네시아 연구용 원자로 위치 > 
 

 

 

ㅇ 국가 원자력에너지 기관인 BATAN, 핵연료 생산량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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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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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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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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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보유량 및 발전량 > 
 

구분 잠재량(A) 발전량/확인매장량(B) 비율(B/A) 

수력 75,000 MW 7,572 MW 10.1 % 

지열 28,617 MW 1,343.5 MW 4.7 % 

바이오매스 49,810 MW 1,716 MW 5.26 % 

태양광 4.8 kWh/m2/d 42.77 MW - 

풍력 3-6 m/s 1.87 MW - 

해양 49 GW 0.01 MW 0 

 

ㅇ 지열에너지 

- 세계 최대 지열발전 잠재력(29GW) 

-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 3위의 생산규모(1,226 MW) 

 

< 지열에너지 발전 유망지역 및 잠재력 > 
 

구분 발전유망지역 수 발전 잠재력(MW) 

수마트라 86 13,516(46.5%) 

자바 71 10,092(34.8%) 

발리, 누사 뜽가라 27 1,767(6.1%) 

깔리만딴 8 115(0.4%) 

슬라웨시 55 2,519(8.7%) 

말루꾸 26 954(3.3%) 

빠쁘아 3 75(0.3%) 

합계 276 29,038(100%) 

 

ㅇ 수력에너지 

- 자원 잠재량: 75GW 

- 현재까지 전체 잠재량 중 7.5%인 5.7GW만이 개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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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바이오매스 

- 자원 잠재량: 50GW 

- 현재까지 약 3.3%만이 개발된 상태 

- 현 발전용량 1.7GW 중 약 98.8%가 인도네시아 최대 팜유 생산지인 수마트라 지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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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되는 원재료는 팜유, 벼, 사탕수수, 코코넛, 카사바, 목재 고무 등 
 

ㅇ 태양에너지 

- 평균 일사량: 4.8 kWh/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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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풍력에너지 

- 평균 풍속: 3~4 m/s(대규모 풍력발전 부적합) 

- 대부분의 발전소가 비교적 풍속이 빠른 동부지역에 건설 

 

□ 신재생에너지 정책  

 

< 인도네시아 장기 에너지 비젼(2025 년까지) > 
 

구분 석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석탄 액화 

공급비율(%) 20 30 33 5 5 5 2 

 

< 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2025 년까지) > 
 

구분(단위) 2010 2015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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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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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MW) 30 60 120 200 

지열(MW) 1,320 4,340 5,090 5,270 

풍력(MW) 10 40 80 160 

태양광(MW) 80 100 120 580 

소수력(MW) 450 740 950 950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활용 전략 

- 지열 및 대수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력공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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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에너지: 농업/도시의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조성 

- 기타 신에너지: 지속적인 연구 및 시험 추진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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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에너지부문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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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과업으로 인프라와 항만시스템 개발을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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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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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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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한 고소득층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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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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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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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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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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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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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조 루피아) > 
 

구분 2014 2015 
증감률(%) 

2015/2014 

부처별 지출, 국가 채무 등 877.4 946.4 8 

에너지 보조금 403 433.5 8 

 1) 연료 보조금 246.5 291.1 18 

 2) 전력 보조금 103.8 72.4 -30 

 3) 기타 보조금 52.7 70 33 

총지출 1,280 1,3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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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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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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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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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인도네시아, 에너지 수입국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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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는 매년 약 7% 수준 증가 

- 그러나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2019년에는 에너지수요가 에너지생산량을 

초과하여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될 전망 

 

< 에너지 수요 및 생산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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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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현지 정보처 The Jakarta Post 

Daily Indonesia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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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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전기자동차 촉진화를 위한 새로운 요금제 발표 

ㅇ 2015년 7월 8일 전력청은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공공시설위원회에 제출 

- 공공시설위원회(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전기 통신 서비스를 규정하며, 사업인가, 요금 

제정, 공정 보수율 결정과 설비 관리 등을 담당 
 

ㅇ 스리랑카의 공공시설위원회는 2015년 9월 10일 전력청이 제안한 ‘사용 시간 요금제’ 승인 

ㅇ 사용 시간 요금제는 하루를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 각 시간대에 다른 요금의 계량 및 

충전을 하는 제도 

- 사용시간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삼상교류 30A 또는 그 이상의 공급이 가능한 차량 

보유자 누구든 해당 
 

ㅇ 사용 시간 요금제의 적용 

- (Off Peak) 22:30 ~ 다음 날 05:30, (Day) 05:30 ~ 18:30, (Peak) 18:30 ~ 22:30 
 

ㅇ 새로운 사용 시간 요금은 각 시간 블록마다 단일 관세 존재 

- (Off Peak) 13Rs/kWh, (Day) 25Rs/kWh, (Peak) 54Rs/kWh 
 

☞ http://www.ceb.lk/sub/news/news01.aspx?acquiesce=87 

 

□ 아시아개발은행, 스리랑카 풍력에너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억 달러 대출 

ㅇ 스리랑카 풍력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금융은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제공 예정 

ㅇ 스리랑카는 풍력에너지 설비구축에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35GW의 

풍력에너지 잠재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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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리랑카 에너지 당국은 올해 말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국가 전력의 10%인 

460MW 생산을 목표로 설정 

☞ http://www.cleantechnica.com/2015/08/31/sri -lanka-get-200-million-loan-wind-energy-program/ 

 

 

▐  파키스탄  

 

□ NAMA, 파키스탄 Siakot의 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ㅇ 2015년 8월 18일 파키스탄의 Islamabad에서 Sialkot에 대한 국가적정 감축행동 평가를 

발표  

ㅇ 기후 및 지식 개발 네트워크(CDKN: Climate &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투자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의 산업 중추인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Ecofys, PITCO사를 통해 시행 

- Ecofys : 에너지 및 환경 자문 기업으로 기후변화 관련 컨설팅을 담당 

- PITCO : 베트남 석유총공사 산하의 페트로리멕스 수출입 주식회사 
 

ㅇ 독일대사관의 Sebastioan Ernst는 독일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선두로서 

파키스탄이 에너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CDKN(Climate &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투자 프로젝트 활동을 격려한다고 밝힘 

ㅇ 기후 변화국 차관 Sajjad Yaldram, “기존의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15,000MW 이상의 전력을 송전할 수 없는 국가 송전망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 

☞ http://cdkn.org/2015/08/feature-making-namas-work-national-workshop-on-renewable0energy0solutions-

for-sialkots-industrial-sector-in-pakistan/ 

 

□ Eversheds, IFC의 도움을 통한 파키스탄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가속화 

ㅇ 2015년 9월 2일 Eversheds는 IFC와 함께 월드뱅크 그룹, 파키스탄 최고정부위원,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 Eversheds: 국제 법률회사로서 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활동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 개발협회 등과 더불어 ‘세계은행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국제금융공사는 1956년 7월 UN에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발전과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세계은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기관 
 

ㅇ 파키스탄은 주요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하나로 거대한 잠재력 보유 

- 발로치스탄 지역은 태양광에너지가 풍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 보유 

http://www.cleantechnica.com/2015/08/31/sri-lanka-get-200-million-loan-wind-energy-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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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태양광 시장의 규모는 약 250만 ~ 300만 달러로 추정 

- 파키스탄의 해안선의 풍력지대에서는 약 50,000MW의 전력 생산 가능 
 

ㅇ 이번 행사의 주요 목표는 파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 

- 파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직 신규시장으로 합리적인 투자기회임을 설명 
 

ㅇ 파키스탄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국가 에너지 위기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계획에 도움 

☞ http://press.eversheds.com/news/21826/eversheds-and-ifc-help-boost-pakistans-renewable-energy-

programme 

 

□ 파키스탄의 풍력 발전: Nordex 풍력 터빈 

ㅇ Nordex SE사는 Gul Ahmed 풍력발전소에 총 용량 50MWh인 N100/2500터빈 20개를 제공 

ㅇ Gul Ahmed 풍력발전소는 Gul Ahmed에너지 사의 자회사 

ㅇ Gul Ahmed 그룹은 섬유 산업, 건축, 에너지 등 의 사업을 파키스탄에서 60년 이상 지속, 

Gul Ahmed에너지 사는 136MWh규모의 독립 전력 생산회사로 파키스탄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투입 

ㅇ Nordex사는 2012년 파키스탄에서 활동을 시작, 현재 시장점유율 60%로 총 

생산량150MWh의 터빈을 설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파키스탄 풍력 에너지 

시장을 확대 

- Nordex SE, Nordex는 독일의 풍력발전기업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Siemens Ag사와 Vestas Wind Systems A/S사 등을 포함 
 

☞ http://www.evwind.es/2015/08/24/wind-power-in-pakistan-nordex-wind-turbines-for-a-wind-farm/53863 

 

□ 이란과의 쌀, 에너지 물물교환 

ㅇ 파키스탄의 쌀 수출 협회는 ‘이란에 쌀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대신 전기수입료를 지불 

한다’는 협정을 정부에 요구 

ㅇ 이란 정부의 승인이 있을 시 매년 100만t의 쌀을 이란에 보낼 예정 

ㅇ 파키스탄은 매년 70만t의 쌀을 이란에 수출, 이는 파키스탄 쌀 시장 중 가장 큰 규모 

ㅇ 파키스탄은 이란으로부터 전력수입으로 인한 백만달러 이상의 채무 보유 

☞ http://tribune.com.pk/story/952598/barter -rice-for-energy-with-iran/ 

 

  



 

 
41 

▐  방글라데시  

 

□ 이란, 방글라데시에 에너지 제공 

ㅇ 2015년 9월 16일 파키스탄의 Islamabad에서 Sialkot에 대한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를 발표  

 

□ 방글라데시 농업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 펌프 

ㅇ 방글라데시 내 노동인구의 45%가 농업에 종사 

- 농업의 국가 GDP 성장 부문 기여도 2013~14년도 16.33% 
 

ㅇ 현재 300개 이상의 태양광 펌프가 방글라데시에 설치 

- 각각의 태양광펌프는 20에이커의 땅에 3 작문관개 용수 가능 

- 저렴한 가격, 관리용이, 온실가스의 배출량 없음, 디젤 연료 사용량 감소 
 

ㅇ 농업에 사용되는 디젤동력펌프의 비용은 약 9억 달러 

- 농업에 사용되는 디젤양은 134만 리터 

 

ㅇ 세계은행의 두 번째 농촌 전기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국제개발협회의 자금과 국가 

보조금을 통해 방글라데시 내 태양열 펌프의 설치를 지원 

- RERED II, RuRal Electrificatio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국제개발협회(IDA, Interm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ㅇ 2018년 까지 1,250개의 태양광 펌프 추가 설치 

☞ http://www.energymatters.com.au/renewable-news/solar-irrigation-bangladesh-em5059/ 

 

□ 7년 후 방글라데시 내 가스 가격 26.29% 증가 전망 

ㅇ 방글라데시의 전력가격이 2.97% 증가 함에 따라 가스의 소매가를 26.29% 인상할 계획 

- 전력가격은 1년 후, 가스가격은 7년 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 

 

ㅇ 방글라데시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회장 AR Khan에 의하여 가격인상 발표 

-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산업과 환경문제 등을 규제 

 

ㅇ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천연가스, 

고체 바이오매스, 폐기물이 차지 

.- 에너지 정보 관리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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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네팔-인도 수력발전개발 강화 

ㅇ 2014년 10월 인도-네팔 전력거래 강화를 위해 전력무역협정 서명 

- 송전케이블 설치 

- 각 그리드 연결 

- 전력거래소, 정부를 통한 전력거래 
 

ㅇ 인도산업연합과 전력자원부 주도 하 전력무역협정 회의 진행 

- 인도산업연합 (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는 인도에 소재한 기업 연합 조직으로 비영리, 

비정부기구이며 산업체가 운영을 주도, 주로 기업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업무를 수행 
 

ㅇ 네팔은 44,000MW의 거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ㅇ 네팔 정부는 인도에 수출되는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수력매장량 개발에 우선순위 

- 수력발전 개발 완료 후 생산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인도에 수출 

- 잉여 전력은 국가로 전환 
 

☞ http://www.nepalenergyforum.com/india-and-nepal-to-enhance-hydro-power-develpment-mechanism/ 

 

□ 네팔-인도 석유 파이프라인 계약 체결 

ㅇ 인도의 Raxaul로부터 네팔의 Amelkhgunj까지 석유 수출을 위한 41km의 석유 파이프라인 계약 

체결 

ㅇ 인도석유공사(IOC)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의 가솔린, 디젤, LPG가스, 제트연료를 

네팔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석유공사(IOC, Indian Oil Corporation)는 인도를 대표하는 정유회사로 인도를 이끄는 최대 기업 

중의 하나, 2010년 Fortune이 선정한 세계 기업 중 125위에 올라와 있으며 주요 사업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항공연료, 경유 및 윤활유 등의 석유 관련 제품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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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vijaya발전소 석탄 공급 프로젝트 

ㅇ Lakvijaya발전소 내 매년 2,250,000t ± 10% 의 석탄 공급량 

ㅇ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LCC에서 석탄공급업체 등록신청 문서 획득 

※ LCC에 기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 사업 번호 : LCC/15/T/5 

- 계약 기간 : 3년 

- 등록 기간 : 2015.10.7 ~ 추후공지 시 이후 09:30~15:30 사이 

- 등록 비용 : 무료 

- 주소 : Lanka Coal Company (Private) Ltd, (51/3, Dutugemunu Street, KohuwalaDehiwala,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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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청, 수력발전 자산관리 부문 차단기특성시험기 공급, 배달 발주 

- 발주 번호 : AMHE/Elec/003/2015/04 

- 입찰 기한 : 2015.9.17 10:30 까지 

- 조달위원회 : Mahaweli Complex 

- 입찰비용/입찰가치 : 500Rs/ 50,000Rs 

- 입찰신청서 제출 : Ceylon Electricity Board, 40/20A, Hilpankandura Mawatha, Ampitiya Road, Kandy, Sri Lanka 

- 입찰장소 : Office of the Deputy General Manager (AMHE), Ceylon Electricity Board,  40/20A, 

Hilpankandura Mawatha, Ampitiya Road, Kandy, Sri Lanka 

- 입찰 종류 : ICB 

- 배송 계획 : 항목의 총 수량은 신용장 발급 후 12주 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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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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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adar-Nawabshah 간 LNG터미널 공사 발주 

ㅇ 중국 대표단은 Gwadar항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파이프라인 확인을 위해 Islamabad 

방문 

ㅇ 파키스탄의 석유국장은 Gwadar LNG터미널과 파이프라인 문제 토의를 위해 중국 방문 

- 양 국은 프로젝트의 촉진의사를 밝힘 

- 2016년 3월까지 계약 조건 협상, 정식작업 2017년 완공 

- 프로젝트 비용 2억달러 예상, 그 중 85% CPP에서 투자 나머지 15% 파키스탄 투자 
 

☞ http://www.pcq.com.pk/gwadar-nawabshah-pipeline-lng-terminal-high-level-chinese-delegation-arrives/ 

 

□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공원 

ㅇ 파키스탄의 건국자인 무하마드 알리 진나의 이름을 딴 Quaid-e-Azam 태양 발전 공원은 

200ha이상의 사막에 40만 개의 태양전지패널을 보유 

ㅇ 100MW의 태양전지 발전소는 중국의 Xinjiang SunOasis 사에 의해 3개월만에 

완공되었으며, 완공 직후인 8월부터 국가 전력 시스템에 전기 판매 실시 

ㅇ 중국-파키스탄 간 첫 경제회랑으로 460억 달러 투입 

- 중국 서부 Xinjiang의 Kashgar에서 파키스탄 남부 Gwadar항까지 연결된 중국의 ‘신실크로드’ 
 

ㅇ 2017년 완공시 502만개의 PV셀은 약 3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인 

1,000MW의 전력 생산 

ㅇ 현재 다음 시공 단계는 중국의 Zonenergy 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 

☞ http:/www.pcq.com.pk/worlds-largest-solar-park-to-light-up-pakistans-future/ 

 

□ 중국 기업, 파키스탄 에너지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투자 

ㅇ 중국의 장강삼협공사(TCG, Three Gorges Corporation)는 총 투자비용 150억, 총 발전량 

4,500MW의 Diamer-Bhasha댐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자 

ㅇ 중국의 장강삼협공사는 22,500MW의 발전량을 가진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삼협댐을 소유 

및 관리함 

ㅇ 수력발전개발국(Wapda,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는 파키스탄 내 

60,000MW의 수력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 http://www.customstoday.com.pk/chinese-company-keen-to-invest-50b-in-pakistans-energy-projec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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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1.2GW급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ㅇ 방글라데시 국영전력회사인 석탄발전회사는 방글라데시 내 가장 큰 규모인 1,2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립에 동의 

ㅇ 화력 발전소는 벵갈 만에 있는 한 섬에 건설 될 예정 

- 섬에는 LNG, 석유터미널 및 여러 화학 공장이 설립 될 예정 

- 완공 직후인 8월부터 국가 전력 시스템에 전기 판매 실시 

-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전소에 의해 연간 4백만톤의 석탄 조달 가능 
 

ㅇ 발전소는 2016년 3월 시공, 2022년 8월 완공 예정 

- 일본의 두 회사 Sumito, Marubeni사가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 
 

ㅇ 화력발전소에 필요투자금은 46억달러 추정 

- 일본 국제 협력기구에서 연 0.1%의 이자율로 37억달러 대출 

- 나머지 9억달러는 방글라데시 정부 예산 사용  
 

☞ http://www.enerdata.net/enerdatauk/press-and-publication/energy-news-001/Bangladesh-12-qw-coal-fired-

power-project_34015.html 

 

□ Larsen & Toubro사, 170억 루피에 방글라데시 발전소 건설 수주 

ㅇ 인도의 건설기계업체인 Larsen & Toubro사는 2015년 9월 11일 일본의 Marubeni사로부터 

400MW급 가스기반 발전소 건설을 수주  

☞ http://csrn.adb.org 

 

  

http://csrn.a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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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GMR, 네팔의 발전소에서 방글라데시로 전력 수출 예정 

ㅇ 인도의 인프라건설 대기업인 GMR사는 네팔에서 두 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생산된 전력을 방글라데시에 수출할 예정 

- Lamjung지역의 Marsyangdi강, 600MW급 Marsyangdi-2 수력발전 프로젝트 

- Dailekh지역의 Karnali강, 900MW급 Karnali 수력발전 프로젝트 
 

ㅇ 공동연구협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은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함께 2014년 12월 22일 전송라인 프로젝트 실행 

ㅇ 2014년 9월 19일 네팔 정부는 PDA와 전송라인 및 전력생산 프로젝트 실행 

ㅇ 현재 Karnali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네팔 에너지공사의 의도에 따라 전송라인을 변경하는 

단계 

 

☞ www.livemint.com/Industry/fumROPfqSPJIHeXDIHNgKN/GMR-plans-to-export-power-from-itst-Nepal-plant-

to-Banglade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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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ㅇ 국제 오존보호의 날을 맞아 Moratuwa의 독일 기술 훈련소를 방문한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정부의 대기오염 규제를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사 표명 

ㅇ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97개의 화학물질 중 54개의 물질이 규제대상이 될 전망 

 

☞ homepy.korean.net/~srilanka/www/hanin_news/news/read.htm?bn=new s&fmlid=3731&pkid=48&board_ 

no=3731 

 

□ 환경청, Colombo지역 식수 안전 재확인 

ㅇ 스리랑카 중앙환경청은 Colombo와 인근지역의 식수에 대해 비소 및 다른 중금속 물질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 Colombo,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 
 

☞ homepy.korean.net/~srilanka/www/hanin_news/news/read.htm?bn=news&fmlid= 3731&pkid=48&board_ 

no=3731 

 

 

▐  파키스탄  

 

□ 파키스탄,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2050년 까지 4만 MW의 전력 생산 

ㅇ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의 회장 Muhammad Naeem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총회에서 원자력에너지비젼-2050을 발표 

☞ http://www.khaleetimes.com/international/Pakistan/Pakistan-to-generate-40000-mw-nuclea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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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이란, 방글라데시에 에너지 수출 희망 

ㅇ 2015년 10월 16일 Dhaka에서 이란의 외무장관 Mohammad Javad Zarif와 방글라데시의 

국무총리 Sheikh Hasina와 회의를 진행함 

ㅇ 이란의 외무장관 Zarif는 이란의 에너지 자원이 방글라데시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 전함 

- 이란은 이미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의 상호 

무역관련 장벽을 뛰어넘길 희망 
 

ㅇ 방글라데시 측 또한 양국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며 종교에 빗대어 이란의 현 상황을 칭찬 

ㅇ 양국은 모두 개발도상국 8개국 구성 국 

- 회교권 8개국은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구성  

- 지난 4월 조직의 사무 총장 Ali Mohammad Mousavi는 개발도상국 8개국의 경제협력 무역은 

2018년 까지 500조달러에 이를 것이라 발표 
 

☞ bdnews24.com/Bangladesh/2015/09/12/Iranian-foreign-minister-monammad-javad-zarif-will-visti-

bangladeshwednesday 

 

 

▐  네팔  

 

□ 투자은행, 네팔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지분 인수 

ㅇ 투자은행은 440MW의 Tila-1과 420MW의 Tila-2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지분 70% 인수 

ㅇ 투자은행은 SC전력회사와 협력하여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개발 

ㅇ 이번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Karnali지역의 Kalkot주의 Tila 강에서 진행 

ㅇ 수력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는 네팔 전력청과 인도의 ‘KSK Energy Venture사‘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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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지속가능 에너지원 추가프로젝트 실행 

ㅇ 스리랑카는 국가 전력 그리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추가하는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전함 

ㅇ 에너지원 추가 프로젝트는 단계에 따라 태양광, 열, 풍력발전 등을 통해 진행 

ㅇ 스리랑카 전력청과 에너지 관리부는 “현재 스리랑카는 화석연료 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력생산 비용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발표 

 

□ 네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시간, 비용초과 직면 

ㅇ 네팔 재정부에서 실행한 NPPR 2015 (Nepal Portfolio Performance Review 2015)에 의하면 

Kulekhani III, Chameilya, Rahughat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재정,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용초과에 직면 

- 14MW급 Kulekhani 수력 발전소는 2011년 겨울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44개월 연장되었으며 

2015년 7월 기준, 토목공사 92%, 전력 및 기계공사 45% 수준 
 

ㅇ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네팔의 전력청에선 토지 취득 및 숲과 관련된 문제 등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 취소로, 낮은 생산 결과와 프로젝트 연장문제 발생 

ㅇ 네팔 전력청의 전무이사 Mukesh Kafle은 “계약상 의무와 사회, 정치적 문제가 에너지 

개발의 방해요소이며 이 문제는 네팔 내에 있다”고 전함 

 

□ 방글라데시, 전체 발전량 중 천연가스 비중 감소 

ㅇ 2014~15 회계연도 말 전체에너지원 구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 75% 이상을 담당하던 

천연가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유, 중유 등의 수입 연료의 비중 증가 

 

  



 

 
50 

<참고자료> 

 몰디브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 수요상황 

 

ㅇ 몰디브는 섬국가로서 지역사회에 에너지 공급이 쉽지 않고,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원 매장량이 없음 

ㅇ 몰디브는 남아시아 지역 중 가장 에너지소비가 높은 국가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섬에 

 24시간 전력 공급 가능 

ㅇ 몰디브 정부는 2022년 까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국가 개발 계획 수립 

 

□ 에너지 소비 현황 

ㅇ 2008년 평균 에너지 공급량 348.6 ktoe  

ㅇ 에너지 소비를 충족할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부재 

- 지리적, 경제적 여건 상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또한 부족 
 

ㅇ 몰디브는 에너지원으로 99.9% 수입 연료를 이용 

- 2012년 기준 화석연료 수입에 4억 7천만달러 이용, 국내 총생산량(GDP)의 23% 수준  
 

ㅇ 주요 에너지는 디젤, 가솔린, 등유, 제트A1연료, 태양에너지 이며 이 중 디젤의 수입은 

2010년 84%, 2011년 80%, 2012년 70%로 수입 연료의 주를 구성 

- 2012년 기준 하루 디젤 수입량 6,000배럴 

- 디젤의 주요 사용처는 전력생산, 수송   
. 

ㅇ 2010년 몰디브의 에너지 수입 현황 

 

몰디브 에너지 수입 현황 

디젤 등유 바이오매스 LPG 가솔린 기타 총계 

84% 2% 2% 2% 6% 4% 100% 

 

  



 

 
51 

ㅇ 2010~2012년 몰디브의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2012 

 

ㅇ 몰디브의 주요 에너지원은 전기(38-40%)이며 교통 및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디젤이 두 

번째 주요 에너지원 

- 몰디브의 에너지 수요는 지난 10년간 약 11% 폭으로 증가  
 

ㅇ 2012년 말 기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9,615.5 tCO₂ 

-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간 75,527 tCO₂ 증가 

- 배출량의 주요요소는 관광 산업 
 

ㅇ 대부분의 가정에선 LPG와 등유를 사용해 요리  

- 기존의 경우 관목, 마른 나뭇가지 등의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사용, 자원고갈로 인해 연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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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몰디브 내 주요 에너지 형태의 20% 장작, 1990년대 전체 인구의 79% 장작 사용 

MDG report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도입 후 Male섬 내 장작 사용 인구 2%  

 

□ 관광산업의 에너지 소비 

ㅇ 70년대 관광사업의 시작으로 어업을 제치고 리조트사업이 몰디브의 최대산업으로 발전 

ㅇ 관광산업은 몰디브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로 총 에너지의 1/3을 

차지 

- 수입되는 디젤의 약 42%는 리조트 내 전력생산에 이용 

- 하루 평균 리조트 객실 이용 전력은 31.3kWh로 주로 냉방에 사용 
 

ㅇ 몰디브 내 모든 관광리조트는 각각의 전력생산시설 보유 

- 리조트 내 하루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디젤 양, 22.83리터 

- 디젤을 통한 전력생산의 변환효율 34% 
 

ㅇ 몰디브 내 등록된 리조트는 2010년, 2011년, 2012년 각각 98, 101, 105개 

 

□ 어업의 에너지 소비 

ㅇ 몰디브의 전통적인 주요 경제 활동으로 70년대 몰디브의 발전의 원동력 

- 현재 어업은 몰디브 수출 소득의 약 80% 차지 
 

ㅇ 수산분야의 운송, 제도 및 산업공정 등 많은 에너지 사용  

- 통조림 생산 부문에서 연간 582 toe의 에너지 사용 
 

ㅇ 어업분야의 에너지 사용은 수도인 Male섬과 나머지 산호섬 사이에 많은 차이 발생, 어업 

활동은 주로 Male섬이 아닌 나머지 산호섬에서 시행 

- Male섬에서의 어업활동 에너지 소비는 나머지 산호섬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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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 기관 및 정책 

 

□ 정부기관 

ㅇ 몰디브의 환경 및 에너지부는 국가 내 에너지 관련 총괄 담당 

ㅇ 환경 및 에너지부의 산하 기관인 환경청은 2008년 환경연구센터와 몰디브 수자원보건국 

통합으로 설립 

ㅇ 환경 및 에너지부의 산하 기관인 몰디브 에너지공사(MEA, Maldives Energy Authority)는 

2006년 4월 몰디브 전력청이 폐지된 이후 설립 된 에너지 부문 규제 기관으로서 공공기업 

및 전기부문 관련 규제를 담당 

ㅇ 섬 개발 위원회(IDC, Island Development Committees)는 산호섬관리부(MoAD, Ministry of 

Atolls Development)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STELCO에서 전력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50여 

개의 섬에 전력공급 

ㅇ STELCO는 국영 전력 공사로 몰디브 내 전력 유통 및 판매를 담당 

- 1949년 설립 후 Male섬의 50가구에 전력공급 

- 1997년 대통령령으로 몰디브 전기위원회 해체 후 공공전력기관 타이틀 획득 

- 2008년 몰디브 전체 전력생산량의 35% 전력생산 

- 2009년 7개의 전력회사 건설 / 수도 Male섬을 포함 9개의 섬에 전력 제공 

 

□ 에너지 정책 

ㅇ 온실가스 감축 정책 

청정에너지 기술 및 효율을 통해 탄소소모 감소 

1 2015 년 까지 전력공급의 50%를 재생 에너지원 활용 

2 2015 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 (2000 년 대비) 

3 2020 년 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의 7.5% 에너지 절감 달성 

 

ㅇ 2009 – 2013 전략적 활동계획의 결과로 다음의 목표 설정 

전략적 활동계획 목표 

1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2 탄소 중립 달성 

3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4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증가 

5 에너지 부문의 제도적, 법적 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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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 

- 전력부문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싸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 품질 저해 없이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증진 

- 전력생산, 유통 에너지 효율 촉진 및 높은 에너지 효율 제품, 사례를 통한 공공인식 캠페인 

- 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이용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 태양광, 풍력에너지, 바이오연료 소개 및 추진 

- 에너지 부문 제도적 틀 강화 
 

ㅇ 정부 내각 제도 

- 2011년 정부 내각은 경제개발공사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무소 설립 발표 

- 2011년 정부는 가솔린, 디젤 차량의 관세를 200% 부가,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 수입 관세 제거 

- 전기차와 같은 일환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선박 및 장비의 관세 25% 감소 
 

ㅇ 2009년 전 대통령인 Mohamed Nasheed는 2020년 까지 몰디브를 세계최초 

탄소중립국으로 만들겠다 발표 (항공 산업 제외)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연료전환 과정 필요 

- 국가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고 석유수입에 대한 의존도 감소 

- 타국의 모범이 되는 사례 형성 

- 2020년 탄소중립국 도달 시 탄소가 예상 가격은 20~30억$ 추정 
 

ㅇ 환경 및 에너지부 

- 전력피크 시간대의 3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소비 (5년 이내) 

- 가정 에너지 소비의 60-70%가 냉방에 이용, 몰디브 시설 내 적정온도 25도 캠페인  

  



 

 
55 

3. 에너지원별 현황  

 

□ 에너지원별 현황 

ㅇ (디젤) 디젤은 수입 연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전력생산 및 수송에 사용  

ㅇ 모든 연료의 수입과 관련된 데이터는 몰디브의 세관서비스에 의해 기록 

ㅇ 아래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수입의 양이 소비의 양보다 

많다는 점으로, 2010년의 경우 2009년 디젤의 재고가 남아있어 수입의 양이 감소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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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휘발유) 디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차량연료로 사용 

ㅇ 아래의 표 참고, 수입량과 소비량 거의 동일 

 

.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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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연액화가스, LPG) LPG는 주로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가정에서 

요리용도로 사용 

ㅇ 아래의 표 참고, 2010-11년도 소비량이 수입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2011년도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며, 이전 해에 남은 LPG재고의 사용을 통해 2012년 LPG의 수입량은 

소비량보다 적은 양상 

.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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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유) 주로 난방 및 조명 용도에 사용 

.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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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트 A1 연료) 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항공유로, 석유사업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몰디브가 가장 많이 수입 

ㅇ 상당량의 연료가 국제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재수출 

ㅇ 아래의 표 참고, 2012년도 몰디브 내 국제공항의 증가로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소비량은 

큰 차이 없음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ㅇ (태양에너지) 몰디브 내 각광 산업으로 주로 리조트 내 난방 및 온수에 사용 

ㅇ 태양광발전은 수도인 Male을 중심으로 몰디브의 섬 내 전력 공급 확대 중 

ㅇ 2010년부터 정부는 저탄소 기술 촉진을 위해 태양광발전 활성화 

- 태양광발전 설치의 인센티브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 

- 정부차원 태양광PV의 수입량 확대, PV가격의 감소를 통한 설치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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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표 참고, 2011-2012년도 발전량의 증가는 Male을 포함한 몇몇 산호섬에 설치한 

태양광PV에 기인 

 

 

출처 : 몰디브 에너지공사 (2010-2012) 

 

ㅇ (기타) 몰디브 내 기타 에너지 원으로는 풍력발전, 바이오매스가 있지만 현재 비가동 중 

-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에너지원인 숯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숯을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 

 

□ 전기 

ㅇ 몰디브의 주요 에너지원은 전기 

- 2008년 총 설치 용량은 106.2MW였으며 그 중 33%는 국가전기회사인 STELCO를 통해 생산 

- 몰디브는 총 1,19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있어 그리드의 연결은 불가능, 그로 인해 각 

산호섬엔 개개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189개의 발전소 존재 

- 전력분배 전송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이 발생하고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전력의 관세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 
 

ㅇ 2012년 설치된 총 발전 용량 245MW 

- 2008년 설치된 총 발전 용량은 106.2MW로 몰디브 내 전력소비량은 수도 11%, 전체 21% 증가율 

- 2007~2012년 사이 전력발전의 규모는 50%성장하였으며 사업적인 부분은 3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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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는 주변국가중 전력생산 비용이 kWh단위 당 30~70센트로 가장 높음 

- 2013년 5천만달러를 전기보조금으로 소비 

- 총 발전 용량의 세부 발전량 

 

총 발전 용량의 세부 발전량 

관광리조트 사람이 거주하는 산호섬 산업용 섬 총 생산량 

105MW 120MW 20MW 245MW 

출처 : 에너지환경공사(2014) 

 

ㅇ 몰디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전환은 디젤연료를 통한 전력생산 

- 거의 100%의 전력이 디젤을 기반으로 생성 

- Male지역의 열 변환 효율의 범위는 33~38%로서 디젤 발전기의 전환 효율로는 양호한 수준 
 

ㅇ 몰디브의 전력비용은 kWh 단위 당 12~16 센트 

- 국가전기회사인 STELCO의 운영으로 인하여 전기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으나 STELCO가 전력을 

공급하는 섬의 개수는 50여개에 불과  

- 6개의 섬은 개인사업자의 발전소를 통해 24시간 전력 공급 

- 2012년 Male지역 평균 전력 소비량 1인당 2,730kWh, 전국 평균 1,060kWh 
 

ㅇ 관광부문은 국가 전력소모의 1/3 가량을 차지 

- 몰디브 정부는 관광관련 건축규정에 냉장고,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기준에 따르도록 지침 

- 에너지 효율 부문은 몰디브의 환경에너지부, 주택공사, 에너지 공사의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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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평가 및 전망 

 

□ 신재생에너비 현황 

ㅇ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 2009년 전력청과 민간기업 사이 75MW의 풍력발전에 관한 협정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지 

- 최근 연료절감시스템의 추세는 디젤발전소와 태양발전의 통합에 있으며 WorldBank와 독일기반의 

DHYBRID의 발표에 따라 전국 5개의 섬에 각각 4.1MVA 의 용량을 갖추도록 진행  

- 2014년 태양광 PV시스템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촉진사업 

 

1 단계 395kWp 

대통령 사무실 Hiriya 학교 STELCO 
사회교육 

몰디브센터 
Thaahuddin 학교 

20kWp 100 kWp 45 kWp 100 kWp 130 kWp 
 

2 단계 280kWp 

행정센터(MNU) Kalaafaanu 학교 건강과학부(MNU) 
Ghiyaasuddin 

학교 
Velaanaage 빌딩 

40 kWp 85 kWp 35 kWp 80 kWp 40 kWp 
 

3 단계 65kWp 

금융재무공사 Hulhumale 

20kWp 45kWp 

 

□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ㅇ 몰디브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통한 계획 

- 몰디브는 적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연간 280~300일이 맑아 태양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며 

몰디브의 하루 평균 일조량은 4.5~6kWh/m2로 연간 약 400만MW의 전력생산 가능 

- 2011년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통해 이후 5년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섬의 피크시간 

전기수요의 3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사용하겠다고 공표 

- 2015년 까지 총 에너지 공급량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0%까지 증가 
 

ㅇ 몰디브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통한 계획 

- 신재생에너지의 민간투자가속화(ASPIRE, Accelerating Sustainable Private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는 20MW의 태양광 PV시스템을 Male섬에 설치 

- 외부 산호섬의 에너지개발 준비(POISED, Preparing Outer Islands i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의 목표는 20MW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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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0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56,000tCO₂/yr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연간 2,200만 

리터의 디젤 사용량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06년 Mandhoo섬에 태양발전 시스템과 그리드 설치, 또한 그 주변에 75MW의 풍력터빈 

시스템 설치 

- 몰디브는 스코틀랜드와 섬의 파도, 조력발전 가능성 조사에 대한 ‘전력부문 재활 및 재건 프로그램’ 

조약을 체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이슬람개발은행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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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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무역 경제협력 조약 발효 

ㅇ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과 브라질간의 무역경제협력(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이 8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 

-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관세 및 부가가치세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http://news.uzreport.uz/news_4_e_134282.html  

 

□ 우즈베키스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 상승 

ㅇ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 

- 이로써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월 최저 임금은 10%가 인상된 130,240sum으로 될 것이라 

전함 
 

☞ http://news.uzreport.uz/news_4_e_134349.html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소 3곳에 7억불 투입 

ㅇ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Uzbekenergo)는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아, 나망간 지역 등 3곳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7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 

-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2014년 2.74억달러 규모의 입찰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안에 수주 업체를 발표할 예정임 

- 또한 나망간 지역 및 수르한다리아주 10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4.5억달러 규모)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2017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 
 

☞ http://uzdaily.com/articles-id-33347.htm 

  

http://news.uzreport.uz/news_4_e_134282.html
http://news.uzreport.uz/news_4_e_134349.html
http://uzdaily.com/articles-id-333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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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IMF, 2015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 둔화 전망 

ㅇ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프(Karim Masimov) 총리는 마수드 아흐메드(Masood Ahmed) IMF 

중동 및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을 접견하고, 국제유가하락, 러시아 및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 등 카자흐스탄 금융통화 정책과 국내외 경제발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아흐메드 국장은 2015년 카자흐스탄 GDP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카자흐스탄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가하락, 러시아 및 중국 경제 악화 등 

대외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 
 

☞ http://en.tengrinews.kz/markets/Kazakhstan-to-stop-regulating-prices-for-petrol-261970/ 

 

□ 카자흐스탄, 휘발유가 규제 중지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에 대한 규제를 중단한다고 

발표 

- 사긴타예프 바크잔(Sagintayev Bakytzhan) 부총리는 시장 전문가들과의 의논 끝에 AI-92, AI-93 

휘발유에 대한 가격규제를 폐지하고, 유동적 가격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힘 
 

☞ http://en.tengrinews.kz/markets/Kazakhstan-to-stop-regulating-prices-for-petrol-261970/ 

 

□ 카자흐스탄, 식품 산업과 물 산업에 원자력 에너지 이용 제안 

ㅇ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 예를란 이드리소프(Yerlan Idrissov)은 지난 8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저농축 우라늄 은행을 설치하는 협약에 

서명했으며, 원자력에너지를 식품 및 물 산업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함 

- 원자력에너지는 박테리아 균 등을 죽여 식품 보존가능기간을 늘리는데 사용 
 

☞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proposes-using-nuclear-energy-in-food-and-w ater-261828/ 

 

  

http://en.tengrinews.kz/markets/Kazakhstan-to-stop-regulating-prices-for-petrol-261970/
http://en.tengrinews.kz/markets/Kazakhstan-to-stop-regulating-prices-for-petrol-261970/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proposes-using-nuclear-energy-in-food-and-w%20ater-2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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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 지역 신규 가스전 발견 

ㅇ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Karakum Desert) ‘Bagly-1’ 지역에서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됨 

- 이번 가스전은 지하 4,690m에서 첫 번째 탐사정에 의해 발견됐으며, 하루에 탐사되는 탄화수소가 

50만 m3를 초과한다고 전해짐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6622.html  

 

□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총생산(GDP)증가 

ㅇ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는 2015년 상반기 투르크메니스탄의 GDP가 8.7% 증가했다고 발표 

- 산업 4.4%, 건설 12.6%, 교통·통신 11.9%, 무역 13%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생산 증가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6406.html  

 

□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전력 수출 증대 

ㅇ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에너지 수급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 

-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르바프(Lebap)주와 마리(Mary)주에 새로운 전력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예정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32002.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개발 펀드, 9억 4천만 달러 기금 조성 

ㅇ 테미르 사리예프(Temir Sariyev) 카르기스스탄 총리는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개발펀드가 

114개의 지원을 받아 9억 4천만 달러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연합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수력발전소 건립, 농공업 복합지 조성 등 

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이 조성됐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9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함 
 

☞ http://www.eng.24.kg/economics/176752-news24.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26622.html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6406.html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32002.html
http://www.eng.24.kg/economics/176752-news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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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텡게화 평가절하로 타지키스탄 통화시장 요동 

ㅇ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은 카자흐스탄 텡게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달러대비 소모니(somoni) 

통화가치가 떨어졌다고 발표 

- 1달러 당 6.54~6.56 소모니였던 달러 환율은 8월 21일 기준 6.77~6.79 소모니로 상승 

- 중앙은행은 달러 환율 상승은 현재 석유시장과 국제 통화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며, 특히 러시아 

루블화와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평가절하 영향이 크다고 진단 
 

☞ http://www.asiaplus.tj/en/news/national -bank-has-acknowledged-impact-tenge-devaluation -currency-

market-tajikis 

 

□ 타지키스탄, 농업 및 관개 시설 해외 원조 감소 

ㅇ 타지키스탄 투자 및 국가재산관리 위원회는 최근 농업 및 관개시설에 대한 해외 원조가 

감소했다고 밝힘 

- 2015년 농업 및 관개시설에 대한 해외원조는 3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내년에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 http://www.asiaplus.tj/en/news/donors-reduce-aid-agricultural-and-irrigation-sectors-tajikistan 

 

 

▐  몽골  

 

□ 몽골,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 

ㅇ 몽골 정부는 올해 민영화 추진 공기업 리스트를 공식 발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70% 지분 보유, 30%는 증권거래소 거래, Shivee-ovoo, Baganuur 광산의 

지분 51%, 영화예술대학교 지분 51%, 농산물 거래소 지분 34%, 우체국 지분 66%를 정부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민영화를 계획 

- Orgil 요양소 및 Khutul 시멘트 공장은 100% 민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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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siaplus.tj/en/news/national-bank-has-acknowledged-impact-tenge-devaluation%20-currency-market-tajikis
http://www.asiaplus.tj/en/news/national-bank-has-acknowledged-impact-tenge-devaluation%20-currency-market-tajikis
http://www.asiaplus.tj/en/news/donors-reduce-aid-agricultural-and-irrigation-sectors-tajikistan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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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하원의원, 세금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하는 개정안 제출 

ㅇ 몽골 하원의원 S.Oyun은 9월 14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필요 장비 구비 및 시설 운영을 세수로 충당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 

- S.Oyun은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 비용은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 전망 
 

☞ http://en.montsame.mn/politics/mp-wanst-support-renewable-energy-facilities-tax-policy 

 

 

  

http://en.montsame.mn/politics/mp-wanst-support-renewable-energy-facilities-tax-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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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2016년 1월 섬유테크노파크 착공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 경공업성(Uzbekengilsanoat)은 타슈켄트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 동 섬유테크노파크는 타슈켄트 섬유대학 부지 내에 건설되는 교육/연구 센터로서, 2016년 1월경에 

착공될 계획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1천 5백만달러 규모의 섬유테크노파크는 

타슈켄트 섬유대와 공동으로 섬유 디자인 및 장비 개발 작업을 시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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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 AMT,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장 JV 설립 

ㅇ 한국 인지 AMT사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공사(Uzavtosanoat)와 타슈켄트 GM Powertrain 

공장 부지 내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는 「UZAUTO-INZI」 합작법인을 설립 

- 2017년1월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엔진 케이스 등 연 2천 4백천톤의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생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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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zbekenergo, 4차 AEM 사업 컨설팅 서비스 EOI(Expression of Interest) 초청 공고 

ㅇ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Uzbekenergo)는 안디잔주, 나망간주, 페르가나주, 수르한다리아주, 

카쉬카다리아주 등 5개주의 AEM(Advanced Electricity Metering-4단계)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서비스 EOI(Expression of Interest) 초청을 공고 

-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ADB 컨설팅 입찰 가이드에 따라 선정되며, 모든 참가 희망업체는 ADB의 

http://cms.adb.org 에 등록하여 양식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 

- 담당기관: 우즈벡전력공사(Uzbekenergo) 

- 주소: 6 Istiqlol St. Room #21, Tashkent 100000 

- 전화/팩스: 99871)236-6072, 99871)236-6076 / 99871)233-3572 

- 이메일: aem-pmu@uzbekenergo.uz, aem-ADB@uzbekenergo.uz 

- 홈페이지: www.uzbekenergo.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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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cms.adb.org/
mailto:aem-pmu@uzbekenergo.uz
mailto:aem-ADB@uzbekenergo.uz
http://www.uzbekenergo.uz/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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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중국과 자동차 생산 협력 

ㅇ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 

- 카자흐스탄 자동차 기업인 알루르 오토사(Allur Auto)의 안드레이 라브렌티에브(Andrey Lavrentyev) 

대표는 중국 장화이자동차(JAC)와 향후 자동차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to-manufacture-cars-with-China-261907/ 

 

□ 산업기술부,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에 영국-호주회사 기술이전 협약 체결 

ㅇ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는 영국 및 호주의 다국적 금광개발 회사 Rio Tinto에서 

카자흐스탄에는 없는 신기술에 대한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함 

- 이번 협약은 산업신기술부 장관 Asset Issekeshev와 Rio Tinto사 탐사부문 총괄 책임자와의 

회의기간 동안 결정됨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33347.html  

 

 

▐  투르크메니스탄  

 

□ EU,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공급로 확보 준비 

ㅇ 유럽연합(EU)은 중장기적으로 카스피해 지역,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안 모색에 주력 

- EU는 현재 에너지 공급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가스 공급이 중요하다고 밝힘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6406.html  

 

  

http://en.tengrinews.kz/politics_sub/Kazakhstan-to-manufacture-cars-with-China-261907/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33347.html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26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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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가스프롬(Gazprom), 키르기스스탄에 2,500km 가스관 건설 

ㅇ 러시아 국영 가스 생산기업 가스프롬(Gazprom)은 키르기스스탄 영토에 길이 2,500km가 

넘는 가스관 건설 및 재건에 들어간다고 밝힘 

-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 키르기스스탄 북쪽 지역에 가스 공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http://www.eng.24.kg/economics/176888-news24.html 

 

 

▐  몽골  

 

□ 몽골, 코크스탄 가공공장 설립 

ㅇ Erdenes Mongol사와 Beren 그룹은 TT 코크스탄 광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코크스, 화학, 철강 생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 

- 양사는 연간 50만톤의 야금 코크스 및 화학제품과 3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단지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철단지 설립을 통해 다양한 화학제품과 철근, 건축용 철강 및 강철공 

(JIS) 등을 생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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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ng.24.kg/economics/176888-news24.html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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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중국 외무부 장관, 베이징서 회담 

ㅇ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장관과 중국 외무부 장관이 8월 19일 ~ 8월21일 동안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짐 

-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통신은 양국이 협력에 관한 법안을 조정했으며, 양국 간의 조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http://news.uzreport.uz/news_2_e_134254.html  

 

□ 우즈베키스탄, 10월 국제투자포럼 개최 

ㅇ Davron Hidoyatov 국가 민영화·반독점·경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대표사무소의 Hoshimov 소장과 면담을 갖고, 국가 자산의 

민영화 및 기업경영 개선 정부 프로젝트 관련 IFC전문가들의 지원 방안을 협의 

- 또한 2015년 10월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과 관련하여 IFC가 투자포럼 참가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 http://uzdaily.com/articles-id-33311.htm 

 

□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표단,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ㅇ 우즈베키스탄 국제경제관계 및 투자통상부 엘료르 가니예프(Elyor Ganiev) 장관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표단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 본 회의에서는 경제통상,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 에너지, 운송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이 

강조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공식 국빈 방문 준비 관련 사항이 논의됨 
 

☞ http://ca-news.org/news:1159550/ 

 

  

http://news.uzreport.uz/news_2_e_134254.html
http://uzdaily.com/articles-id-33311.htm
http://ca-news.org/news:115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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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대통령, 4일간 중국 방문 

ㅇ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중국을 방문 

- 방문기간 동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양국 고위급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 

 

☞ http://tengrinews.kz/kazakhstan_news/nursultan -nazarbaev-na-4-dnya-uehal-v-kitay-280018/ 

 

□ 카자흐스탄-터키 외교장관 회담 

ㅇ 튀르크어 사용국가 협력 및 정상회의 1  개최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예를란 이드리소프 

(Yerlan Idrissov) 외무부 장관은 터키 시니르리오글루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가짐 

-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정치, 경제동향, 문화 분야 협력 심화 전망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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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행사 준비 

ㅇ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는 ‘전력산업 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 전시회 및 과학 컨퍼런스 

를 개최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령은 이번 국제 전시회와 

컨퍼런스 개최로 전력 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언급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30860.html  

 

  

                                         

1 튀르크어 사용국가 협력회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발의로 2009 년 10 월 3 일 아제르바이잔 

나히치반에서 개최된 제 9 차 투르크국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 

http://tengrinews.kz/kazakhstan_news/nursultan-nazarbaev-na-4-dnya-uehal-v-kitay-280018/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308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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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경제부, 키르기스스탄-쿠웨이트 투자보호협정 체결 예정 

ㅇ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현재 쿠웨이트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쿠웨이트 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올해 가을 양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완전한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투자보호협정의 목적임 
 

☞ http://www.eng.24.kg/economics/177035-news24.html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3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ㅇ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간 정보보호 

협정 등 다수의 협정서를 체결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타지키스탄의 3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제휴 국가가 됨 
 

☞ http://www.asiaplus.tj/en/news/kazakhstan-becomes-third-strategic-partner-tajikistan 

 

 

▐  몽골  

 

□ 몽골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회담 

ㅇ 차히야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몽골 대통령은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 두 정상은 경제안건으로 몽골의 스텝로드(Steppe’s road)와 중국의 실크로드(Silk road)를 조화 

시키는 방안과 육류수출에 대해 논의를 가짐 
 

☞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428:president -of- mongolia-meets-

with-his-counterpart-of-china&Itemid=764 

 

□ 몽골, 러시아로부터 전력 수입 감소 (약 60억 투그릭) 

ㅇ 몽골정부는 전력 공급 확충을 위해 금년 제4화력발전소 123MW, 제3화력발전소 50MW를 

각각 확장함 

http://www.eng.24.kg/economics/177035-news24.html
http://www.asiaplus.tj/en/news/kazakhstan-becomes-third-strategic-partner-tajikistan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428:president-of-%20mongolia-meets-with-his-counterpart-of-china&Itemid=764
http://en.montsame.mn/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2428:president-of-%20mongolia-meets-with-his-counterpart-of-china&Itemid=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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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MW의 제5화력발전소, 700MW의 바가누르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력공급은 물론 중국으로 전력수출도 기대 

- 몽골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두 번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수입에 따른 지출이 

약 61.3억 투그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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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 이란, 도로·도시 개발부 ‘ITUDS 2015’ 개최 

ㅇ 이란 도로·도시개발부(MRUD)는 ‘이란교통도시개발정상회의(ITUDS 2015)’를 10월3일 ~ 

10월4일간 테헤란에서 개최할 예정 

- MRUD는 동회의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신도시 등 기반시설 분야의 투자기회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계획 

- MRUD는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투자자 혜택 등도 설명할 예정이므로, 이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기업, 공공기관, 은행, 관계 전문가 등의 참가를 추천 
 

☞ http://irn.mofa.go.kr/korean/af/irn/policy/market/index.jsp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http://irn.mofa.go.kr/korean/af/irn/policy/mark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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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수행 

ㅇ 우즈베키스탄은 사마르칸트, 수르한다리아, 나망간 등 3곳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7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 

ㅇ 카자흐스탄은 식품 및 물 산업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저농축 우라늄 은행을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하여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아프가니스탄에 

전력 수출을 증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르바프주와 마리주에 전력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예정 

ㅇ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의 개발 펀드가 총 9억4천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수력발전소 및 농공업 복합 단지 건설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ㅇ 몽골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제출됨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각종 국제행사 개최 및 타국과의 활발한 교류 시행 

ㅇ 우즈베키스탄은 베이징에서 중국 외무부 장관과 양국간 협력에 관한 법안을 조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며, 올해 10월 국제금융공사의 협조로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할 예정 

ㅇ 카자흐스탄은 터키외교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 경제동향, 문화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증진 강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 

ㅇ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다수의 

협정서를 체결 

ㅇ 이란은 자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분야의 해외자본 투자를 

위한 이란교통도시개발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ㅇ 특히,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혜택 등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이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도 참가를 추천하였으므로, 국내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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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 

해 연 평균 8% 이상의 경제발전을 실현 

ㅇ 석유·가스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음 

ㅇ 과거 에너지 정책은 생산량 증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및 생산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생산해 자국 내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근국가로 수출하는 자원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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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28천TOE이며,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11,805kTOE와 천연가스 56,223kTOE를 생산하고 있음 

- 생산된 천연가스와 석유 중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양은 석유 3,115kTOE, 천연가스 

36,536kTOE임 
 

ㅇ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공급량은 25,570TOE이며, 자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와 

화석연료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에너지원별 비중은 원유 23.7%, 천연가스 76.3%임 
 

ㅇ 천연가스 및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부문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4%(가스 

51.4%, 석유제품 12.9%, 석유 11.1%),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2년 2월 재집권한 이후 천연가스 수출 등 에너지부문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이외 화학, 섬유 등의 분야에 대한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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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 1990~2012 > 
 

 

자료: IEA(2014) 
 

< 에너지원별 에너지 공급 199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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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EA(2014)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에 보존된 전체 

탄화수소(hydrocarbon) 자원의 86%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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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국가 

- IEA(2014)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6,774kTOE였으며, 

천연가스 9,905kTOE, 석유제품 5,830kTOE, 바이오 및 폐기물 834천TOE, 전력 205kTOE가 소비 

- 발전량은 2012년 기준 17,750GWh이며, 발전원은 천연가스로 전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2012년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상업 및 공공서비스 41%, 교통 16% 산업 14%, 농업 2%, 

주거 1%를 소비 
 

ㅇ 인구 증가, 에너지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 2011년(14.7%) → 2012년(11.1%) → 2013년(10.2%) → 2014년(10.1%)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1990~2012 > 
 

 

자료: IE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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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 
 

 

자료: IEA(2014) 

 

  

☞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전은 가스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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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래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위한 조직체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석유·가스 관련 

계약 체결 관련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 

 

<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 
 

 

자료: Wood Mackenzie(2013.1) 

 

□ (석유가스자원관리청, 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a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ㅇ 에너지 부문 관련 외국기업과의 협상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7년 3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종전 석유가스부(Ministry of Oil & Gas)를 재 

편하여 탄생 

ㅇ 에너지 분야 계약 관련 외국기업의 상대 기관으로 이와 관련 정부 내 다른 부처(석유가스 

광물자원부, 재무부, 천연자원부 등)의 의견 조정 및 담당 업무 수행 

- 투자 제안 검토 

- 석유, 가스 등 자원의 활용 관련 허가 발급 

- 현장 개발 감독 및 허가 연장 

- 입찰 시행 및 협상 

- 건설 공사 및 파이프라인 활용 관련 계약 체결 

- 감사 시행 

- 국내 및 해외에서의 기업 형성 및 매입, 여타 기업의 주식 매입, 해외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 정부의 생산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관련 소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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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 광물자원부(Ministry of Oil & Gas Industry & Mineral Resources)  

ㅇ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계획 

 

□ Turkmenneft 

ㅇ 석유 생산, 처리 및 운송 담당 국영기업이며, 산하에 7개의 지역 생산 협회 (Kotur Tepe, Nebit Dag, 

Kum Dag, Kamishldzha, Cheleken, Korpeje, Yashildepe)가 있음 

 

□ Turkmengaz 

ㅇ 가스 생산, 처리 및 운송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 Turkmengeologia 

ㅇ 자원의 탐사, 평가 및 지질 정보의 저장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으로 탐사 후 자원 개발 관련 정보를 

Turkmenneft나 Turkmengaz로 이관 

 

□ Turkmenneftegazstroi 

ㅇ 석유 및 가스 부문과 관련한 건설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ㅇ 자국 내 풍부한 화석연료의 생산 증대 중심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는 높은 

수출가격과 새로운 석유･가스 수출시장 개척으로 에너지정책이 변화 

-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 

- 자국 소유 카스피해에 위치한 해상 석유 가스 매장지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 2008년 신규 탄화수소법이 채택되어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투자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경제구조, 관료주의 및 정치부패가 방해요인 
 

ㅇ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해상 매장지 개발은 외국에 개방, 육상 매장지 

개발은 자국기업 주도로 추진 

- 그러나 대중국 가스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국 기업과 육상 매장지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을 제외한 외국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소유 카스피해 해상 매장지의 탐사･시추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대유럽 가스수출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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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직접투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과의 합작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합작기업에는 국가지분이 포함되어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또한 PSA 계약을 통한 개발사업을 

시행 

- 2001년 11월 15개의 유가스전에 대한 개발권 공개입찰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PSA방식을 통한 

개발방식이 제시되었음 
 

ㅇ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석유법(Law on Hydrocarbon Resources) 

으로 1996년 12월 제정된 이후, 3번에 걸쳐 개정 

- 석유법의 우위성(제2조)  

- 계약 체결의 형태(생산물분배(PSA), 세금/로열티, Joint Venture, Agreement on Services at Risk) 

(제21조)  

※ Agreement on Services at Risk의 계약 체결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 파이프라인의 소유권, 이용료 결정 방식(제37조, 제39조)  

- 계약주체에 대한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이윤세, 보너스 지급, 로열티)(제48조)  

- 계약주체의 관리 감독자 변경에 대한 통보 의무(제53조)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 및 하청계약업자의 자국민(투르크메니스탄인) 고용(70%) 의무(제56조) 

 

 

 

  

☞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통한 생산증대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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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연방 국가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다음으로 제4위의 석유 

생산국임 

- 2012년 석유 생산량은 254,000 b/d 

- 대부분의 석유는 남부 카스피해 유전에서 생산되며, 아무다리아 Basin에서도 일부 생산 

 

< 주요 유전 위치별 생산량 > 
 

위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무다리아 165 185 202 205 195 216 229 

남부 카스피해 20 21 22 16 21 23 25 

총생산량(b/d) 185 206 224 221 216 239 254 
 

자료: Wood Mackenzie(2013.1) 

 

ㅇ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Dragon Oil과 Petronas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 수행으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국영기업의 생산량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Wood Mackenzie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최고점인 312,000 b/d의 생산량 도달 전망 

- 석유 생산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추가 탐사 및 개발 면허 부여 여부(및 동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국영기업 Turkmenneft의 투자 여력 및 기술력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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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역 유전 생산량 추이 > 

 

자료: Wood Mackenzie(2013.1) 

 

ㅇ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매장량은 대부분 카스피해에 분포해 있어 카스피해 연안국인 이란, 

아제르바이잔과의 합의가 유전 개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아제르바이잔과의 해안 접경에 위치한 Kyapaz-Serdar 석유 및 가스전은 367~700백만 배럴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관측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2009년 국제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ㅇ 정부의 생산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생산으로의 관심 이전, 외국인 투자의 부진, 

카스피해에서의 투자 경쟁 과열로 생산 증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해상광구의 석유 생산량을 1,300,000 b/d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생산량은 300,000 b/d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이후 외국 석유 기업의 참여를 본격화함으로써 카스피해의 유전 

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ㅇ 원유수출을 위한 별도의 송유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내 송유관은 Turkmenneft에 의해 

운영 

- 투르크메니스탄은 2개의 정유 시설(서부 Turkmenbashi 정유공장, 동부 Seidi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시설의 처리 용량은 총 140,000 b/d임 

-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송유관의 노후화로 파이프라인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Turkmenbashi 정유공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의 업그레이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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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정유시설 현황> 
 

운영주체 정유 시설 위치 처리 용량 

Turkmenneft Seidi 정유공장 동부 20,000 b/d 

Turkmenneft Turkmenbashi 정유공장 서부 120,000 b/d 

자료: Wood Mackenzie(2013.1) 

 

ㅇ 2011년 Turkmenneft는 정유 시설 발전 계획을 발표 

- Turkmenbashi 정유공장 현대화 및 3개의 정유공장 신설을 통해, 정유 처리 용량을 2030년까지 

매년 15백만톤(300,000 b/d)씩 증대시켜, 2030년에는 30백만톤(600,000 b/d)으로 제고 

 

□ 가스 

ㅇ 2012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9위의 가스 생산국(생산량: 62.3bcm(billion cubic 

meters))으로, 전세계 생산량 의 1.8% 차지(BP Statistical Review(2014))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가스 부존국으로 2012년 현재 가스 확인매장량은 17.5Tcm으로 

추산되며(BP, 2013), 가스의 대부분은 동부지역의 Amu-Darya 유역, 특히 Dauletabad-Donmez 

가스지대에 매장 

- 2013년 9월 대형 가스전인 Galkynysh 가스전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2015년 이후 가스 생산량은 

75~80 bcm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가스전 위치별 생산량 > 
 

위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무다리아 4,879 5,233 5,632 2,530 3,138 4,267 4,695 

남부 카스피해 1,096 1,012 887 1,019 900 1,098 1,164 

총생산량(mmcfd, 

million cubic feet per day) 
5,975 6,245 6,519 3,549 4,038 5,365 5,859 

 

자료: Wood Mackenzie(2013.1)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구소련 연방 해체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99년 

러시아를 통한 유럽 수출로가 열리면서 가스 생산이 증대 

- 그러나, 2009년 4월 대러 가스관 폭발사고 및 가스 수출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수출 중단 

- 이후 가스관 보수 완료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최종 소비 시장인 유럽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은 2010년 1월 재개되었으나, 물량은 종전의 1/4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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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2월 대중국 가스관 건설, 2010년 

제 2의 대이란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서 가스 생산량은 다시 증가 추세 

 

< 주요 지역 가스 생산량 추이 > 

 

자료: Wood Mackenzie(2013.1) 

 

ㅇ 2013년 투르크메니스탄은 40bcm의 가스를 수출(BP Statistical Review(2014)) 

- 수출 대상국은 중국(52%), 러시아(24%), 이란(22%), 기타(구소련 연방(2%)) 등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은 2035년까지 연간 약 89bcm에 달할 것으로 

예측 
 

ㅇ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일찍이 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2006년 가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함 

- 2002년 중국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석유기업 Turkmenneft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지역의 Gumdak 매장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됨 

- 이후 2007년 중국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gaz는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ya 하역(Bagtyarlyk 

가스전) 탐사 개발에 관한 PSA와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연간 30Bcm의 가스를 

공급하고, CNPC는 Amu Darya 하역 가스전(Block-A, B)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게 됨 

- 2012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CNPC가 개발 중인 육상 Bagtyarlyk 가스전에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음. 이 가스전의 일일가스생산량은 1.5MMcm으로 추산 

- Bagtyarlyk 가스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CNPC에 의해 PSA를 통해 공동 개발되고 있으며, 

2009년 가동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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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Tukmengaz와 중국 CNPC는 Galkynysh 가스전 2단계 개발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합의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8,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한 가스관 네트워크를 보유 

- 대부분의 가스관은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Turkmengaz에 의해 운영됨. 여기에는 2개의 주요 수출 

가스관인 “Trans-Asia Gas Pipeline”과 “Central Asia-Center(CAC)” 라인이 포함 

- 서부의 가스관은 Turkmenneft가 운영하고 있음. 동 가스관은 서부의 유전에서 추출된 가스를 투 

르크멘바쉬 정유소로 수송하거나, CAC III 라인 또는 Korpeje-Kord Kuy 가스 수출관으로 이송, 

러시아와 이란으로 각각 수출됨 

 

< 투르크메니스탄 정유시설 현황> 
 

명칭 위치 비고 

Central Asia -

Center(CAC)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가장 오래된 파이프라인으로 구소련 시대에 

구축  

- 용량: 98.8 bcm(노후화에 따라 실제 운송 

가능량은 절반 수준) 

Korpeje- Kord Kuy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 

이란 

- 1997 년 완공  

- 용량: 13.4 bcm, 길이: 200km 

Trans-Asia Ga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동북부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중국 서부 

- A 라인 2009.12 월, B 라인 2010.10 월, C 라인 

2014.3 월 완공  

- 용량: 55 bcm, 길이: 1,833km 

Dauletabad- 

Khangiran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 

이란 

- 2010. 1 월 완공  

- 제 2 의 대이란 가스관  

- 용량: 5.9 bcm  

- 2 단계 개발 사업 2010.11 월부터 진행 중 

(공급량이 424 Bcf/y 로 증대 예상) 

East-West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 

가스전 - 카스피해  

※ 유일한 국내연결 가스관 

- 2010. 5 월 착공  

- Trans 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비하여 진행  

- 용량: 29.7 bcm  

- 2015 년 중반 완공 예정 

Bukhara- Ural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 

Dauletabed 가스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러시아 Orsk 

- CAC 파이프라인의 노후화로 2001 년 

우즈베키스탄이 재가동  

- 용량: 4.9 bcm  

- 노후화로 보수 공사 필요 

자료: EIA 보고서(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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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산업은 발전, 송·배전 모두 전적으로 국가통제 하에 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발전소 5개(용량은 약 3.5 GW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발전소 현대화 및 송전 케이블 건설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력 수출은 증가 추세 

ㅇ 아래의 5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에 가스 터빈 플랜트(126 

MW)가 2003년 2월부터 가동 중 

- Mary 화력발전소 (1,685 MW) 

- Turkmenbashi 열병합발전소 (580 MW) 

- Abadan 화력발전소 (371 MW) 

- Seidi 화력발전소 (169 MW)  

- Balkanabad 화력발전소 (174 MW) 
 

ㅇ 발전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중 

- 발전 용량 50% 증대를 목표로 정부는 발전소 현대화 및 추가 시설 건설 

- 터키의 Calik Enerji社가 5개의 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6억불 규모), 이를 통해 총 발전 

용량이 400MW 증가된 것으로 평가 

- 수도 아쉬하바드에 246 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스)가 건설되었으며, 다쇼구즈에도 254 MW 

규모의 발전소가 건설 예정 
 

ㅇ 2013년 9월 2013~2020년간의 전력부문 발전 계획을 발표 

- 2013~2016년(1단계)간 8개의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 

- 2017~2020년(2단계)간 6개의 발전소를 추가 건설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수출 

- 2002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은 220-400kV Balkanabad-Ali-Abad 송전망을 통해 이란에 전력 수출 

개시 

- 동 송전망은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를 연결하는 “에너지 회랑” 역할 수행  
 

ㅇ 2013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Turkenergo와 터키 Gent Enerji Toptan Satis A.S는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 600GWh의 전력을 이란을 통과하여 터키에 공급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 수출 증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송전망을 추가 설치 중이며, 

향후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도 계획 중  

 

 

☞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산업 국가 주력산업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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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ㅇ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UN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일사량은 

23,760kJ/㎥이고 연간 일사량은 8 x 106kJ/㎥ 

- 이를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일 평균 일사량은 6.6kWh/㎡/일 이며 북아프리카나 중동 등 태양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지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

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는 크게 높은 수준임 
 

ㅇ EBRD의 2009년 보고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사량은 동부로 갈수록 풍부해짐 

- 태양에너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국경에 맞닿아 있는 동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에 가장 풍부하며 

이는 구소련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 
 

ㅇ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지역에 위치한 Turkmenabat 지역의 연간 직달 일사량(Direct Normal 

Insolation)2은 2,120kWh/㎡/yr으로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 중동 지역 

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됨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비도시지역에 가스관이나 전력망 건설 등 값비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소규모의 태양 및 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을 공급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려 하고 있음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총3단계에 걸쳐 확대할 계획임 

- 1단계인 2015년까지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상황에 맞게 적응 

- 2단계인 2020년, 3단계인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안정화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국가적 우선순위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순임 

- 태양에너지의 경우 태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스발전 단가가 

너무 저렴한 상황이라 이에 비해 값비싼 태양에너지발전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ㅇ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전력회사인 TurkmenEnergo는 201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축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2020년 이후에나 고려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의 경우 해외기술 도입 및 제품 수입을 고려 중이나 가스발전과 비교할 때 태양광발전 

단가가 너무 높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로 분류 

- TurkmenEnergo에 따르면 독일기업이 2011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MW급 발전 용량 설치에 1,9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여 경제성이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 지표면에 도달될 때까지 구름 등에 산란되지 않고 직접 도달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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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 발전효율이 15%에 불과하여 발전효율을 23~27%까지 제고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 

- 2011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석유화학기업 등의 지원으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학교시설 등에 태양연구소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바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신재생에너지를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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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석유가스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에 따른 플랜트 산업 진출 기회 계속 추진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및 석유･가스 산업 육성에 큰 중점을 

두고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산업다각화와 고부가치 창출을 위해 석유가스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지속 

ㅇ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방문, 2015년 4월 ‘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증진 

- GTL 플랜트 건설(30억불 규모), Turkmenbashi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10억불 규모) 등이 추진 
 

ㅇ 이러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양국협력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형 신규 프로젝트 참여 모색 

 

□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적, 전략적 진출 전략 모색 필요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 

ㅇ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어려운 사막 및 산간지대에는 장기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도입이 요구됨 

ㅇ 에너지 분야 개발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특성을 

감안하여 정상외교를 통한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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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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GE Africa, USADF3, USAID4 아프리카 5개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각각 100,000 USD 

원조기금 제공 

ㅇ 동 원조는 미국의 Power Africa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의 Global 

Entrepreneurship Summit 방문에서 공표됨 

- 선정된 5개국은 탄자니아,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 에너지 프로젝트는 태양에너지 시스템 5개, 바이오가스 발전 3개, 소수력발전 1개 이며, 이를 통해 

약 10,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181483.html  

 

 

▐  탄자니아  

 

□ 탄자니아 EWURA5, 9월 9일 휘발유, 디젤, 등유 가격 인하 

ㅇ 지난 8월 5일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5.97%, 디젤 9.58%, 등유 9.87% 인하 

ㅇ 이번 가격인하는 미국 달러 대비 탄자니아 실링의 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141423.html  

 

 

  

                                         
3 U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4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 Energy and Water Regulator Authority 

http://allafrica.com/stories/201508181483.html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1414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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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 강화 

ㅇ 에티오피아 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nergy 장관은 지난 8월 31일 개최된 Africa-

Japan Business Investment Forum에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본의 경험과 

기술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힘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31550.html  

 

 

▐  모잠비크 

 

□ 모잠비크 국영 에너지기업 사장 해고 

ㅇ 모잠비크 정부는 지난 8월 국영 에너지기업인 ENH와 INP의 사장을 교체 

- ENH의 Nelson Ocuance사장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Omar Mitha 차관으로 교체 

- INP의 Arsenio Mabote 사장은 국영기업 이사 중 한명인 Carlos Zacarias로 교체 

- 모잠비크 정부는 교체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음 
 

☞ http://www.timeslive.co.za/africa/2015/08/12/Mozambique-sacks-heads-of-state-energy-companies 

 

 

▐  앙골라 

 

□ 앙골라 IRSE6, RELOP7의장직 Cape Verde8의 ARE9에 이양 

ㅇ 지난 9월 2일 ~ 3일 Sao Tome and Principe10에서 개최된 제 7차 총회에서 의장직을 이양 

ㅇ 그 동안 Cape Verde가 맡았던 부의장직은 브라질의 ANEEL11에 이양됨 

* RELOP는 2008년 5월 2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Energy Regulation in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회의에서 설립된 기구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81500.html  

                                         
6 Institute for the Regulation of Electricity Sector 

7 Associate of Energy Regulators of the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8 Cape Verde – 북대서양에 있는 카보베르데 제도로 구성된 섬나라 

9 Economic Regulation Agency 

10 Sao Tome and Principe –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위치한 섬나라 

11 The National Electric Energy Agency of Brazil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31550.html
http://www.timeslive.co.za/africa/2015/08/12/Mozambique-sacks-heads-of-state-energy-companies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8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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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석유 및 가스 산업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Local Content를 도입하기로 함 

ㅇ 에너지광물부는 탄자니아 시민들의 활발한 석유 및 가스 산업 참여를 위해 인지도 향상, 

참여방안 홍보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Local Content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어 유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예정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21274.html   

 

 

▐  탄자니아 

 

□ ISS12, 탄자니아 Paragon 해상 프로젝트 낙찰 

ㅇ ISS는 Songo Songo 섬 인근의 시추에 대한 해상활동 및 수송 서비스 업체로 선정 

- ISS는 시추선 관리, 인력수송, 비자, 해상 및 항공 수송 등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http://www.energyglobal.com/upstream/drilling-and-production/20082015/ISS-awarded-Paragon-Offshore-

project-in-Tanzania/ 

 

 

▐  에티오피아  

 

□ 계속되는 에티오피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ㅇ Corbetti Geothermal Plc. 와 500 MW 지열발전 구매 계약체결에 이어 이후 두 건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 

-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Power Africa Initiative를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ㅇ European Commission은 에티오피아 Tehdaho 지역의 지열에너지 개발에 대한 750만 

유로의 소프트 론13을 승인 

☞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71481.html  

                                         
12 Inchcape Shipping Services 

13 Softloan – 연화차관, 국제 통화로 빌려주고 현지 통화로 상환 받는 유리한 차관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21274.html
http://www.energyglobal.com/upstream/drilling-and-production/20082015/ISS-awarded-Paragon-Offshore-project-in-Tanzania/
http://www.energyglobal.com/upstream/drilling-and-production/20082015/ISS-awarded-Paragon-Offshore-project-in-Tanzania/
http://allafrica.com/stories/2015090714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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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Anadarko Finds Mozambique-Gas Buyers as State Mulls Go-Ahead 

ㅇ Andarako Petroleum Corp.은 LNG 플랜트 운전에 필요한 조건의 90%를 충족하여 정부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 

- 모잠비크 정부는 미국의 셰일가스와 경쟁하기 위해 자국 LNG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곧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ㅇ Andarako는 이미 아시아 시장과 연간 8백만 metric ton의 천연가스 공급 협약 확보 

- Andarako가 개발한 Area 1 가스전에는 75 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가구에 15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8-26/anadarko-finds-buyers-for-mozambique-gas-as-state-

mulls-go-ahead 

 

 

▐  앙골라 

 

□ Cobalt International Energy 앙골라 석유개발사업 철수 

ㅇ 미국 휴스톤 기반의 Cobalt International Energy는 앙골라 해상 석유개발에 대한 1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앙골라 국영기업인 Sonangol에 매도함으로써 앙골라 

석유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함 

- 석유개발 수익분배계약 시 앙골라 정부의 요구사항이 점점 강화됨에 따른 조치 

- Cobalt International Energy는 과거 7년간 앙골라 석유개발사업에 참여 
 

☞ http://www.houstonchronicle.com/business/energy/article/Cobalt -International-Energy-to-depart-offshore-

6463288.php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8-26/anadarko-finds-buyers-for-mozambique-gas-as-state-mulls-go-ahead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8-26/anadarko-finds-buyers-for-mozambique-gas-as-state-mulls-go-ahead
http://www.houstonchronicle.com/business/energy/article/Cobalt-International-Energy-to-depart-offshore-6463288.php
http://www.houstonchronicle.com/business/energy/article/Cobalt-International-Energy-to-depart-offshore-646328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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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Powering Africa: Tanzania 

ㅇ Clarion Events 산하 EnergyNet Ltd. 가 주최하는 Powering Africa: Tanzania 가 2015년 

12월 3일 ~ 4일 간 탄자니아 Dar es Salaam에서 개최 

- 동 행사에서는 탄자니아 전력분야 투자 정보 및 정부,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자 미팅이 이루어 질 

전망 

- 前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장관, TANESCO Managing Director, EWURA Director of Electricity, 

Songas Managing Director, Eastern Africa Power Pool Secretary General 등 다수의 연사 참가 예정 
 

☞ http://www.energynet.co.uk/event/powering-africa-tanzania 

 

 

▐  에티오피아  

 

□ Ethiopia International Mining Conference 

ㅇ AME Trade Ltd.14 가 주최하는 Ethiopia International Mining Conference 가 2015년 9월 

24일 ~ 25일 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동 회의에서는 에티오피아 광산업 전망 및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투자정보 교류, 전력개발사업, 

교통인프라개발, Local Content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 

- 에티오피아 광물부 장관, Circum Minerals Potash Ltd. COO, Kefi Minerals 대표, World Bank Senior 

Expert 등의 연사가 참가 예정 
 

☞ http://miningethiopia.com/ 

  

                                         
14 AME Trade Ltd. – 영국기반의 이벤트 전문회사 

http://www.energynet.co.uk/event/powering-africa-tanzania
http://miningethi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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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Mozambique Mining, Energy, Oil and Gas Conference 

ㅇ AME Trade Ltd. 가 주최하는 Mozambique Mining, Energy, Oil and Gas Conference가 

2016년 4월 27일 ~ 28일 간 마푸토에서 개최 

- 동 회의에서는 모잠비크의 광산업, 석유 및 가스산업,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이해관계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유관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 

- 지난 2014년 회의에는 ENH, Sasol Petroleum International, EDM, Ministry of Energy 등의 기관에서 

각 분야에 대한 이슈를 발표 
 

☞ http://www.mozmec.com/ 

 

 

▐  앙골라 

 

□ 2nd World Energy Security Forum 

ㅇ Hemisphere Frontiers Consulting15 이 주최하는 2nd World Energy Security Forum이 2015년 

9월 14일 ~ 16일 간 앙골라 Luanda에서 개최 

- 동 행사는 ‘World Energy Pric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There a New Energy Order?’ 를 

주제로 에너지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요 참가자는 산업계, 투자자,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학계인사, 창업자 등 
 

☞ http://www.worldenergysecurityforum.com/ 

  

                                         
15 미국 기반의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관 

http://www.mozmec.com/
http://www.worldenergysecurity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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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국의 Power Africa Initiative, 아프리카 내에서 꾸준한 성과 

ㅇ 에티오피아 내 지열발전사업으로 500 MW의 전력판매 계약 및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원조기금 제공 등 오바마 대통령의 Power Africa Initiative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Power Africa Initiative의 목표가 아프리카 내 6천만가구에 30,000 MW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예상됨 

 

□ 아프리카 내 일본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중 

ㅇ 에티오피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앙골라 정부 또한 

소수력발전 부문에서 JICA와 협력하는 등 아프리카 내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ㅇ 아프리카 내 원조사업에서 중국의 물량공세에 잠시 주춤했던 일본의 영향력이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모잠비크 정부의 LNG 개발의지 확고, 반면 정책 투명성에 대한 의혹 존재 

ㅇ 국제유가 하락 및 미국 셰일가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잠비크 정부의 LNG 

개발의지가 확고하여 투자자 및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 

ㅇ 하지만, 국영 에너지기업인 ENH와 INP의 사장을 교체하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책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음 

 

□ 앙골라 정부의 높은 수준의 수익분배계약 조건 및 Local Content 정책으로 

외국자본의 투자위험 증가 

ㅇ Cobalt International Energy의 앙골라 사업철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수익분배계약에 

기인하였듯 석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는 양상 

ㅇ 그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Local Content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자본의 투자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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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앙골라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 위의 산유국이지만, 원유 

정제 인프라 부족으로 원유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ㅇ 국내 발전량 중 67%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나 절대적인 발전량이 부족하고, 전력 보급률은 

30%에 불과 

ㅇ 원유채굴 과정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대부분 연소 또는 유정에 재주입, 향후 상업화 위한 

정부 투자 및 외자 유치 진행 중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산유국 중 나이지리아에 이어 2번째 산유국이며 OPEC 회원국 

ㅇ 생산된 원유의 95%를 수출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음 

- 전체 1차 에너지공급 중 바이오매스 49%, 원유 40%, 수력 6%, 천연가스 4% 

- 전체 전력의 76%를 수력, 16%를 가스, 8%를 화력발전으로 공급 

- 2012년 기준 전력 보급률은 30%이나, 농촌은 8%에 불과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2년 기준 2,000 MW 

- 수력 76%, 화력 24% 
 

 
Figure 1 앙골라 에너지원 및 1차 에너지 공급 

출처 : IEA, (2012)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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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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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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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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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1% 0% 

7% 

1차 에너지 생산 비율 

원유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20% 

14% 

5% 

2% 

59% 

1차 에너지 공급 비율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36% 

6% 

55% 

3% 

최종 소비 에너지 비율 

석유제품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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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용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1%, 19%, 68%를 

차지(‘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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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되고 있음 
 

Table 1 2010 앙골라 Energy Bala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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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인당 전력소비량은 247kWh로 아프리카 평균인 592kWh의 절반 정도 (2010 기준) 

 

 

11% 

19% 

68% 

2% 

분야별 에너지 소비 비율 

산업 

교통 

가정 및 상업 

에너지 외 사용 

☞ 앙골라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68%), 교통(19%), 산업(11%)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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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Figure 2 앙골라 에너지분야 구조 

 

1) 에너지 기관 

□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MINEA)19 

 

 
Figure 3 앙골라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조직도 

 

ㅇ Ministry of Energy and Water는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관련 정책의 디자인, 이행 및 

관리를 담당 

- 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정책 제안, 이행 및 홍보 

                                         
19 http://www.minea.gov.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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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및 수자원의 합리적인 활용 정책 확립 

- 유관분야의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 수립 

 

□ Ministry of Petroleum (MINPET)20 

ㅇ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이행 및 조율, 관리감독을 담당 

- 국가 석유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석유개발 계획을 수립 

- 국가 부존 석유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석유분야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및 제안 

- 석유자원에 대한 연구, 응용, 합리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연구 및 제안 

 

□ Ministry of Environment (MINAMB)21 

 

 
Figure 4 앙골라 Ministry of Environment 조직도 

 

ㅇ Ministry of Environment는 생물다양성, 환경기술,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 환경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의 조정, 개발, 이행 등을 담당 

- 환경교육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과 이행 

- 환경분야의 법적 프레임워크 및 규제 마련 및 연구 보급 

- 환경정책 및 법의 효과적인 이행 

- 환경분야 정부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 환경분야 정부기구에 대한 기술적 자문 

                                         
20 http://www.minpet.gov.ao/ 

21 http://www.minamb.gov.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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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환경기구와 협력 

 

□ Institute of Electricity Sector Regulation (IRSE)22 

 

 
Figure 5 앙골라 IRSE 조직도 

 

ㅇ IRSE (Instituto Regulador do Sector Eléctrico)는 전력분야의 발전, 송/배전, 수/출입, 판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National Electricity Company (ENE)23 

 

 
Figure 6 앙골라 ENE 조직도 

 

                                         
22 http://www.irse.gov.ao/ 

23 http://194.79.83.194:9091/Pages/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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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NE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e)는 국영 전력회사로 앙골라 내 발전 및 송/배전의 

대부분을 담당 

- 수도인 Luanda를 제외한 앙골라 전역의 송/배전을 관장 

- Luanda에서는 EDEL (Empresa de distribuição de electricidade)가 독자적인 배전망을 운영 

 

□ Sonangol24 

 

 
Figure 7 앙골라 Sonangol 조직도 

 

ㅇ 1976년 설립된 국영 석유 및 가스 탐사기구로 앙골라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연구, 개발, 마케팅, 생산, 저장, 수송 및 정유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음 

- 석유제품을 포함한 탄화수소자원에 대한 전망, 연구, 개발, 생산, 수송, 상업화, 정유 

-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투자 

-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2) 에너지 정책 

□ General Law of Electricity 

ㅇ 앙골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1996년 제정된 General Law of Electricity에 있음 

- 동 법률은 민간의 발전 및 송/배전 부문 투자를 허용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24 http://www.sonangol.co.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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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낮은 전력단가로 인해 투자가치가 없음 

 

□ Biofuels Act 

ㅇ 2010년 앙골라 의회를 통과한 바이오연료법은 앙골라의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신설된 

법으로, 바이오연료의 생산에 대한 규제를 통해 외국자본의 바이오연료 분야 투자를 

가능하게 함 

- 동 법을 통해 바이오연료의 차량연료 사용이 가능해졌음 

 

□ National Energy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Figure 8 앙골라 National Energy Security and Policy 목표 

 

ㅇ 앙골라 Ministry of Energy and Water는 2011년 9월 대통령령 No. 256/11에 의거 National 

Energy Security Strategy and Policy를 승인 

- 동 정책의 핵심은 2025년까지 현재 발전 설비용량을 4배, 송전망을 1.5배, 전력사용인구를 3배로 

확대 하는 것 

ㅇ 전력 부문 목표는 현재 3%에 불과한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비중을 2025년까지 10 ~ 

15%로 증가시키는 것 

ㅇ 전력 부문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물은 아래와 같음 

- 과도한 개발, 장비 노후화, 정비불량으로 인한 전력관련 설비의 높은 불량률 

- 발전 및 송전 단계의 기술적 누전에 따른 전력공급비용 급증 (220 USD/MWh) 

- 높은 전력요금 보조금 (평균 42 USD/MW, 전체 비용 중 80%가량) 

- 부가가치 및 발전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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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적 재정적자 

 

 
Figure 9 앙골라 전력망 

 

ㅇ PESE (Executive Programme for the Electrical System) 

- 기존설비의 현대화 및 정비를 통해 500MW 발전용량 확보 

- 신규 발전인프라 건설을 통해 700MW 발전용량 추가 

- 북부, 중부, 남부 전력 시스템 연결 

- 도심지역 전력화 및 소수력발전소 건설 
 

ㅇ 지방 전력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소수력발전, 화력발전 시스템, 태양광발전 시스템 
 

ㅇ 장기적 발전용량 확대를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수력 및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한 발전용량 확대 (현재 1GW에서 2025년까지 9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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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 도시 고형폐기물 등 기존 에너지원을 뒷받침할 대체 에너지원 개발 
 

ㅇ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목표는 현재 최종에너지소비 중 33%를 차지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비중을 2025년까지 45 ~ 55%로 증가시키는 것 

ㅇ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목표달성을 위해 Ministry of Petroleum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 시행 

- SONANGOL의 역할 강화 및 규제전담기구 신설 

- 최종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 

 

□ Angolanization Policy 

ㅇ 앙골라의 Local Content Requirement로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자국민의 관리직 

채용과 현지 사업파트너 계약 확대를 위한 정책 

ㅇ 앙골라에서 활동중인 국제 석유회사들은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현지인 채용 70% 이상  

- 금융거래 시 현지 은행 우선 활용 

-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광구탐사 시 1 블록 당 200,000 달러, 채굴 시 배럴당 0.15 달러를 교육 프로그램 기금 납부 
 

ㅇ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Figure 10 앙골라 주요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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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Oil & Gas Journal 이 2015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에 매장된 석유는 90억 

배럴에 달함 

- 대부분의 확인된 매장량은 콩고와 인접한 Kwanza 분지에 집중되어 있음 

- 앙골라 서부 분지의 암염하층 브라질 동부의 암염하층과 지질학적 유사성을 띄고 있어 양질의 

원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Figure 11 앙골라 유전탐사 지도25

 

                                         
25 Source: Sonan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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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앙골라에서 활동하는 국제 석유개발사들은 Sonangol과 joint-venture를 운영하거나 생산량 

분배 계약을 체결해야만 함 

- 주요 업체는 Total, Chevron, ExxonMobil, BP, Statoil, Eni 등이 있음 

- 중국의 Sinopec과 SNOOC, New Br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은 원유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음 

- Sonangol과 New Bright International은 2004년 China Sonagol 합작회사를 설립 

- China Sonangol은 다시 Sinopec과 합작회사인 Sonangol Sinopec International(SSI)을 설립 

- 중국계 회사들의 앙골라 원유산업 장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ㅇ 앙골라의 원유 생산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일산 

750,000 배럴에 달함 

ㅇ 심해광구 개발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50여개 이상의 광구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생산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원유 생산량의 가파른 상승을 주도, 2008년 일산 200만 배럴 
 

ㅇ 최근 원유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여 일산 170만 배럴을 유지하고 있음 

 

 
Figure 12 앙골라 원유 생산 및 소비26 

 

 

  

                                         
26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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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앙골라 원유개발사업 현황27 
 

Operator Partners Location Projects 
Crude 

Streams 
Loading 
Ports 

2014 
Loadings 

(’00 bbl/d) 

ExxonMobil BP, Eni, Statoil 
Block 15 

deepwater 

Kizomba A (Hungo, Chocalho, 

Marimba) 
Hungo 

Kizomba A 

FPSO 

375 

Kizomba B (Kizomba, Dikanza) Kissanje 
Kizomba B 

FPSO 

Kizomba C (Mondo, Saxi 

Batuque) 

Mondo, Saxi 

Batuque 

Mondo 

FPSO, Saxi 

Batuque 

FPSO 

Kizomba satellites projects 

(Clochas, Mavacola) 

Blended with 

Hungo & 

Kissanje 

Kizomba A 

& B FPSO 

Chevron 

Sonangol, Total, Eni 

Block 0- Area A 

offshore 

Takula, Malongo, Mafumeira 

Norte 
Cabinda 

Malongo 

terminal 
400 

Block 0- Area B 

offshore 

Bamboco, Kokongo, Lomba, 

N’Dola, Sanha 

Nemba 

Eni, Sonangol, Total, 

GAlp Energia, Inpex 

Block 14 

deepwater 

Kuito, BBLt, 

(Benguela-Belize-Lobito-Tombua) 

BP 

Sonangol Sinopec 

International (SSI) 

Block 18 

deepwater 

Greater Plutonio (Plutonio-Galio, 

Cromio, Paladop, Cobalto) 
Plutonio 

Plutonio 

FPSO 
130 

Statoil, Sonangol, 

Marathon, SSI 

Block 31 ultra-

deepwater 

PSVM (Plutao Saturno, Venus, 

Marte) 
Saturno PSVM FPSO 100 

Total Statoil, ExxonMobil, BP 
Block 17 

deepwater 

Dalia Dalia Dalia FPSO 200 

Pazflor (Perpetua, Zinia, 

Hortensia, Acacia) 
Pazflor 

Pazflor 

FPSO 
200 

Grassol, Jasmin, Rosa Girassol 
Girassol 

FPSO 
150 

CLOV (Cravo, Lirio, Orquidea and 

Violeta) 
CLOV CLOV FPSO 50 

Eni SOnangol, SSI, Falcon 
Block 15/06 

deepwater 
West Hub NA 

N’Goma 

FPSO 
NA 

Pluspetrol Sonangol, Force 

Petroleum, Cubapetroleo 

123-5 Cabinda 

onshore 
Cabinda C (South) 

Cabinda 

Malongo 

terminal 
10 

Somoil Chevron, Sonangol onshore Soyo 

Palanca 
Palanca 

terminal 
20 

Sonangol 

Total, Chevron, Petrobras, 

Somoil, Kotoil, Poliedro, 

BTG Pactual 

Block 2/85 

offshore 
Lombo East 

Total, Eni, Inpex, Mitsui, 

Naftagas, Naftaplin, 

Mitsubishi, Somoil, 

Svenska, New Br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Block 3 offshore 
Palanca, Cobo, Pambi, Oombo, Nunce 

Sul 

Statoil, Somoil, Angola 

Consulting Resources 

Block 4/05 

deepwater 
Gimboa Gimboa 

Gimboa 

FPSO 
5 

                                         
27 Source: U.S. EIA 



 

 
120 

ㅇ 앙골라의 원유개발은 대부분 해상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육상 인프라의 대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 

- 현재 육상 광구를 복구하고 있으나 해상광구 개발에 비해 현저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는 상태 
 

ㅇ 정유설비는 현재 1955년에 건설된 1기가 운영 중, 일일 처리용량은 39,000배럴에 불과 

- 2012년 12월부터 신규 정유설비 착공,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운영 계획 

- 신규 정유설비의 일일 처리용량은 120,000배럴 

 

 
Figure 13 앙골라 석유 수출국 분포28 

 

ㅇ 2014년 기준 앙골라의 원유 수출은 일일 165만 배럴 

- 이 중 절반은 중국으로 수출 (앙골라는 2005년부터 중국 원유공급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규모) 

- 중국 외 미국(8%), 인도(8%), 스페인(6%) 등이 앙골라의 주요 원유 수출국가 
 

ㅇ 최근 미국 내 원유개발 및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앙골라의 對美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 

 

  

                                         
28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stimates based on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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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ㅇ Oil & Gas Journal이 2015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앙골라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97억 Tcf로 추산되고 있음 

- 현재 앙골라의 천연가스는 원유 생산 중 부산물로 대부분 연소되거나 유정으로 재 주입 되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극히 일부 

-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Soyo 지역에 LNG 플랜트를 건설하였으나 2013년 6월 첫 생산 

이후 기술적인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 

 

 
Figure 14 앙골라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29

 

 

ㅇ 2013년 기준 앙골라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380 Bcf에 달하지만, 247 Bcf가 연소 또는 

배출되고, 91 Bcf는 유정으로 재 주입되기 때문에 42 Bcf 만이 시장에 공급되었음 

ㅇ 앙골라는 2013년 처음으로 18 Bcf의 LNG를 브라질, 일본, 중국, 한국으로 수출 

ㅇ Angola LNG는 Sonangol(22.8%), Chevron(36.4%), Total(13.6%), BP(13.6%), Eni(13.6) 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연간 520만 톤(250Bcf)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100억 USD 

규모의 LNG 플랜트를 건설 

- 하지만, 2014년 4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LNG 플랜트 가동을 중지하고 2015년 말 또는 2016년 

재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2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22 

□ 전력 

ㅇ 2012년 기준 앙골라는 수력 및 화력발전을 통해 550만 kW의 전력을 생산 

- 약 70% 이상의 전력을 Kwanza, Catumbela, Cunene 댐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 
 

ㅇ 2012년 IEA의 조사에 따르면 앙골라의 전력접근성은 30%에 불과하고,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에서 비롯된 것 

- 부족한 총 발전량 

- 전력요금 징수의 한계 (80% 이상의 전력사용자가 계측되지 않음) 

- 높은 발전 및 송전단가 (디젤발전의 경우 100% 정부보조) 

- 전력분야의 숙련된 전문가 부족 
 

ㅇ 앙골라 정부는 내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국가 송/배전망 개선과 농촌지역의 전력 

보급을 위해 2017년까지 전력분야에 230억 USD를 투자할 계획 

ㅇ 또한, 2025년까지 15곳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수력발전용량을 9,000 MW까지 확대할 

계획 

- 동 계획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이행하고자 함 
 

ㅇ 앙골라의 전력부문은 국영기업인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e (ENE)가 독점하고 

있으며, 채굴산업의 몇몇 민간기업이 내부사용 목적으로 소형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 

- ENE는 수도 Luanda를 제외한 앙골라 송전망의 80% 를 운영/관리 

- Luanda의 배전망은 Empresa de Distribuicao de Electricidade (EDEL)이 운영 

- 현재 앙골라는 북부, 중앙, 남부 지역별로 3개의 독립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국가 통합 전력망을 구축하여 Southern African Power Pool30 (SAPP)와 연동하길 희망 

 

 

  

                                         
30 South African Power Pool – 보츠와나, DR콩고,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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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Figure 15 앙골라 주요 도시 및 하천 

 

ㅇ 수력 

- 앙골라는 약 150,000 GWh/year 의 수력발전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65,000 GWh/year 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Kwanza 강 유역이 가장 큰 수력발전 잠재량(6,000 MW)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앙골라 

정부는 Kwanza 강 유역 9곳에 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까지 Capanda(520 

MW), Cambambe(180 MW) 두 곳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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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Dande 강 유역의 Mabubas (18 MW), Cunene 강 유역의 Matala (51 MW)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 중 
 

ㅇ 풍력 

- 앙골라 Ministry of Energy and Water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2 MW급 풍력터빈 50기를 Tombwa 

지방에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 

- Tigers Bay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약 23.8 MW의 잠재량이 확인 됨 
 

ㅇ 태양에너지 

- 앙골라의 조사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Launda 지역의 평균 조사량은 5 

kWh/m2/day로 조사됨 

- 현재까지 실행된 태양에너지 개발사업은 pilot 형태의 극히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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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사하라사막 이남 제 2의 산유국이지만 자국 내 인프라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의 

절반을 바이오매스로 충당 

ㅇ 국가 발전원 다양화를 위해 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등의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국내 발전 플랜트 산업계에는 아프리카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Local Contents를 통해 자국민의 고용 및 내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 

ㅇ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 시 Sonangol과 협력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만 사업권을 

받을 수 있고, 사업수행에 따른 고용에서 자국민을 70% 이상 관리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ㅇ Sonangol과의 협력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자국민 고용에 대한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아직 숙련된 인력이 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Training Fund의 운용으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앙골라 내국인 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력요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및 발전단가 현실화 등 정책적 노력 확대 

ㅇ 비효율적인 보조금 폐지 및 발전단가 현실화로 정부의 재정부담 및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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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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골라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수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http://www.minea.gov.ao> 

석유부 (Ministry of Petroleum) <http://www.minpet.gov.ao>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inamb.gov.ao> 

IRSE (Institute of Electricity Sector Regulation) <http://www.irse.gov.ao> 

Sonangol <http://www.sonangol.co.ao> 

 



 

 
128 

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페루 기준금리 4년만에 전격 인상 

ㅇ 페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힘 

- 최근 페루 통화인 ‘누에보 솔’ 가치가 올 들어 11%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임 

- 페루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3%로 예상되며, 지난 7월 만해도 2.9%를 기록했다 0.1%포인트 오름 
 

☞ http://www.capital .com.pe/2015-09-16-banco-central-de-reserva-del-peru-sube-su-tasa-de-interes-de-

reserva-noticia_836059.html 

 

□ 금융투자협회, 페루 자본시장 대표단과 투자확대 논의 

ㅇ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10일 아시아 지역 로드쇼를 위해 방한 중인 훌리오 벨라르데 페루 

중앙은행 총재 등 자본시장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의 

상호 투자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 황영기 회장은 "중남미통합증권시장(MILA) 참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포트폴리오 투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MILA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 4개 국가 증권거래소간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허용되는 

중남미통합증권시장임 
 

☞ http://www.fnnews.com/news/201509101045010699  

 

□ 칠레 지진 여파로 구리 가격 상승 전망 

ㅇ 풍부한 구리 매장량을 자랑하는 칠레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 여파로 구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7일 오전 8시경(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 지역에서 규모 8.3의 강진 발생 

- 지진 발생 후 칠레 구리광산업체인 코델코(Codelco, 비상장)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ANTO LN 

Equity)는 주변 광산에서의 조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함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817133752049  

  

http://www.capital.com.pe/2015-09-16-banco-central-de-reserva-del-peru-sube-su-tasa-de-interes-de-reserva-noticia_836059.html
http://www.capital.com.pe/2015-09-16-banco-central-de-reserva-del-peru-sube-su-tasa-de-interes-de-reserva-noticia_836059.html
http://www.fnnews.com/news/2015091010450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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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페루  

 

□ Enel Green Power, PIURA 풍력발전소 타당성 연구 진행 계획 

ㅇ Enel Green Power 페루 법인은 PIURA 지역에서 풍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본 풍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00MW 규모로 ENEL GREEN POWER는 24개월 내로 조사를 

완료해야 함 
 

☞ http://www.evwind.com/2015/09/09/enel -green-power-realizara-estudios-para-futura-central-eolica-en-

piura/ 

 

□ Talara 지역 La Brea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ㅇ Talara 지역 La Brea 풍력 발전소는 단기적(2016~2017년)으로 30MW를 국가전력망(SEIN)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짐 

-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Talara 지방 정부는 주민 대상 풍력 발전 기술 및 장점을 공청회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힘 
 

☞ http://www.evwind.com/2015/09/09/eolica -en-peru-proyecto-de-parque-eolico-de-la-brea-en-talara/ 

 

 

▐  우루과이  

 

□ Enel Green Power, 우루과이에 첫 풍력 발전소 운영 개시 

ㅇ Enel Green Power 社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약 320KM 떨어진 Cerro Largo 

지역에 위치한 50MW급 Melowind 풍력 발전소를 국가전력망에 연결했다고 전함 

- 연간 생산량은 200백만kWh에 달하며, 이는 74,000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 

- 한편, 전력 생산량은 우루과이 발전, 송전관리 기관(UTE)이 20년간 전량 구매할 것으로 알려짐 
 

☞ http://www.evwind.com/2015/09/07/eolica -en-uruguay-parque-eolico-de-egp/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975&categoryId=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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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 브라질 풍력 발전 잠재량 500GW 육박 

ㅇ 독일 풍력 잠재량 조사 기관인 DEWI는 브라질 풍력 잠재량이 500GW에 육박한다고 밝힘 

- 브라질 풍력발전협회(ABEEolica)는 연말까지 풍력 발전 설비용량이 9GW에 달할 것으로 기대 

 

 
 
 

☞ http://www.evwind.com/2015/09/08/potencial -de-eolica-en-brasil-asciende-a-500-gw/ 

 

 

▐  멕시코  

 

□ Tamaulipas 지역 풍력 프로젝트 3건 추진 

ㅇ Tamaulipas 지방 정부는 에너지법 개정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Matamoros 지역에 풍력 발전소 3개소 건설 추진 계획을 전함. 본 프로젝트는 Tamaulipas 지방 

정부가 추진 중인 26개 프로젝트 중 일부로 에너지감독위원회(CRE)로부터 이미 12 건에 대한 개발 

허가권을 부여 받음 
 

☞ http://www.evwind.com/2015/09/08/eolica -en-mexico-construiran-3-plantas-eolicas-en-tamaulipas/ 

 

  

http://www.evwind.com/2015/09/08/eolica-en-mexico-construiran-3-plantas-eolicas-en-tamaulipas/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98920&categoryId=184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864&cid=769&categor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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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esa, 유카탄 반도에서 풍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 

ㅇ Aldesa는 유카탄 반도 Motul과 Cansahacab 지역에 총 60MW 규모의 Chacabal I, II 풍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힘 

- 총 사업비는 1,445 백만 멕시코 페소 

- 본 프로젝트에는 각각 15기의 풍력 터빈이 설치되며, 연간 187,00 MWh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2월 상업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임 
 

☞ http://www.evwind.com/2015/09/07/aldesa-iniciara-parques-eolicos-en-yucatan/ 

 

□ Nuevo León 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4배 증가 

ㅇ 에너지법 개정으로 Nuevo Leon 주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가 급증함 

- 올해 5월까지 이미 8개 프로젝트 허가권이 부여됐으며, 금액은 971.5백만 달러에 달함 

- 태양광 프로젝트 4건, 풍력 프로젝트 2건, 복합발전 프로젝트 1건 그리고 바이오가스 프로젝트 

1건으로 구성 

- Nuevo Leon 지역 정부에 따르면 향후 4~5년간 약 1000MW 규모에 신재생에너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됨 
 

☞ http://www.evwind.com/2015/09/08/se-cuatriplica-en-nuevo-leon-la-inversion-en-energias-ren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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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페루  

 

□ 페루 정부, 4차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 공고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한 제 4차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을 공고함 

-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 결과는 2016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기업은 올해 10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함 
 

☞ http://www.evwind.com/2015/09/04/estado-peruano-convoco-a-cuarta-subasta-de-energias-renovables/ 

 

□ 한 중미 FTA 1차 협상 개최 

ㅇ 21일부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5일간 

개최됨 

- 중미 FTA 협상의 우리측 수석 대표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중미 6개국 대표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이 맡았으며 파나마, 온두라스 등 

나머지 나라에서도 대부분 차관급을 파견함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총 9개 분과 

15개 챕터에 걸쳐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진행함 
 

☞ http://starn.hankyung.com/news/index.html?no=407414  

 

□ 중동·중남미 시장진출 상담회 개최 

ㅇ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동·중남미 시장 진출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함 

- 국내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해외 바이어 40개사가 참가한 일대일 수출 

상담과 건설, 기계,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의료,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0여건의 상담이 

진행됨 
 

☞ http://www.etnews.com/20150917000231 

 

□ 한-에콰도르 FTA 협상 개시 선언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에고 아울레스티아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 나탈리 셀리 에콰도르 생산고용조정부 장관을 만나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개시를 선언함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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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FTA 대신 SECA라는 명칭을 사용 

- 석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해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5/2015082502281.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5/2015082502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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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남미 풍력 시장 기회 확대 

ㅇ 최근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 풍력발전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미국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남미 전체 풍력 생산 가능량이 46GW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이 31.6GW 그리고 멕시코가 6.6GW가 최대 생산국이 될 

것이라 전망함 

ㅇ 한편, 브라질의 풍력 잠재량은 500GW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연말까지 잠재량의 

1.8% 수준인 9GW만 개발될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향후 국제 구매 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우루과이에 경우 2015년 풍력 생산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10년동안 

국가 에너지 믹스 총 비중의 6%를 달성함 

- 우루과이에 풍력 설비용량은 500MW이며, 올해 말까지 1,500M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미 덴마크, 스페인 계 풍력 발전 업체들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우리 기업은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정부가 추진 중인 FTA 

협정을 활용하여 중남미 풍력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함 

 

 

  



 

 
135 

<참고자료> 

 

 온두라스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온두라스의 주요 1 차 에너지공급원은 원유와 BIOFUELS 

ㅇ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은 초기 단계 

ㅇ 높은 전력 손실률로 인한 송배전 설비 개선 시급 

 

□ 에너지 공급  

ㅇ 2012년 기준 온두라스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총 5백만 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가 2.4백만 TOE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BIOFUELS가 2.1백만 TOE로 뒤를 이음 

 

 

< 온두라스 1 차 에너지 공급량 > 

 

ㅇ 2012년 기준 총 국내 에너지 생산량은 2.4백만 TOE로 대부분 BIOFUELS이 차지하며, 수력 

그리고 지열이 일부 비중을 차지 

-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87533&categoryId=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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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1 차 에너지 국내 생산량 > 

 

□ 에너지 수요 

ㅇ 온두라스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는 2012년 기준 4.3백만 TOE로 장작 소비가 높은 가정 

부문이 1.8백만 TOE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가정 부문을 이어 수송 부문이 1백만 TOE 그리고 산업 부문이 0.9백만 TOE로 에너지 

소비가 높음 

 

 

<2011 년 온두라스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출처: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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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온두라스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도> 

 

□ 온두라스의 에너지 정책분야는 자원환경부(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SERNA)에서 총괄 

ㅇ 자원환경부는 자원에너지부와 환경부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자원에너지부 내 에너지총괄국 

(Direccion General Energia)에서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탄화수소, 에너지효율, CDM 등을 총괄 관리함  

 

□ 온두라스 전력공사 (Empresa Nacional de Energia Electrica, ENEE)는 1957년 

설립된 독립기업체로 온두라스의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를 담당함 

 

□ 전력거래소 (Centro Nacional de Despacho, CND) ENEE 산하 기구로 온두라스 

전력망 그리고 ENEE 및 민간 업체의 전력 거래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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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온두라스 정부는 여름철 지속되는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촉진 적극 

지원 중임 

ㅇ 특히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 사용 중인 에어컨의 효율적인 관리만으로도 대폭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됨 

ㅇ 한편 2000~2007년동안 유럽 연합(EU)의 지원을 받아 자가발전 및 에너지효율적 사용 

프로젝트(GAUREE)를 추진함 

ㅇ 본 프로젝트의 2단계인 GAUREE 2는 고효율 램프인 CFL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함 

- 20W용 CFL 램프를 800.000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연간 50 백만 kWh 절감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대다수의 온두라스 가정은 60, 75 그리고 100W 저효율 램프를 사용 중임  
 

ㅇ 본 프로젝트의 2단계인 GAUREE 2를 통해 고효율 램프인 CFL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함 

ㅇ 2008년 에너지 합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다부처 그룹(GIURE)은 국가 전력 수요 

100MW 감축을 목표 계획을 발표함 

- 이는 온두라스 전력공사(ENEE)에서 예상하는 전력 수요 피크의 8%에 해당하는 수치임 

- 본 프로그램의 주요 계획으로는 가스 난로 보급화, CDM 활동, 교육 캠페인 및 산업/상업 에너지 

효율 촉진 등이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OLADE)는 2003년 전력 생산으로 인한 온두라스의 CO2 배출량을 

1.51 백만 CO2 톤으로 예측함. 이는 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24%를 차지함 

ㅇ 2005년 Rio Blanco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 (50MW)가 세계 첫 소규모 CDM 사업으로 

등록됨 

- 현재까지 총 11개의 CDM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9개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연간 배출 

감축 목표량의 80%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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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전력 

ㅇ 온두라스의 발전 설비용량은 2013년 기준 1,806.4MW로 이 중 32.6%에 해당하는 

589MW는 정부 소유의 발전소이며, 민간 소유 발전소의 설비규모는 1,217.4MW 

 

 
<2008~2013년 온두라스 발전 설비용량> 

 

ㅇ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797.3MW이며, 비재생에너지는 1,009.1 MW 임 

 

 

<1990~2013 년 온두라스 재생에너지, 비재생에너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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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두라스는 최근 평균 전력 수요량이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온두라스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69.3%가 민간발전사를 통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발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온두라스의 전력 수급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 

ㅇ 2014년도 민간발전사의 온두라스 전력청(ENEE)에 대한 전력 공급 계약 불이행 건수가 

2013년 대비 2배를 상회하여 온두라스 내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온두라스 정부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로부터 전력을 긴급 수입함31 

ㅇ 온두라스는 중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 

 

 
<2012~2030 년 온두라스 에너지 계획> 

  

                                         

31 온두라스 전력 수급 현황 및 전력 산업 최근 현황, 주 온두라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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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ㅇ 온두라스의 석유 매장량은 전무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함 

- 2012년 기준 총 20,767백만 배럴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77.4%를 미국에서 수입해 옴 
 

 

<주요 석유 수입국가 및 수입량> 

 

ㅇ 온두라스 La Mesquitia 해역 인근에 석유부존자원 매장이 확인됨 

-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BG그룹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온두라스 카리브해 연안 1차 원유탐사가 

최근 완료하면서 향후 지질 검사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추진 예정인 원유정시추 여부가 결정될 

전망 

- 또한 BG그룹은 2017년 원유정 시추가 이뤄지면 원유 및 가스의 부존여부가 2019년경에는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32 

 

 

<온두라스 석유 매장 추정 해역> 

                                         

32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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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ㅇ 온두라스 석탄 매장량은 전무하며, 2012년 기준 역청탄 163천 톤 및 Coke oven Coke 76천 

톤을 수입함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온두라스 전력공사(ENEE)의 전력 확장 계획에 따르면 2013~2018년 745M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에 추가될 것으로 나타남 

- 총 49개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로 구성 
 

ㅇ 2016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300MW의 설비용량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연결될 

예정임 

ㅇ 온두라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잠재량은 

600MW를 넘는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온두라스 남부 Nacaome와 Valle 지역에 145MW 설비용량을 지닌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을 개시함. 본 발전소는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함 

- 총 공사비 2.3억 달러, 공사기간 10개월, 공급 단가는 kW당 17센트(정부보조금 3센트 포함)로, 약 

7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예정이며, 미래 국가 전력 소비의 약 8%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짐 

  

 
<중미 일사량 지도 출처: SW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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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 온두라스 첫 풍력 발전소인 Francisco Morazan 풍력 발전소가 운영을 개시함. 본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02MW로 GAMESA의 2MW 규모 풍력 터빈 51개로 구성됨 

ㅇ 온두라스의 풍력 발전 잠재량은1.200MW로 알려졌으며, 현재 Francisco Morazan 풍력 

발전소 확장 작업이 진행 중임 

 

 
<중미 풍속 지도 출처: SWERA>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온두라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력 수요의 6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구성한다는 국가 

계획을 발표함 

ㅇ 이에 따라, 2007년7 재생에너지원 발전 촉진법(Ley de Promocion a la Generacion de 

Energia Electrica con Recursos Renovables)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수력, 지열, PV, 

바이오메스, 풍력 등)를 활용한 전력 생산 투자에 대해 법인세 면제, 운영허가 취득요건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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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온두라스, 전력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빈번 

ㅇ 온두라스 전력공사는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설비 노후화 그리고 유지관리 문제로 인하여 

약 27%에 달할 정도로 전력 손실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ㅇ 전력난 해소를 위해 온두라스 전력공사(ENEE)는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및 장기 전력 

구매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ㅇ 아울러 지난 7월 한국-온두라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온두라스는 전력부족으로 제한송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과테말라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송·배전 손실률 개선 및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 
 

ㅇ 온두라스 전력 생산량 확대,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설비 개선 프로젝트를 통한 전력 공급 

개선은 온두라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향후 우리 기업은 온두라스 화력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 및 송배전 설비 현대화 작업 등 진출 기회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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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브라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전력청 (Agê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에너지연구소 (Empresa de Pesquisa Energética) 

 전력거래상공회의소 (Câmara de Comercialização de Energia)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현지 정보처 Jornal O Globo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브라질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외교부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CENERGIA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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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산에너지부 (Ministerio de Minas y Energia) 

 UPME 

 CREG 

 XM (전력거래소) 

 IPSE 

현지 정보처 El Tiempo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보고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우루과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산업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에너지효율청 (Eficiencia Energetica Uruguay) 

현지 정보처 EL PAIS 일간지 

 EL OBSERVADOR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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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온두라스 전력공사 (ENEE)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OLADE) 

현지 정보처 La Prensa 일간지 

 Criterio 일간지 

국내 정보처 외교부 중남미 자원 인프라 협력센터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온두라스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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