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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권역 

 

1. 주요 동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 민간 분야 에너지 투자 장려  

ㅇ Cambodia Daily는 2월 25일, “Powering Cambodia” 컨퍼런스에서 캄보디아 광물자원부 

(MME), 캄보디아 전력청 (EDC) 등 정부 대표들이 인도 전문가와 만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의 에너지 섹터의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   

- 이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국가적 initiative의 

일부로, EDC 단체장 Keo Rattanak은 이 행사를 통해 태양 에너지와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시골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s://www.cambodiadaily.com/news/officials-urge-investment-in-energy-sector-108977  

 

 

▐  라오스  

 

□ 라오스, 보다 효율적인 전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전기 생산 최적화 진행 중  

ㅇ 에너지부 차관 Viraphonh Vilavong은 수력∙풍력∙태양 에너지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자국 내 전력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을 밝혀  

- 추가 생산된 전력은 주변 ASEAN 국가에 수출할 예정 
 

☞ 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Lao-hydro-wind-to-ease-Asean-energy-shortage-

30278712.html   

 

▐  태국  

 

□ 태국 에너지정책기획국, 다음 달 에너지 관련 5개년 예산 계획 발표 예정   

ㅇ 태국 에너지정책기획국이 ‘에너지절약장려 펀드 (ECON Fund)’ 의 2017-2021 예산 계획을 확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다음 달 중 제출할 것이라고 사무총장 Twarath Sutabutr가 밝혀  

-  ECON Fund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 해 12 조 

바트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검토 중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Energy-policy-plan-next-month-30280007.html     

https://www.cambodiadaily.com/news/officials-urge-investment-in-energy-sector-108977
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Lao-hydro-wind-to-ease-Asean-energy-shortage-30278712.html
http://www.nationmultimedia.com/national/Lao-hydro-wind-to-ease-Asean-energy-shortage-30278712.html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Energy-policy-plan-next-month-3028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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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베트남, 지난해 발표한 석탄 발전소 건립 계획 취소해  

ㅇ 베트남 수상Nguyen Tan Dung 은 올해 1월, 작년 발표했던 총 44 GW 규모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립 계획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함  

- 베트남 정부는 가스 발전소 건립 및 풍력∙태양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전력 수요를 대체 충당할 예정   
 

☞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press/releases/2016/Coal-dropped-from-Vietnams-future-energy-plans/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발리 클린에너지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다져 

ㅇ 지난 달 열린 ‘발리 클린에너지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Sudirman 

Said는, 인하된 석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신재생에너지 장려 계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힘   

- 발리에 CoE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교육∙투자를 지원하고, Bright Indonesia 

프로그램을 통해 12,600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계획 등이 발표됨   
 

☞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6/02/12/c.html  

 

 

▐  필리핀  

 

□ 필리핀 투자청, 산업계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장려  

ㅇ 필리핀 무역산업부 차관 및 투자청 소장 Ceferino Rodolfo는 2030년 목표의 ‘필리핀 

에너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조 필리핀 페소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 필리핀 투자청은 2015년까지 6년동안 총 3,861MV 규모의 144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음  
 

☞ http://business.inquirer.net/208404/boi -seeks-more-investments-in-renewable-energy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press/releases/2016/Coal-dropped-from-Vietnams-future-energy-plans/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6/02/12/c.html
http://business.inquirer.net/208404/boi-seeks-more-investments-in-renewable-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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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나이   

 

□ 브루나이, 저유가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 당면   

ㅇ 저유가 사태의 장기화로 브루나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3% 급감했으며, 정부 

수입 또한 전년 대비 70% 감소, 2016년 긴축 재정을 펼칠 예정  

- 브루나이 정부는 올해 초 ‘국가개발계획 2030’을 발표했으나, 경기회복의 묘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 http://thediplomat.com/2016/02/bruneis -economy-running-on-empty/     

 

 

  

http://thediplomat.com/2016/02/bruneis-economy-running-on-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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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 전력기반시설 공급업체, 캄보디아를 인도차이나 진출 베이스로 삼아  

ㅇ 2016년 3월 말레이시아 전력기반시설 공급업체 Pestech사는 라오스∙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권역 내 

진출을 위해 캄보디아를 지역 허브로 선정, 캄보디아 內 존재감 확대할 계획을 밝힘 

- Pestech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업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안정되어 있어, 권역 내 다른 국가보다 

투자에 적합함  
 

☞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pestech-plugs-power-sector-ahead-list ing   

 

▐  라오스  

 

□ 라오스, 전력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계획  

ㅇ 라오스는 향후 수력발전 중심으로40개 이상의 발전소를 건립하여 국가적 발전가능량을 

천만 MW까지 확보, 주변국에 잉여생산 전력을 수출할 예정임  

- 현재 라오스의 전력 수출은 동남아 지역 총 전력 거래량의 80%, 라오스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함 
 

☞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Economy/Laos-pins-economic-hopes-on-extra-electricity  

 

 

▐  태국  

 

□ 태국, 정부 주관 태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참여 허용 

ㅇ 태국 에너지 장관 Anantaporn Kanjanarat,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4월경 LOI를 

발행하여 정부 주관 Solar Rooftop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 밝혀 

-  민간업체는 총 100MW 규모의 프로젝트에 공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875676/private-firms-can-develop-solar-rooftops   

 

 

  

http://www.phnompenhpost.com/business/pestech-plugs-power-sector-ahead-listing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Economy/Laos-pins-economic-hopes-on-extra-electricity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875676/private-firms-can-develop-solar-roof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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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금년 Solar PV 사업 민간투자 추가 승인 계획 밝혀  

ㅇ 말레이시아 투자청 수석부총재 Datuk Phang Ah Tong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청은 금년 

민간 Solar PV 업체를 대상으로 총 17억 링깃 규모의 신규 투자 승인을 계획하고 있음 

- 2016년 초 세 개의 중국기반 기업 (JA Solar Holdings Co Ltd, Jinko Solar Holding Co Ltd, Xi’an 

Longi Silicon Materials Corporation)이 총 20억 링깃 규모의 투자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http://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16/03/16/govt-looking-to-approve-solar-pv/  

 

 

▐  베트남  

 

□ 베트남 중앙은행, 이란 중앙은행과 MOU 체결, 양자간 교역 확대 기대   

ㅇ 이번 달 초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란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 은행∙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기반을 닦음  

- 향후 5년 내 상호 교역 규모를 2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http://www.presstv.ir/Detail/2016/03/14/455618/Iran-Rouhani-Vietnam-Truong-Tan-Sang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21개 지열발전 개발구역 입찰 진행 예고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신규 개발이 계획된 총 1,064MW 규모의 21개 지열발전 

개발구역 (geothermal block) 중 16개를 공개 입찰에 부칠 계획을 발표  

- 2016년과 2017년 각각 6개 구역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첫 입찰은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음. 
 

☞ http ://www. indones ia- investments.com/news/todays-head lines/government-of- indonesia-to-auct ion-geothermal-power-

blocks/i tem6391  

 

 

  

http://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16/03/16/govt-looking-to-approve-solar-pv/
http://www.presstv.ir/Detail/2016/03/14/455618/Iran-Rouhani-Vietnam-Truong-Tan-Sang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news/todays-headlines/government-of-indonesia-to-auction-geothermal-power-blocks/item6391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news/todays-headlines/government-of-indonesia-to-auction-geothermal-power-blocks/item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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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필리핀, 금년 6월까지 6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집행 예정  

ㅇ 필리핀 민관파트너십 (PPP) 센터 상임이사 Andre Palacios, 현 대통령 Benigno Aquino의 

임기 종료 전, 총 11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 계획을 밝혀  

- 계획된 11개 프로젝트에는 Davao Sasa 항구 근대화, 4개 신규 공항 개발 및 보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07/aquino-in-6-5-bill ion-push-for-phil ippine-infrastructure-legacy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07/aquino-in-6-5-billion-push-for-philippine-infrastructure-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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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동향 

 

▐  캄보디아  

 

□ 에너지 전문가,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formal) 신재생에너지 타겟 설정을 권고  

 

ㅇ 캄보디아지속가능발전협의회(NCSD)와 USAID는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확대할 것을 권고, 정부는 관련 법안을 고안 중이라 답변 

-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 Kheiv Mot은 이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캄보디아가 신재생에너지 타겟을 

고안하고 신진 기술을 에너지 생산에 적용할 적기”라 밝혀   
 

☞ ht tps : / /www.u said .gov /as ia - regional /p re ss- re l e ase s/j an-21-2016- report -re commends- act ion s- in c re ase -cambodias- renewable-u se  

 

 

▐  태국  

 

□ 태국,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세워 

ㅇ 태국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번 달 초, 2036년까지 120만 대의 전기자동차와 최대 1000 

개의 충전소를 보급∙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 이에 발맞추어 태국 산업부는 자국 내 자동차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을 

고안하고, 관련 법규 또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875676/private-firms-can-develop-solar-rooftops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향후 4 년간 자본∙운영비 삭감하기로  
 

ㅇ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월, 유가 폭락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인해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가 향후 4년간 자본금과 운영비 가운데 약 114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페트로나스는 정부 한해 예산 3분의 1을 담당해온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 수입원임 
 

☞ http://www.wsj.com/articles/malaysias-petronas-to-slash-11-4-bill ion-in-capital-operating-expenses-1453175548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875676/private-firms-can-develop-solar-rooftops
http://www.wsj.com/articles/malaysias-petronas-to-slash-11-4-billion-in-capital-operating-expenses-1453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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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베트남 부수상, 베트남전력공사에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촉구  

ㅇ 베트남 부수상 Hoang Trung Hai는 베트남전력공사(EVN)에 풍력 및 태양에너지원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구함  

- 현재 존재하는 대기전력 생산시스템 (standby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으로는 2 년 후 전력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http://vietnamnews.vn/economy/280804/evn-called-on-to-develop-wind-and-solar-energy.html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디젤유 보조금 축소 숙고 

ㅇ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국가적 신재생에너지 타겟 달성을 위한 ‘에너지안보 펀드 

(Energy Security Fund)’ 예산 확보 필요성 등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금년 초 디젤유 

보조금 축소를 제안했으며,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는2017년 국가 예산 중 4조 루피아를 ‘에너지안보 펀드’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할 계획  
 

☞ http://news.asiaone.com/news/asia/indonesia -mulls-scrapping-diesel-subsidies-energy-ministry-official 

 

 

▐  필리핀  

 

□ ADB,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억 달러 상당의 신용보강 제공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신용보강을 통해 필리핀은행(BPI)의 Tiwi-Makba 지열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AP Renewables Inc. 주관) 대한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지원  

 

- 이번 채권은 Climate Bond Initiative가 인증한 아태지역 첫 번째 기후채권으로, 필리핀뿐만이 아닌 

동 지역 기후금융 시장 혁신의 랜드마크가 될 것임  

 

☞ http://www.reuters.com/article/philippines -cl imatebond-adb-idUSL3N1684IS  

 

 

 

 

  

http://vietnamnews.vn/economy/280804/evn-called-on-to-develop-wind-and-solar-energy.html
http://www.reuters.com/article/philippines-climatebond-adb-idUSL3N1684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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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라오스  

 

□ 6차 아시아 수자원 및 수력발전 (ASIA 2016) 컨퍼런스   

ㅇ 50개 국가의 산업계∙학계 대표단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수자원 개발 논의   

- 일자 : 2016.03.01~2016.03.03 

- 장소 : 라오스 비엔티엔  
 
 

☞ http://www.hydropower-dams.com/ASIA%202016.php?c_id=303  

 

 

▐  태국  

 

□ 지속가능 에너지 및 기술 (SETA) 아시아 컨퍼런스  

ㅇ ASEAN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및 

정부간 논의 활성화 목적  

- 일자: 2016.03.23~2016.03.25  

- 장소: BITEC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 
 

☞ http://www.seta.asia/  

 

 

▐  말레이시아   

 

□ 3차 아시아 해양공학 (OTC Asia) 컨퍼런스  

ㅇ “Excellence in Asia”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해양자원과 관련 기술 및 환경 문제 논의 

- 일자 : 2016.03.22~2016.03.25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http://2016.otcasia.org/  

 

 

 

 

http://www.hydropower-dams.com/ASIA%202016.php?c_id=303
http://www.seta.asia/
http://2016.otc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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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2차 국제 환경 및 재생에너지 (ICERE) 컨퍼런스  

ㅇ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정보 공유 목적  

- 일자 : 2016.02.24~2016.02.25 

- 장소 : 베트남 호치민  
 

☞ http://www.icere.org/  

 

 

▐  인도네시아  

 

□ 국제 청정석탄 (Clean Coal) 컨퍼런스  

ㅇ 인도네시아와 주변 지역의 석탄 산업 투자 기회를 주제로, 관련 정부기관과 국제 석탄 

산업계 인사 참여  

- 일자 : 2016.05.25~2016.05.26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http://www.worldcleancoal.org/id/  

 

 

▐  필리핀  

 

□  4차 필리핀 전력 및 전기 주간 

ㅇ 신재생에너지, 석탄에너지, 열병합발전 주제의 세가지 컨퍼런스 동시 진행  

ㅇ 필리핀 전력시장 정보, 정부 에너지 계획, 신규 프로젝트 정보 및 투자 정보 제공  

- 일자 : 2016.7.19~2016.7.22 

- 장소 : 페닌술라 마닐라 호텔  
 

☞ http://www.philippinespower.com/brochure-download-events 

 

 

  

http://www.icere.org/
http://www.worldcleancoal.or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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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ASEAN 국가,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및 사업 확대 추세 

ㅇ ASEAN의 주요국은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에 주목하고, 각종 투자 유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수력, 풍력, 태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통한 자국내 전력 수요 충당 및 

잉여전력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 제시 

- 태국은 정부 주관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의지를 밝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예산 투자 계획 제시 

-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금년도 태양광 민간투자 추가 승인 계획을 밝혀 총 17억 링깃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16개 지열발전 개발구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 
 

ㅇ 또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지속가능발전협의회(NCSD)는 캄보디아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할 것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할 의지를 보임 

- 태국은 ‘36년까지 120만 대의 전기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를 보급하는 계획을 승인 

 

□ ASEAN 주요국은 저유가 여파로 위기에 직면 

 

ㅇ ASEAN 지역의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는 저유가 사태로 인해 국내총생산 및 정부 수입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ㅇ 또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 역시 심각한 수익 악화에 직면하여 

향후 4년간 자본금과 운영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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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캄보디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13년 캄보디아의 총 1차 에너지 공급량(TPES)은 5,974ktoe이나, 바이오연료 및 페기물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에너지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 공급량의 약 32.6%를 

수입에 의존하여 에너지 자급률은 저조한 편 (IEA Statistics) 

- 캄보디아의 총 1차 에너지 생산량은 4,087ktoe이나, 약 97%에 달하는 3,999ktoe의 에너지를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87ktoe의 에너지는 수력을 통해 충당 

-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 총량은 전체의 약 32.6%인 1,952ktoe이며, 에너지원별로 구분하면 석탄 

46ktoe(2.4%), 석유제품(Oil Products) 1,665ktoe(91.6%), 전기 176ktoe(9.3%)로 집계 
  

ㅇ ‘13년 캄보디아의 최종 에너지 공급량은 5,221ktoe로, 1차 에너지와의 차이는 전력 생산 

활용분, 에너지 변환에 의한 손실, 에너지공급자 사용분, 송/변전 손실 등에 의해 발생 

- 석탄과 수력의 경우 1차에너지 전량이(석탄 46ktoe, 수력 87ktoe), 석유제품은 전체의 약 10%인 

153ktoe,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은 4ktoe가 전력 생산에 투입되어 153ktoe의 전력을 생산하며, 

전력 수입분 176ktoe와 합산한 284ktoe의 전력 공급  

 

<’13 년 캄보디아의 에너지 밸런스 (1 차 및 최종에너지 공급량)> 

(단위: ktoe) 

 석탄 석유제품 수력 바이오 전력 합계 

자체생산   87 3,999  4,087 

수입 46 1,730   176 1,952 

항공유 사용분  -65    -65 

전기생산 활용 -46 -153 -87 -4 153 =137 

에너지원 변환    -571  -571 

공급자 사용분     -2 -2 

송/변전 손실     -43 -43 

최종에너지  1,512  3,425 284 5,221 

ㅇ 캄보디아 바이오에너지 의존도 上 

ㅇ 캄보디아,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上 

ㅇ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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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 

ㅇ ‘13년 캄보디아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가정, 수송, 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2,915ktoe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로는 

‘13년 석유제품 120ktoe, 바이오에너지 2,652ktoe, 전력 144ktoe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 

- 수송부문은 석유제품에서 1,170ktoe를 소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에너지 사용 비중을 보였으며, 

산업부문은 석유제품 77ktoe, 바이오에너지 773ktoe, 전력 52ktoe를 사용하여 주요국에 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13 년 캄보디아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과 (왼쪽)과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오른쪽)> 

 

  
 

<’13 년 캄보디아의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소비량)> 

(단위: ktoe) 

 석유제품 바이오 전력 합계 

산업부문 77 773 52 902 

수송부문 1,170 0 0 1.170 

가정부문 120 2,652 144 3,043 

공공부문 0 0 79 79 

기타 146 0 10 156 

총 사용량 1,512 3,425 284 5,221 

 

□ 전력수급현황 

 

ㅇ ‘15년 기준 전기공급률은 31.1%로 저조한 편이며, 캄보디아의 전력요금은 동남이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11년 기준 평균전력요금: 프놈펜 지역 0.18~0.19 USD/kWh, 기타 도시지역 0.25~0.4 USD/kWh, 

농촌지역 0.5~1 USD/kWh (Energypedia 자료 인용)  

산업 

17% 

수송 

22% 
가정 

56% 

공공 

2% 

기타 

3% 

석유제

품 

4% 

바이오 

91% 

전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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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ㅇ 캄보디아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광물에너지부 (MME, Ministry of Mines 

and Energy)로, 에너지 관련 정책, 개발계획 및 표준 개발 등의 활동을 주관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의 에너지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캄보디아 전력청 (EAC,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으로, 라이선스 발행, 전기 가격 검토 및 승인, 전력 생산자 및 

소비자에 감시∙감독∙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전력청이 발행하는 라이선스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발전 (Generation) 라이선스  

2) 송전 (Transmission) 라이선스  

3) 배전 (Distribution) 라이선스  

4) 복합 (Consolidated) 라이선스 *1), 2), 3)의 결합 라이선스 

5) 파견 (Dispatch) 라이선스  

6) 전력 도매 (Bulk Sale) 라이선스 

7) 전력 소매 (Retail) 라이선스 

8) 하청 (Subcontract) 라이선스 

- 2014년 말 발행되어 있었던 유효 라이선스의 수는 360개임 
 

ㅇ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와 재정경제부 공동 소유의 국영기업인 캄보디아 전력공사 (EDC, 

Electricite Du Cambodge)는 캄보디아 내 발전·송전·배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음  

 

ㅇ 그 외 전력시장 주요 참여자로는 독립발전사업자 (IPP), 공공전기기업 (PEU), 지방전기업체 

(REE)가 있음  

 

- 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s): 캄보디아 내 생산되는 전력의 90%를 생산하여 

EDC에 판매 

- 공공전기기업 (Public Electricity Utility): 국유 발전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  

- 지방전기업체 (Rural Electricity Enterprises): EDC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간 발전 및 배전 업체, EAC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나, 라이선스 없이 

활동하는 REE도 다수 존재  

* REE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50-5000명 정도의 소규모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젤발전기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부터 ‘시골 전(電)화 펀드(REC, Rural Electrification Fund)’를 운영하여, 

디젤발전기·소형 수력발전기·태양홈시스템 (solar home system) 등을 이용한 지방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REE에 보조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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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개발 은행, 월드뱅크, Australian AID, KfW 은행, 중국 수출입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차관 제공을 통해 시골 전(電)화 사업에 참여해 왔음  

 

<캄보디아 전력 분야 구조> 
 

 

 

ㅇ 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전력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캄보디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EAC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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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국가 에너지 정책 

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ㅇ 캄보디아는 2007년 개발한 ‘2008-2021 캄보디아 전력 개발 계획 (Cambodian Power 

Development Plan)’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전역에 합리적이고 알맞은 가격의 전기를 충분히 공급 

- 적절한 가격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가 경제를 개발 

- 환경적∙사회 통념적으로 적합한 에너지원의 탐사와 개발을 장려하여 캄보디아 경제 전 분야에 

전기 공급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장려 및 에너지 공급과 소비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환경 영향 최소화 
 

ㅇ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캄보디아 시골 100% 시골 전(電)화  

- 2030년까지 캄보디아 시골 가정 70%에 양질의 전기 공급 
 

ㅇ 상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략은 1) 발전, 2) 송전, 3) 시골 전(電)화 (rural 

electrification)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 발전: 에너지 수요 충족 및 전력원의 다양화 (대수력·석탄 발전소 건립, 전력 수입,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석유 발전 의존도 감축)  

*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는 대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생산 50% 이상) 자국 내 발전 용량 

확대 계획을 수립, 2020년 까지 총 18건의 발전 용량 확대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을 발표  

* 확대 예정 발전용량: 4,279 MW (수력 9건 / 석탄 8건 / 석탄 혹은 가스 1건)  

- 송전: 국가 송전선 확대, GMS 및 ASEAN 전력망 개발, 미니그리드 최적화, MV·MV·LV 업그레이드 

- 시골 전(電)화: 국가 송전선 및 미니그리드를 통한 전력 공급, 송전선 연장 및 stand-alone 시스템 

개발, 소수력 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등  

 

ㅇ 캄보디아 정부는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및 에너지효율 정책 또는 법안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임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전기법(Electricity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에너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동 분야 정책 및 법규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 

 

  



17 

<발전 용량 확대 계획 (2008) 및 현황 (2014)> 
 

No. 발전 용량 확대 계획 에너지원 MW COD 현황 (2011) 

1 Kamchay Hydro   수력 193 2011 완료 

2 200 MW Coal Power Plant (I) in SihanoukVille - Phase 1 석탄 100 2011 완료 

3 Kirirom III Hydro power Plant 수력 18 2012 완료 

4 Atay Hydro Power Plant 수력 110 2012 완료 

5 200 MW Coal Power Plant (I) in SihanoukVille - Phase 2 석탄 100 2012 완료 

6 Tatay Hydro Power Plant 수력 246 2013 완료 

7 Lower Stung Rusei Chhrum Hydro Power Plant 수력 338 2013 완료 

8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1 석탄 100 2013 - 

9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2 석탄 100 2014 - 

10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3 석탄 100 2015 - 

11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4 석탄 100 2016 - 

12 Lower Sesan II + Lower Srepok II 수력 420 2016 PPA 체결 

13 Stung Cheay Areng Hydro Power Plant 수력 108 2017 FS 완료  

14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5 석탄 100 2017 - 

15 700 MW Coal Power Plant (II) in SihanoukVille -Phase 6 석탄 200 2018 - 

16 Steung Treng Power Plant 수력 980 2018 - 

17 Sambor Hydro Power Plant 수력 2600 2019 MOU 스터디 중 

18 Coal Power Plant (III) or Gas Power Plant 석탄/가스 450 2020 - 

+ Prek Laang Hydro 수력 90 - PFS 완료 

 

* 2,8,9,10,11,14,15 항목의 Sihanouk Ville 석탄 발전소의 경우, 진행 단계 (phase)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14년 기준으로 240 MW 발전 설비가 개발 중에 있다고 EAC가 발행한  ‘2015년 

캄보디아 전력 분야에 대한 보고서 (Report on Power Sector of the Kingdom of Cambodia 2015 

Edition)’에 기재되어 있음  

* 캄보디아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디자인, 건설, 운영할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현재 개발 중인 모든 대수력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는 BOT (Build-Operate-

Transfer) 계약 하에 있음 

 

<추가: MOU 스터디 중인 프로젝트 (2011)> 
 

No. 프로젝트 
발전용량 

(Installed Capacity, MW) 
IA/PPA/LA 회사 국적 COD 

1 Battambong I 24 F/S  Korea  

2 Battambong II 36 F/S  Korea  

3 Stung Pursat I 75 F/S  China  

4 Stung Pursat II 17 F/S  China  

5 Prek Liang I 64 F/S  Korea  

6 Prek Liang II 64 F/S  Korea  

7 Stung Sen 40 F/S  Korea  

 

* 상기 언급된 EDC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위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MOU 스터디 단계에 있었음  

 

<송전선 연장 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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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Phnom Penh               

2 Kandal               

3 Kampong Speu               

4 Takeo               

5 Kampot               

6 Kep               

7 Sihanoukville               

8 Kampong Cham               

9 Banteay Meanchey               

10 Battambang               

11 Siemreap               

12 Kampong Chhnang               

13 Pursat               

14 Koh Kong               

15 Oddar Meanchey               

16 Pailin               

17 Prey Veng               

18 Svay Rieng               

19 Kratie               

20 Stung Treng               

21 Ratanak Kiri               

22 Mondul Kiri               

23 Kampong Thom               

24 Preah Vihear               

 

<송전선 연장 프로젝트 현황 (2011)>  

No. 프로젝트 길이 (Km) 보조금 / 투자 Year 

1 230 kV, Takeo ‐ Kompot, (construct substation in Kompot) 87 KfW 2011 

2 115 kV, Steung Treng ‐ Loa PDR, (construct substation in Steung Treng) 56 WB 2012 

3 
110 kV, Kampong Cham ‐ Viet Nam 

(construct 3 substations:  ‐ Kampong Cham, ‐ Soung,  ‐ Pongnearkreak ) 
68 WB 2010 

4 
230 kV, Kampot ‐ Sihanouk Ville, 

(construct 2 substations: ‐ Vealrinh ‐ Sihanouk Ville) 
82 ADB & JBIC 2011 

5 
230 kV, Phnom Penh ‐ Kompong Chhnang ‐ Pursat ‐ Battambong 

(construct 3 substations: ‐ Kompong Chhnang,  ‐ Pursat,  ‐Battambong) 
310 CYC 2012 

6 230 kV, Pursat ‐ Osom, (construct 1 substation in Osom Commune) 175 CYC 2012 

7 230 kV, Kampong Cham – Kratie 110 CUPL 2012 

8 230 kV, Kratie – Stung Treng 126 INDIA 2012 

9 230 kV, Phnom Penh – Kampong Cham 110 CUPL 2012 

10 220 kV, Phnom Penh – Sihanoukville, along national road 4 220 CHMC 2013 

11 
230 kV, East Phnom Penh – Neakleung – Svay Rieng, (construct 2 substations: ‐ 

Neakleung, ‐ Svay Rieng) 
120 CHMC 2014 

12 230 kV, Stung Tatay Hydro – Osom substation 15 CHMC 2015 

13 
115 kV, West Phnom Penh – East Phnom Penh  

( construct substation GS4 at South Phnom Penh) 
20 WB 2015 

14 
230 kV, Reinforcement of transmission line on the existing pole, Phnom Penh – 

Kampong Cham (transmit power from Lower Sesan II + Lower Srepok II) 
100 CUP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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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30 kV, Stung Chay Areng ‐ Osom substation 60 CSG 2017 

16 
230 kV, Kampong Cham ‐ Kampong Thom ‐ Siem Reap, (construct 1 substation 

in Kampong Thom) 
250 KTC 2019 

17 
500 kV, Loa PDR (Ban Sok)‐ Steung Treng – Vietnam (Tay Ninh), (construct 

substation in Steung Treng) 
220 ADB 2019 

Total  2,106   

 

<ASEAN 전력망 연결 계획 (2014)> 
 

 

 

 

 

②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ㅇ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을 통해, 경제적 경쟁력 증진,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 국민의 생활조건 향상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 능력 (capacity)을 증대하고, 전력 공급 범위 또한 확대할 계획을 밝힘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에 서술된 에너지분야 우선정책(priority policy)은 다음과 같음: 
 

1)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저비용-최첨단 전기 생산 능력 강화   

2) 송전 네트워크 개발  

3) 발전, 송전, 배전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장려  

4) ‘2020 년까지 100% 시골 전(電)화’ 달성을 위한 전략 이행 가속화  

5) ‘시골 전(電)화 펀드’에 추가적 자금 공급 (정부 예산, 사회 기금, 해외 개발 자금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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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 분야 생산성 및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전기 소비 합리화  

(오프 피크 전기 요금 인하를 통한 생산∙관개 설비 시스템 부담 완화)  

7) 석유, 가스 분야 탐사 및 상업화 가속화  

8) 제도 및 인적 역량 강화 등 에너지 분야 기획 및 관리 역량 배양  

9) 지역 내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또한 개발할 예정임  

 

③ 국가에너지효율정책 (National Energy Efficiency Policy, 2013) 

 

ㅇ 캄보디아 광물자원부의 요청으로 2013년 EU Energy Initiative Partnership Dialogue Facility 

(EUEI-PDF)는 캄보디아 국가에너지효율정책 초안을 개발했으나, 정책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ㅇ 국가에너지효율정책 초안에 기재된 에너지효율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2035 년까지 에너지수요를 BAU 대비 20% 축소 

2) 2035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3 백만 톤 감축  

 

□ 기후변화 대응 정책  
    

① UNFCCC 제출 자발적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ㅇ 캄보디아의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7% (3,100 CO2eq)  

※ 감축 대상 온실가스: Carbon dioxide (CO2), methane (CH4), nitrous oxide (N2O) 
 
 

- 캄보디아는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부문에 감축 노력을 집중시킬 예정  

- 캄보디아 NDC에 기재된 감축 부문 및 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음  
 

 

부문 부문별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CO2eq (%) 

에너지 산업 1) On-grid: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확대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그리드에 연결 
 

2) Off-grid: solar home system 및 소형 수력발전기 보급  
 

3) 최종소비자 에너지 효율 개선 장려  

1,800 (16%)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및 의류∙정미∙벽돌 공장 에너지 효율 증진  727 (7%) 

수송 1) 대중 교통 이용 장려  

2) 친환경 운전 및 자동차 점검 장려를 통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 방식 개선 

3)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기자동차, 자전거 이용 장려  

390 (3%) 

기타 1)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장려 및 효율적인 요리용 스토브 보급 1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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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생물침지기 및 워터필터 

이용) 

3)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관개 

총 감축량  3,100 (27%) 

 

※ 캄보디아는 2014-2023 기후변화 전략계획 (CCCSP, Cambodia Climate Change Strategic Plan) 의 시행을 통해 NDC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아래 표에 기재된 부문별 목표는 CCCSP 내용과 일치함 

 

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및 천연가스 

 

ㅇ 캄보디아는 ‘98년 캄보디아 석유청(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CNPA)을 

설립하고 캄보디아 석유/가스 광구에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채굴 허가가 

말소되거나 투자 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등 사업화에는 난항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는 6개 해안 권역, 19개 내륙 권역, 6개 관할권 중첩수역(Overlapping claims area)으로 

구분되며, 현재 6개 해안 권역과 3개 내륙 권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음 
 

< 캄보디아의 주요 권역 > 

 

- 해안의 A권역은 가장 사업성 전망이 높은 구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미국의 정유업체 Chevron 

주도로 ‘12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현재 사업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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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KrisEnergy 社로 넘어간 상태이며, 사업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을 돌파해야 

채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어 ‘18년 이후 첫 상업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해안 B권역과 F권역의 채굴 계약이 사업자의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16년 1월 취소되고, 

캄보디아 석유청과 중국의 국가자동화시스템 공사 및 Sino March 社 합작으로 추진 중인 대형 

정제공장 건립 계획이 ‘14년에 이어 ‘15년에 또다시 연기되는 등 사업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ㅇ 현재 캄보디아는 가스(LPG 포함)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저유가 기조의 영향으로 ‘15년 

석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15년 캄보디아의 석유 수입량은 255만 톤으로, 전년도의 155만 톤에 비해 64% 증가하였으나 유가 

폭락으로 수입 총액은 전년의 14억 6천달러보다 57% 하락한 926만 달러 기록 
 

ㅇ 유형별로 보면 가스/디젤류가 가장 많은 918,000ton이 수입되었고, 가솔린, 연료유, LPG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음 

 

< 가스/석유류 유형별 소비량 (‘13 년, IEA 통계)> 

(단위: 

1,000 톤) 
LPG 

Motor 

Gasoline 
Jet Kerosene 

Other 

Kerosene 
Gas/Diesel Fuel Oil 

수요량 

(전량 수입) 
99 392 16 3 918 166 

 

ㅇ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 개발, 관리·감독, 상·하류 부문의 사업활동 조정,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수입, 판매 등의 역할 전반은 광물에너지부 산하의 ‘캄보디아 국가 석유 위원회 

(CNPA, 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담당하고 있음   

- 1998년 설립 이후 CNPA는 캄보디아 (Council of Ministers)의 감독 아래 있었으나, 2013년 

광물에너지부 산하로 통합되었음  
 

ㅇ 석유 및 가스 산업은 1991년 제정된 ‘석유법령 (Petroleum Degree)’으로 규제되고 있음  

- 캄보디아 내 석유 산업 운영을 위한 계약자 선정의 법적 근거는 석유법령으로, 프로덕션 쉐어링 

(PSC, Production Sharing)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 가능함  
 

ㅇ 캄보디아 석유 및 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법령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새로운 법령을 고안 중임 

- 2013년 ‘캄보디아 국가 석유 정책 프레임워크 (National Petroleum Policy Framework)’ 초안이 고안 

되었으며, 기본적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석유 자원 개발 혜택 최대화 

2) 안전 보장 및 환경 보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 장려  

3)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4)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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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창출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투자 보장 

 

□ 석탄 

 

ㅇ 현재 캄보디아는 석탄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Stung Treng 지방의 Phum Talat 등의 

지역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매장량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상황  

- Phum Talat 지역에는 7백만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장된 석탄은 시멘트 생산 

및 난방용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13년 현재 석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수입하는 석탄은 아역청탄(sub-

bituminous coal)으로 알려져 있음 

 

ㅇ 또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총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 1번 발전소: ‘12년 100MW (1단계 사업), ‘13년 100MW (2단계 사업) 용량 

- 2번 발전소: ‘14년~’18년까지 매년 100MW 규모 증설, ‘19년 200MW 용량 증설 

- 3번 발전소: ‘20년 400MW 규모 발전시설 증설 
 

ㅇ 캄보디아 내 석탄 관리·감독 및 규제 책임은 광물에너지부가 담당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 내 석탄 생산은 ‘광물자원 관리 및 개발법 (The Law on Mineral Resource 

Management and Exploitation)’으로 규제되고 있음  

- 캄보디아 헌법과 광물자원 관리 및 개발법은 캄보디아 내 모든 천연 자원은 국가의 소유물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석탄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상업등기 (commercially register) 후 은 

광물에너지부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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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13년 기준 캄보디아의 총 전력 생산량은 1,778GWh 규모이나, 발전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인근 국가에서 2,050GWh의 전력을 수입하는 등 대외의존도는 53%에 달함  

- 원별 생산량을 보면 수력발전이 1,016GWh로 총 자체 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석유(579GWh), 석탄(169GWh), 바이오연료(11GWh), 태양광(3GWh)가 잇고 있음 

-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전력 수입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 
 
 

< 캄보디아의 총 전력 생산량(적색), 자체 생산량(연두색), 수입량(파란색) 추이 > 

(단위: 백만 kWh) 

 

 
 

ㅇ ‘15년 현재 전력보급률(Access to Electricity)는 31.1%로 인근 지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전력이 수도 프놈펜 인근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어 지역별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으로 ‘12년 이후 자체 전력 생산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요 증가율에 발맞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  

 

< 캄보디아의 연도별 전력생산용량 추이> 

(단위: MW)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석탄발전 7 7 7 7 108 228 363 

수력발전 11 11 11 223 512 927 927 

석유발전 246 229 230 227 227 21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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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ㅇ 캄보디아는 지난 해 11 월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에 관한 MOU 를 체결, 원전 건립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밝혀지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ㅇ IEA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13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1,030GWh에 달하나, 

수력이 절대 다수인 1,016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미미 

- 고형 생물연료(solid biofuel) 발전량 11GWh, 태양광 3GWh 생산 
 

ㅇ 열에너지 부문에서는 쌀겨, 캐슈 열매 껍질, 사탕수수 및 카사바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가 주로 활용되며,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량은 캄보디아 총 1차에너지 공급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 

 

정책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골 전(電)화정책 (Rural Electrification by Renewable 

Energy Policy)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골 전화정책을 승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골 전(電)화 마스터플랜 (Master Plan Study on Rural Electrification by Renewable 

Energy in the Kingdom of Cambodia)’을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시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함 

- 캄보디아 에너지광물부는 ‘2002-2012신재생에너지액션플랜 (Renewable Electricity Action Plan)‘를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음  

 

정첵② 그 외 정책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 및 UNFCCC 제출 ‘자발적 감축목표’에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증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골 전(電)화 펀드(REC, Rural Electrification Fund)’ 또한 민간부문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골 

전력 공급 사업에 투자할 것을 장려, 다수의 시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음 

- 2009년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Solar PV, 

바이오매스, 태양열 온수기 (solar water heating) 부품에 대한 수입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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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별 활용 전략> 
 

에너지원 활용 전략 

대수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력공급 증대 

소수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시골 전(電)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이용 

풍력·지열 및 기타 에너지원 잠재 역량은 크지 않으나, 적용 가능 지역 중심으로 개발  

 

4. 평가 및 전망 
 

□ 캄보디아 정부의 직면 과제는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와 전력부문 대외의존도 감소 

 

ㅇ 캄보디아의 대부분 전력은 수도 프놈펜 지역에 편중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외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 받지 못하는 동시에 전력요금 부담도 높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전력 확충 계획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 

 

ㅇ 캄보디아 정부는 ‘20년까지 모든 가정에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30년까지 전체 가정의 70%를 국가 그리드망에 연계한다는 계획 발표 

 

ㅇ 캄보디아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자체 발전 

시설을 확충, 수요 충당뿐만 아니라 전력의 대외의존도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 

 
 

<캄보디아의 연도별 전력발전용량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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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말레이시아의 전력기반시설 공급업체인 Pestech사가 캄보디아를 지역 허브로 

선정하는 등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등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 

- 국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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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올해 여름까지 4억 3,700만 달러 규모 민영화 목표 

 

ㅇ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여름에 55개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실시를 목표로 하였음 

-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4억 3,70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국영기업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498847.html 

 

□ 타슈켄트증권거래소, 9월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다고 발표 

 

ㅇ 우즈베키스탄 국가민영화/반독점/경쟁위원회는 한국거래소(KRX)가 추진하는 타슈켄트 

증권거래소 현대화 사업이 9월 완료된다고 발표 

- KRX의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내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경제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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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2016년 환율 및 유가 전망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 개정 

 

ㅇ 카자흐스탄 도사예프 국가경제부 장관은 2월 25일 상원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6년 사회·경제개발 전망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힘 

- 마시모프 총리는 지난 1월 22일 유가 및 환율 추가 하락에 따라 예산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도사예프 장관은 예산안 작성시 달러화 대비 텡게화 환율을 300텡게에서 360텡게, 

평균 국제유가를 국제금융기관 전망에 따라 배럴당 40불에서 30불로 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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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casia/uzbekistan/2498847.html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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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2016년 20개 이상 유전 폐쇄 예정 

 

ㅇ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장관은 유전 폐쇄 계획에 따라 2016년에 방치된 22개의 유전이 

폐쇄될 것이라 밝힘 

- 2015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9개 유전이 폐쇄되었음 
 

☞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98206.html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수출입 품목 확대 합의 

ㅇ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수출입 품목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 

-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13.9% 감소했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 

 

☞ http://goo.gl/ajFpZt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교외지역까지 가스 공급 계획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2016년 내로 가스를 

공급할 계획 

-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 구축될 것이라 전함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501307.html 

 

 

□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에 6백만 달러 규모의 파이프 공급 

 

ㅇ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부는 이란 RAM Plast社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산업에 사용될 

3천톤의 파이프 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6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힘 

- 이란의 Mashhad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플라스틱·중합체 파이프를 생산하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중합체 가스관을 공급한 것으로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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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98206.html
http://goo.gl/ajFpZt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501307.html
http://tkm.mofa.go.kr/korean/eu/tkm/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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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효과 발표 

 

ㅇ 판크라토프 부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 효과에 대해 발표 

- EEU 가입 후 효과는 미미했지만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개편이 시작되었다고 발표 
 

☞ http://www.eng.24.kg/evraziasoyuz/179325-news24.html 

 

□ 키르기스스탄, 22억숨 중소기업 지원 

ㅇ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개발기금은 키르기스스탄 중소기업에 22억숨(약 36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힘 

- 지원은 농업, 의복, 섬유, 가공업 분야의 발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전함 
 

☞ http://www.eng.24.kg/economics/179575-news24.html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2016년 러시아로부터 석유 제품 83만톤 제공 

 

ㅇ 타지키스탄 에너지수자원부 Usmonali Usmonzoda 장관은 타지키스탄이 러시아로부터 

83만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무관세로 제공받는데 합의했다고 밝힘 

- 타지키스탄은 2016년 260만톤의 원유와, 31만톤의 디젤 연료 및 석유 제품을 수입할 계획임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87162.html  

 

 

▐ 몽골  
 

 

□ 몽골 2월 무역액 감소 

 

ㅇ 지난 2월 몽골의 무역액은 9억 6,500만 달러(약 1조 1,458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수출액은 6억 1,3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3억 5,200만 달러로, 2015년 동월 대비 20.6% 감소한 

수치 
 

☞ http://en.montsame.mn/economics/external-trade-turnover-declines-february 

http://www.eng.24.kg/evraziasoyuz/179325-news24.html
http://www.eng.24.kg/economics/179575-news24.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87162.html
http://en.montsame.mn/economics/external-trade-turnover-declines-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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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우즈베키스탄  
 

 

□ ADB 지원 Amu-Bukhara 관개시스템 재건 공사 입찰 공고 

 

ㅇ 농수자원부는 ADB차관(3025/3026(SF)-UZB) 지원 Amu-Bukhara 관개시스템 재건 프로젝트 

관련 Kuyu Mazar 및 Kizil Tepa 펌핑장 현대화/재건 공사 입찰을 공고 

- 관련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2개의 Lot(Kuyu Mazar 펌핑장, Kizil Tepa 펌핑장 현대화/재건)로 

나누어 입찰이 진행되며 마감일은 4월 13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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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dym 가스처리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외부 인프라에 1억 달러 투자 

 

ㅇ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루코일사의 칸딤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부 전력 및 교통 인프라 구축에 1억 달러 투입 

-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2016년 말까지 5천만 달러를 투입해 48.7km 구간의 철로를 건설하고, 

우즈베키스탄 전력공사는 2017년말까지 5,880만 달러를 투입해 90km 길이의 송전선(220kV)을 

건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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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검침현대화(AEM) 4단계 사업 관련 내각결의 발표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디잔 등 5개주의 자동전력검침시스템 도입을 위한 내각결의 발표 

 

- 2015년 11월 12일, 우즈베키스탄은 ADB와 3억불의 차관협정을 체결(상환기관: 25년)하였고, 본 

프로젝트 시행 기간은 4년(2016-2019)으로 계획, 4단계 사업은 310만개의 전력검침기 보급을 

계획하고 있음 
 

☞ https://www.uzdaily.com/articles -id-35172.htm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tender/index.jsp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energy_water/index.jsp
https://www.uzdaily.com/articles-id-35172.htm


32 

□ 3월말 투라쿠르간 발전소 EPC 입찰 결과 발표 전망 

 

ㅇ 한국 산업자원통상자원부는 한국-우즈베키스탄간 섬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경공업성과 공동으로 2017년까지 타슈켄트 시내에 섬유테크노파크를 조성 

- 현재 15개 외국업체가 주사업자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말 입찰 결과가 발표되어 사업이 

본격화되며, 9월중 에너지블록 설치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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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 유럽부흥은행, 알마티-아스타나 고속도로 개선 위해 1억 300만 달러 융자 

 

ㅇ 유럽부흥은행은 카자흐스탄 수도인 Astana와 최대 도시인 Almaty 간 고속도로 개선을 

위해 1억 30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 

- 카자흐스탄 도로공사인 Kazavtozhol은 해당 금액을 알미티-아스타나 고속도로의 Kurty-Buribaital 

구간을 확장하는 데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http://astanatimes.com/2016/02/60/ 

 

□ 카자흐스탄 대통령, 경제에 대규모 투자 명령 

 

ㅇ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경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을 명령 

- 현지 소식에 따르면, 현재 저물가와 러시아-서방 간 경제제재로 인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짐 
 

☞ http://astanatimes.com/2016/02/kazakh-president-orders-new-massive-investments-in-econo my/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수출 인프라 확대 

 

ㅇ 두르딜리에프 건설에너지 부총리는 1월 29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신규 배전선 및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 

- 본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Mary)-이란(Mashad) 간 배전선 구축에 관한 MOU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란 전력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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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energy_water/index.jsp
http://astanatimes.com/2016/02/60/
http://astanatimes.com/2016/02/kazakh-president-orders-new-massive-investments-in-econo%20my/
http://tkm.mofa.go.kr/korean/eu/tkm/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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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TAPI 가스관 건설작업 재검토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TAPI (Turkmenistan- 

Afgh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의 투르크메니스탄 구간 건설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산하 석유가스연구소가 진행중인 지형측량 및 토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 최적의 가스관 구축 및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스관이 선정될 예정 
 

☞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99318.html 
 

 

□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 

 

ㅇ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연료, 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해당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97164.html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도로 복구와 재해 방지 구조물 건설에 융자금 투입 

 

ㅇ 키르기스스탄 교통부는 일본으로부터 융자한 자금을 도로 복구와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 교통부는 110억엔을 Osh-Batken-Isfana 도로 복구와 Osh-Bishkek 터널 공사, 낙석 

보호 구조물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함 
 

☞ http://www.eng.24.kg/parliament/179411-news24.html 

 

□ 키르기스스탄, Kara-Keche 석탄 분야 투자 대회 개최 

 

ㅇ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Kara-Keche 석탄 분야의 개발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통합 

프로젝트의 실시를 위해 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 

- 키르기스스탄 지질 및 광물자원 부처는 대회 우승자와 양허협정 및 투자협정을 체결할 예정 
 

☞ http://www.eng.24.kg/economics/179501-news24.html 

 

 

  

http://en.trend.az/business/energy/2499318.html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97164.html
http://www.eng.24.kg/parliament/179411-news24.html
http://www.eng.24.kg/economics/179501-news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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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EU로부터 2억 5,000만 유로 지원 받아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타지키스탄에 2020년까지 2억 5,000만 유로(약 3,423억원)의 개발 

기금을 제공할 예정 

- 해당 기금은 농촌개발, 보건, 교육과 같은 성장과 사회 안정의 핵심 분야에 투자될 계획 
 

☞ http://en.trend.az/casia/tajik istan/2495583.html 

 

 

▐ 몽골  
 

 

□ 아시아개발은행, 몽골에 7백만 달러의 무상원조사업 시행계약 체결 

 

ㅇ 아시아개발은행은 1월 26일 몽골 정부와 무상원조 3개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체결된 원조사업은 훕스골 자연환경지역의 자연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서부지역의 학교 및 기숙사 개선 사업, 울란바토르 서민주택 공급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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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UB 제4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시행 

 

ㅇ 일본 미쯔비시전력은 UB 제4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월 15일 몽골 

정부와 4,250만 달러의 차관 계약을 체결 

- 미쯔비시전력은 몽골 MCS와 합작으로 제4발전소의 석탄보일러, 매연 흡입기, 석탄재 제거기 등 

8개 설비에 대해 장비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의 차관(연리 0.3%, 40년 상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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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일본 건식 석탄처리 시범공장 건립 협력 

 

ㅇ 몽골 광업부와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 개발기구(NEDO)는 2월 16일 건식 석탄처리 

시범플랜트 건립에 관한 MOU를 체결 

- 석탄처리 플랜트는 수자원이 부족한 고비지역에 연간 30만톤 규모로 건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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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trend.az/casia/tajikistan/2495583.html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condition/index.jsp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http://mng.mofa.go.kr/korean/as/mng/policy/energy_wat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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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여성의 날 축하 

 

ㅇ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함 

- 카리모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사회를 위한 여성의 기여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함 
 

☞ http://news.uzreport.uz/news_3_e_139753.html 

 

□ 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전력 수입 협상 

 

ㅇ 주 우즈베키스탄 부하리 파키스탄 대사는 연간 최대 1,000MW 규모의 우즈베키스탄산 

전력 수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 

- 양측은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카불-페샤와르(파키스탄)간 고압 송전선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본 

건설 프로젝트는 WB, ADB, IsDB 등의 국제기구 재원으로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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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자유무역지대 비준 

 

ㅇ 우크라이나는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정을 비준 

- 이에 따라 양국은 수출입 관세를 면제하게 되며,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https://www.uzdaily.com/articles -id-35122.htm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주요 인사 중앙아시아 투자포럼 참석 

 

ㅇ 카자흐스탄 술타노프 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오샥바예프 투자개발부 차관, 이사예바 

농업부 차관은 2월 20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투자 포럼에 참석 

- 술타노프 장관은 카자흐스탄 투자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전면적인 국가적 지원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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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uzreport.uz/news_3_e_139753.html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
https://www.uzdaily.com/articles-id-35122.htm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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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항구 협력 활성화 노력 

 

ㅇ 카자흐스탄 사긴타예프 제1총리는 2월 16일 바쿠를 실무 방문하고, 라시자데 

아제르바이잔 총리와 회동을 가짐 

-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현황 및 합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동남아, 중앙아, 

유럽 등 운송기업 유치를 통한 카스피해 국제 운송 루트 개발이 프로젝트 성공 열쇠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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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상원, EEU 회원국-베트남 간 FTA 비준안 통과 

 

ㅇ 작실리코프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차관은 2월 8일 상원에서 개최된 경제 및 혁신개발 

정책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카자흐스탄은 베트남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상원은 2월 11일 EEU 회원국-베트남 간 FTA 체결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FTA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EEU와 베트남 양자 간 교역 관계 증진 및 강화와 호혜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 

 

☞ http://goo.gl/TNnTEU  

 

▐ 투르크메니스탄  
 

 

□ 러시아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ㅇ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월 27일 ~ 28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예방함 

- 기존의 가스 수입 중단 등으로 긴장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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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지속가능 운송 컨퍼런스 개최 예정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6년 말 아쉬하바트에서 UN이 주최하는 “국제 지속가능 운송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 국제 운송에 중요한 시설이 자리잡음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 

운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할 예정인 국제 운송 네트워크는 유럽-코카서스-아시아 

운송로(TRACECA), 중앙아-중동 운송로(우즈벡-투르크메니스탄-이란-오만) 등으로 알려짐 

 

☞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75802.html 

http://kaz.mofa.go.kr/korean/eu/kaz/policy/condition/index.jsp
http://goo.gl/TNnTEU
http://tkm.mofa.go.kr/korean/eu/tkm/policy/situation/index.jsp
http://en.trend.az/casia/turkmenistan/2475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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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키르기스스탄 방문 예정 

 

ㅇ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4월초 개최되는 

국제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할 예정 

- 러시아 국가회의 세르게이 나르스킨 의장은 올해 4월 비쉬케크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제포럼에 

대통령과 총리 함께 참석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힘 
 

☞ http://www.eng.24.kg/politic/179632-news24.html 

 

□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 키르기스스탄 방문 

 

ㅇ 영국 국제개발부 Desmond Swayne 장관은 양국간 협력 전망의 논의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 Desmond Swayne 장관은 정부, 시민단체,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정부관계를 

비롯하여, 경제발전, 안정성 등에 대한 영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함 
 

☞ http://www.eng.24.kg/politic/179361-news24.html 
 

 

▐ 타지키스탄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무역 및 경제협력 논의 

 

ㅇ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소장인 Sharif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인 Ishanguly Amanlyev와 

만나 양국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 양국의 교역액은 2015년 1억 달러로, 2014년 대비 0.6% 하락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양자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함 
 

☞ http://www.akipress.com/news:572099/ 

 

□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EU와 협력 논의 

 

ㅇ 타지키스탄 외무부 부장관인 Nizomiddin Zohid와 EU 대사인 Hidaetom Bishchevichem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짐 

- 타지키스탄 외교부는 회의 중에 양자 협력, 타지키스탄-EU 간 협의체 창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지역 안보와 상호 이익을 위한 세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음 
 

☞ http://www.ca-news.org/news:1176573 

http://www.eng.24.kg/politic/179632-news24.html
http://www.eng.24.kg/politic/179361-news24.html
http://www.akipress.com/news:572099/
http://www.ca-news.org/news:117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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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몽골, 2016년 ASEM 회의를 위한 교통, 숙소 마련 중 

 

ㅇ 몽골 ASEM 준비위원회는 올해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ASEM 회의를 위한 교통편, 

숙소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또한 위원회는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내외신 기자들의 원활한 보도를 도울 계획 
 

☞ http://ubpost.mongolnews.mn/?p=18633 

 

 

 

4. 시사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권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체제 공고화 

ㅇ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수출입 품목 확대 협의를 통해 양국간 상호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ㅇ 우즈베키스탄은 파키스탄과 전력 수출 협상을 진행함과 더불어 추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지대 비준으로 양국 교역의 활성화를 

추진 

 

ㅇ 카자흐스탄은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 운송기업 유치를 통한 카스피해 국제 

운송 루트 개발을 위해 아제르바이젠 등과 협의를 진행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ㅇ 타지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무역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노력 

 

ㅇ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처리 플랜트의 성공을 위해 외부 인프라 구축에 1억 달러 투입 예정 

 

ㅇ 카자흐스탄은 외부요인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카자흐스탄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적 참여를 촉구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난항을 겪어오던 TAPI 가스관 프로젝트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을 계획 

http://ubpost.mongolnews.mn/?p=1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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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개편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타지키스탄은 EU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개발기금을 지원받아 자국 내 성장과 

사회 안정의 핵심 분야에 투자할 계획 

 

ㅇ 몽골은 ADB로부터 무상원조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서민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과도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진행 

 

ㅇ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및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ㅇ 일본은 이미 몽골과 화력발전소 및 건식 석탄처리 건립 협력 등 몽골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 및 기업도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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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우즈베키스탄 최종 에너지 소비의 87.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경제부 산하에 에너지효율 부서를 신설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소비 감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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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천연가스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하면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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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1.1조㎥로 발표하고 있음 

- 가채연수는 30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부문의 매장량은 세계 18위, 

생산량은 세계 1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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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IEA 통계에 의하며, 2013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생산은 54.1백만, 공급은 42.9백만TOE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음 

- 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은 천연가스 87.5%, 석유 6.9%, 석탄 3.3%, 수력 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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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중앙아시아-중국간 신규 가스파이프 개통으로 2012년에 중국과 약 10BCM(billion cubic 

meter) 규모의 가스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가스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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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남에 따라 가스 생산의 감소 및 정체 현상 발생 

- 우즈베키스탄 내 가스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Uzbekneftegaz는 우즈벡 재건기금 

(FRDU)을 통해 7,500만 달러 규모 자금으로 7개 가스전(Samantepe, Girsan 등)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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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총 에너지 공급(1990-2013) > 

 
자료: IEA 

 

< 우즈베키스탄 총 에너지 공급 비중(2013) > 

 
자료: IEA 

 

<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 

(단위: 억㎥)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량 540 566 582 578 556 544 570 569 569 573 

소비량 427 419 459 487 399 408 476 472 468 488 

자료: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공급원은 천연가스가 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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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총 에너지 소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석유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에너지 소비구조는 천연가스 69.2%, 석유제품 9.0%, 전력 12.8%, 열 7.6% 등임 

- 1991년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석유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석유소비 비중은 1990년에는 21.0%에서 2013년에는 9.0%로 감소함 

- 반면, 천연가스 소비 비중은 1990년 56.3%에서 2013년 69.2%로 증가하였음 

 

 

<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1990~2013) > 

 

자료: IEA 
 

< 총 에너지 소비 비중 (1990 vs. 2013)>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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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 공급을 원별로 살펴보면, 가스 74.1%, 수력 2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농업, 가정 등에서 전력수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부문별 소비비중은 산업 38.3%, 농업 32.5%, 가정 18.1%, 상업 7.7%, 수송 3.3%임 

 

< 원별 전력 공급 현황 > < 부문별 전력수요 현황 > 

  

자료: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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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업 

7.7% 

농업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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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기관 

 

□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부문별로 별도의 조직이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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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는 구조임 

- 가스와 전력은 에너지 및 자원을 담당하는 부총리 산하의 국영기업인 Uzbekneftegaz(가스)와 

Uzbekenergo(전력)가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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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너지효율은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담당 조직 > 

 

 

 

ㅇ (국영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1993년 1월 14일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내의 유가스 

산업 전분야를 담당하는 독점 국영기업(정부 지분 100%) 

- Uzbekneftegaz 산하에 190개의 관련 기업이 있으며 8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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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영전력공사, Uzbekenergo) 전력생산에서부터 전력망 관리, 전력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력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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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되어 있음 

 

 

2) 에너지 정책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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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주력 

- 노후화된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다각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가공율을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을 통해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제조국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2년 Uzbekneftegaz는 ①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질탐사 강화, ② 신기술을 통한 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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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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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ㅇ 결국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석유·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에너지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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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별로 정부부처 및 위원회, 특수 목적을 지닌 국영기업(정부부처의 하나)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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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및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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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로 인해 가동률이 55∼60%선에 그치고 있어 정유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 

- 원유 정제능력은 연 11.2백톤이며, 1일 정제량은 약 8.6만 배럴로 국내 휘발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페르가나 정유공장: 연간 정제능력 5.5백만톤, 케로신, 디젤, 윤활유 등 50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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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라 정유공장: 연간 정제능력 2.5백만톤, 디젤, 케로신 등 10종 생산 
 

ㅇ 구소련 시대에 발견되었던 유가스전의 매장량 한계와 새로운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루코일, 가스프롬, CNPC, KNOC 등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의 가스는 Central Asia - Center 루트를 통해 대부분 러시아로 수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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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 

- Central Asia - Center(CAC):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가스를 러시아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어 1965년부터 가동되었으며, 5개의 지선으로 구성됨. 우즈베키스탄의 가스파이프의 현 수송 

용량은 연 50BC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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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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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ntral Asia - China(Trans-Asia Pipe): 중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2009. 12월, 투르크메니스탄~중국간 

가스파이프 1차 라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라인(2010. 9월)을 가동중임. 우즈베키스탄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2012. 4월부터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중국과 연 10BCM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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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Uzbekenergo는 45개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용량은 12.5GW로서, 2012년 

전력 생산량은 54,200GW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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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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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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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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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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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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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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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대표적으로 자동 전력계량 시스템(AEM) 프로젝트는 ADB의 자금을 지원받아 2013~2015년 전력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10만 6,500개의 계량장치를 Uzbekenergo의 송전센터에, 30만 9,000개의 

계량장치를 일반 기업에, 400만개를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1억 5천만 달러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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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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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해 48건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 

- 부문별로는 화력발전에 12건, 31억 2,400만 달러, 수력발전에 10건 4억 4,400만 달러, 전력망 

구축사업에 18억 4,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 석유 및 가스의 수급 안정화, 전력 효율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중 



48 

2)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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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능량이 1.76억toe에 달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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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W의 약 100여개의 태양광 독립 발전시스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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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시행 중 

- 현재 사마르칸트에서 100MW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입찰기준인 실적 미달로 참여 불발 

 
 

<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계획 연료절감 효과 

나망간 주 태양광 집열기 38.4㎡ 설치 가스 267.2㎥, 전기 2,560㎾h, 열 2.21Gcal 

호레즘 주 태양광 집열기 16㎡ 설치 가스 273.6㎥, 전기 2,619㎾h, 열 2.24Gcal 

페르가나 주 태양광 집열기 38.4㎡ 설치 가스 267.2㎥, 전기 2,560㎾h, 열 2.21Gcal 

사마르칸트 주 1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료: Uzbekene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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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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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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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il 가스화학 공장에 공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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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을 생산할 예정(사업비 287만 달러) 

- 에너지 다각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6~2018년 총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1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억 1천만kWh의 전력 생산과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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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UNDP에 따르면 수력 잠재력은 880억kWh에 달하며, 기술적 가능용량도 274억kWh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기술적 가능용량의 약 30%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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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생산을 계획하였으나, 그 실행은 매우 더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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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월 Uzbekenergo는 2011-201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HPS 건설/현대화 관련 11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신재생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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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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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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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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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입법 미비로 인해 보조금 지급은 아직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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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하수처리 시스템, 

토양 오염 등 환경부문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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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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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교육센터 개설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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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등 기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기업연합 및 동 단체 산하 과학기술센터 설립 

- 2012.2월 의회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신재생에너지 법안 마련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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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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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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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 

- 폐기물의 혼합 비료화(composting) 기술 개발 

- 열분해 기술 도입을 통한 폐기물 활용, 바이오 연료/비료 생산 

- 새로운 난방 기술의 도입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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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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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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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개선, ② 제품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로 화석 

연료량 성장 보장, ③ 천연가스 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제품 수출기조 유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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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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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자국의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출을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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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절약위원회 승인안, 에너지회계 및 검사규칙과 같은 법제 개편 

-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에너지의 효율적·환경적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에너지 

소비량의 과학적 측정 및 이에 따른 요금 부과 등을 추진 

 

 

□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 추진 

 

ㅇ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는 “Energy Efficiency Facility for Industrial Enterprises (UZEEF)” 

프로젝트에 월드뱅크 크레딧 라인을 활용하여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 

 

ㅇ 2015년 5월, 대통령령에 따라 경제부 내에 산업 에너지 효율을 담당하는 

부서(산업에너지효율과)를 신설하고, 시멘트 공정을 2018년까지 습식에서 건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 Presidential Decree #PP-2343 (May 2015) on Measur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troduction of Energy-Saving Technologies 

 

 

□ 에너지 효율 표시/등급제 도입 추진 

 

ㅇ 2015년 가을 우즈베키스탄 국회는 A, B, C, D, E, F, G 일곱 단계로 나눈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안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에너지 효율 표시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힘 

-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오븐, 텔레비전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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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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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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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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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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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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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효율(TFC/GDP)은 2010년 기준 1.47로, 카자흐스탄 0.57, 키르키스스탄 0.77, 

타지키스탄 0.65에 비해 절반 수준임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최근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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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대상국 내 관련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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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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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다는 판단 하에 관련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 중 

 

ㅇ 수출용 천연가스 수송관, 내수용 석유 수송관 및 천연가스 정제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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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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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패키지딜(Package Deal) 방식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 

 

□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의 진출 기회 활용 필요 

 

ㅇ 2015년 대통령령으로 경제부 내에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서 신설, 시멘트 

업종의 건식공정으로의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음(쿠바소이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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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력 제조업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보일러, 고기압축기 등 전력 소모가 많은 facility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우즈카벨) 

 

ㅇ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과 비용 측면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면 시장 초기 

진입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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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스리랑카  

 

□ 인도 스리랑카에 4억 301만 달러의 상수도 사업비 차관 계약 체결 

 

ㅇ 인도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India)과 스리랑카 국립상수·배수위원회(National 

Water Supply and Drainage Board, NWSDB)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국제수출보험계좌(National Export Insurance Account, BC-NEIA) 하 4억 301만 달러 규모의 

직접차관계약(Buyer’s Credit Agreements)을 체결 

 

☞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566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스리랑카 캔디(Kandy)에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양허성 차관 140억 8,700만 엔(약 1억 2,500만 달러)을 제공 예정 

 

ㅇ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캔디 시에는 현대식 하수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수로와 강이 오염된 상태이며, 이는 인구와 물 사용량이 상승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 

 

☞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410 

 

□ 송선센터 폭발 화재로 스리랑카 전역 7시간 정전 

 

ㅇ 수도 콜롬보 외곽에 있는 송전센터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전체 전력 공급 스위치가 

자동으로 차단,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전일 스리랑카 전역이 최소 7시간 동안 

정전 사태를 빚자 경비를 강화하도록 지시 

 

☞ http://news1.kr/articles/?2601742 

 

□ 실론전기위원회(CEB) 회장 Anura Wijepala 사임 

 

ㅇ Wijepala 그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3개 섬 전체의 정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 선택 

 

☞ http://www.lankanewspapers.com/news/index.jsp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566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410
http://news1.kr/articles/?2601742
http://www.lankanewspapers.com/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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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카타르는 지속적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 액화가스 수입 제공 

 

ㅇ 잦은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펀자브 섬유 공장들은 최근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사(Sui Northern Gas Pipe Line Lmt)을 통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 추진 

※ 펀자브 공장들은 지난 6년 동안 불규칙한 가스 공급으로 자주 공장 가동을 중단 
 

☞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32 

 

□ 남동발전, 파키스탄 수력사업으로 올해 프로젝트상 수상 

 

ㅇ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푸르(Gulpur) 수력사업’이 

3일 세계 양대 금융전문지 중 하나인 아이제이글로벌(IJ Global)이 주관하는 APEIF(Asia 

Pacific Energy Infrastructure Finance) 포럼에서 올해의 수력분야 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14 

 

□ 중국 발전회사,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공사 착공 

 

ㅇ 중국 5대 발전회사인 산샤그룹이 총 투자비 107억6000만위안(약 2조300억원)이 들어가는 

파키스탄 코할라 수력발전 프로젝트 시작 

 

☞ http://www.ekn.kr/news/artic le.html?no=202073 

 

 

▐ 방글라데시  

 

□ 국내 기업 KT 방글라데시 맞춤형 ICT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ㅇ KT가 ‘MWC 2016’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방글라데시, 국제이주기구 IOM과 

‘기가스토리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3일(현지시각) 교환 

 

☞ http://www.etnews.com/20160224000106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32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1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02073
http://www.etnews.com/20160224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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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인도에서 500MW의 전력 지원 받기로 

 

ㅇ 방글라데시는 인도 기존 전력망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2018년까지 인도에서 더 많은 

전기(500MW)를 지원 받을 예정 

 

☞ http://ep-bd.com/online/deta ils.php?cid=31&id=19686 

 

□ 인도로부터 2,200Mt의 디젤 수입 

 

ㅇ 2016년 3월 19일 방글라데시는 국가의 북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에서 

디젤의 2,200 Mt를 수입. 향후 보다 원활한 연료 공급을 위한 방글라데시-인도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합의 

 

☞ http://ep-bd.com/online/details.php?sec=1&cid=31&id=19821 

 

 

▐ 네팔  

 

□ 네팔 총리 인도 방문…국경폐쇄로 불편했던 양국 관계 재정립 

 

ㅇ 지진 구호금 3천억원 활용방안 합의…전기·도로 지원 약속 

ㅇ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네팔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인도를 

찾아 최근 껄끄러웠던 양국 관계를 다시 다졌다. 올리 총리는 19일 밤 77명의 대표단과 

함께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해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http://vip.mk.co.kr/news/view/21/21/2506130.html 

 

□ 중국 지진피해 네팔에 자기에너지 조리기 1만대 원조 

 

ㅇ 중국 정부가 16일 지진피해를 겪는 네팔에 대한 원조물품으로 자기(磁氣)에너지 조리기 

1만대를 제공. 이번 자기에너지 조리기 지원은 작년 4월 대지진 참사로 황폐해진 네팔이 

석유제품·조리용 가스의 극심한 부족을 겪을 당시 중국 정부 제안 

 

☞ http://vip.mk.co.kr/news/view/21/21/2521167.html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31&id=19686
http://ep-bd.com/online/details.php?sec=1&cid=31&id=19821
http://vip.mk.co.kr/news/view/21/21/2506130.html
http://vip.mk.co.kr/news/view/21/21/2521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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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ㅇ 2016년 2월 19일 네팔은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도의 

에너지 수입을 통해 2년 내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 지난 8년 동안 3번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nepal-declares-energy-emergency-to-import-50-

power-from-india/artic leshow/51058317.cms 

 

□ 인도와의 긴장 관계 속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문 

 

ㅇ 3월 20일 네팔 총리 K.P. Sharma Oli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에너지 수입 계약 확정 위해 

중국에 5일의 여행에 나설 예정 

 

☞ http://www.nepalenergyforum.com/after-india-row-nepal- looks-to-beijing/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nepal-declares-energy-emergency-to-import-50-power-from-india/articleshow/51058317.cm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nepal-declares-energy-emergency-to-import-50-power-from-india/articleshow/51058317.cms
http://www.nepalenergyforum.com/after-india-row-nepal-looks-to-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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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스리랑카  

 

□ 헤이튼국립은행(HNB) 1.3 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착수 

 

ㅇ 태양 에너지를 통해 전체 전력 요구 사항의 15%를 충당하기 위해 HNB는 연간 전력 200 

만 kW를 생산하고 850 톤으로 탄소 감축 가능 

 
 

☞ http://www.dailynews.lk/?q=search/node/power&page=1 

 

□ 유럽연합 스리랑카 중부 및 우바지역에 3800만 유로 원조, 570만 달러의 기술 지원 

협의 

 

ㅇ 3월 17일 유럽연합은 스리랑카 중부 및 우바(Uva) 주 내 취약 지역에 적용되는 ‘통합 농촌 

발전 지원(Support to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계획에 3천만 유로, ‘스리랑카 무역 

지원(Trade Related Assistance in Sri Lanka)’ 계획에 800만 유로를 원조하고 스리랑카 국립 

상수·배수위원회(National Water Supply and Drainage Board, NWSDB)에 57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 

 

☞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599 

 

□ 스마트 계량기 관리 서비스 개시 

 

☞ https://www.facebook.com/powermin.gov.lk 

 

 

▐  파키스탄  

 

□ Karachi-Electric(KE)은 국내 LS네트워크 및 LS 케이블과 송전선 개선 사업 계약 

 

ㅇ KE는 카라치의 전력 개선을 국내 LS네트워크 및 LS 케이블과 220KV 송전선 개선 사업을 

8백만 달러에 체결 

 

☞ http://www.energyupdate.com.pk/ke-signs-$8m-deal-lay-220kv-transmission-line.html 

 

  

http://www.dailynews.lk/?q=search/node/power&page=1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599
https://www.facebook.com/powermin.gov.lk
http://www.energyupdate.com.pk/ke-signs-$8m-deal-lay-220kv-transmission-line.html


58 

□ 카타르- 파키스탄 150억달러 가스공급계약 체결  

 

ㅇ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10일(현지시간) 앞으로 15년간 375만t의 액체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계약에 서명. 카타르 액체 석유회사(주)는 이 150억 달러의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16~2031년 동안 파키스탄 국영석유회사에 가스를 공급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16777 

 

 

▐ 방글라데시  

 

□ 코오롱 글로벌, 방글라데시에 731억 7000만원 규모의 정수장 설계 공사 수주 

 

ㅇ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청(Chittagong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으로부터 

731억 7000만원 규모의 카나풀리 정수장 설계 공사 수주 

 

☞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205526&intype=1  

 

□ 국내 오토바이 업계 2위 KR, 방글라데시 랭스그룹과 반조립제품 공급계약 체결 

 

ㅇ KR은 지난해 2015년 12월 방글라데시 민간 그룹 서열 3위 규모인 랭스그룹과 

반조립제품(CKD) 공급계약을 맺고, 올 1월부터 수출을 시작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351701&intype=1 

 

□ 철도공단, 방글라데시와 360억원 철도감리 계약 체계 

 

ㅇ 2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철도청(BR)은 이날 현지에서 도화엔지니어링, 

일본·인도·방글라데시 엔지니어링사, 철도공단 컨소시엄과 총 360억원 규모의 

악하우~락삼간 철도개량 감리사업 계약식을 가짐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8683 

 

□ PDB-S Alam 그룹과 전력 구매 거래 체결 

 

ㅇ 대기업인 SS 전력 주식회사는 Bashkhali of Chittagong에 660 MW 용량의 수입 석탄 화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 프로젝트가 체결에서 45 개월에 거쳐 완공 될 예정이며, 

2019년 11월 16일 발전을 개시 할 것으로 예상 

 

☞ http://ep-bd.com/online/deta ils.php?cid=31&id=1963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16777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205526&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351701&intype=1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8683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31&id=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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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 네팔 전기부(NEA)는 워스트 세티 수력 프로젝트의 중국의 중국 자본 유치 노력 

 

ㅇ 네팔 CWE 투자공사는 750MW의 웨스트세티 수력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조인트 벤처 (JV) 

계약을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음. 중국 회사의 관계자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NEA와 

회의의 개최 최종 라운드에 네팔을 방문 할 예정 

 

☞ http://www.nepalenergyforum.com/nea-chinas-cwe-moving-closer-on-west-seti-project/  

 

3. 정책동향 

 

▐  스리랑카  

 

□ 아누라다 자야라트네(Anuradha Jayaratne) 스리랑카 마하웰리개발환경부 차관은 

전자제품 폐기 시 판매자가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 

 

ㅇ 이는 소형형광조명(compact fluorescent light, CFL) 전구 1개가 물 6,000리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수은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이러한 폐기물의 부적절한 투기가 

계속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부디카 파티라나(Buddhika Pathirana) 스리랑카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UNP) 의원의 발의에 답변하는 차원에서 제안 

 

☞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319 

 

□ DFCC 은행은 함반토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재정지원 

 

ㅇ 함반토타에서 제안하고 Laugfs 그룹이 추진하는 100MW "태양 공원"에 재정지원 

- DFCC 은행은 현재 70개의 소규모 수력 프로젝트, 3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2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 및 150MW 용량의 바이오 매스 프로젝트를 지원 
 

☞ http://www.dailynews.lk/?q=2016/02/26/business/dfcc-powers-laugfs-solar-project 

  

 

  

http://www.nepalenergyforum.com/nea-chinas-cwe-moving-closer-on-west-seti-project/
http://www.eishub.or.kr/industryinfo/envNews_view.asp?idx=64319
http://www.dailynews.lk/?q=2016/02/26/business/dfcc-powers-laugfs-sola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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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중-파 경제회랑(CPEC) 추진과 더불어 CPEC 인근지역에 

특별경제구역(SEZs) 27개를 조성한다고 발표 

 

ㅇ 발로치스탄주(7개소), 신드주(3개소), KPK주(8개소), 펀잡주(7개소), 길깃-발치스탄 

지역(1개소), 이슬라마바드 수도권(1개소) 

 

☞ http://www.dailytimes.com.pk/letters/03-Feb-2016/sez-under-cpec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산업의 가스 부족분을 2년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 

 

ㅇ 3월 11일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액화 가스 수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의 가스 부족을 문제를 2년 이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 

 

☞ http://ep-bd.com/online/deta ils.php?cid=31&id=19759 

 

□ 방글라데시 정당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ㅇ 2016년 2월 28일 방글라데시 알렉산더 A. 니콜라 러시아어 대사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정당이 Rooppur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지원한다고 발표 

 

☞ http://energybangla.com/bangladesh-political-parties-support-rooppur-plant/ 

 

 

▐  네팔  

 

□ 네팔의 에너지 수요가 향후 15년 내에 약 8000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ㅇ 공동국가계획위원회(NPC)와 네팔투자위원회(IBN)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연 700k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어 8,000MW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됨 

 

☞ http://www.nepalenergyforum.com/energy-demand-to-reach-around-8ooo-mw-in-15-years 

 

 

  

http://www.dailytimes.com.pk/letters/03-Feb-2016/sez-under-cpec
http://ep-bd.com/online/details.php?cid=31&id=19759
http://energybangla.com/bangladesh-political-parties-support-rooppur-plant/
http://www.nepalenergyforum.com/energy-demand-to-reach-around-8ooo-mw-in-15-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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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스리랑카  

 

□ 스리랑카 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 

 

ㅇ 주제 : 재생에너지 관련 솔루션 전시 

ㅇ 개최기간 : 2016/03/23 ~ 2016/03/25  

 

□ 2년마다 하는 업데이트 유엔보고서 제출 준비를 위한 유럽 및 환태평양 

전문컨설턴트 지역 훈련 CGE워크샵 개최 

 

ㅇ 주제 : 유엔제출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준비를 위한 훈련 워크샵 

ㅇ 개최기간 : 2016/04/04 ~ 2016/04/06  

   ※ CGE: UNFCCC 산하 부속서 1 국가 이외의 당사국 출신의 전문컨설턴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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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네팔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전망 

  

 ○ 네팔의 전력 공급은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76%가 전력이 부족하여 장작에 의존하여 요리 

   -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잦은 비상사태 선언으로 산업 가동 중단 사태 심각 
 

 ○ 주로 인도에서 에너지를 요청하여 지원 받고 있으나, 인도와의 국제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 

 

 ○ 네팔은 수력, 태양광, 풍력 등 풍부한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수력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술적으로 43,000MW의 수력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네팔의 에너지 수요의 긴박함을 고려한 에너지 기술 외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기회(특히 수력발전 사업), 일반 가정을 고려한 저에너지 품목(전구, 전기스토브 등) 진출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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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방글라데시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주로 바이오매스(62%)를 활용하고, 천연가스(25%) 사용량이 점차 증가 
 

ㅇ 방글라데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에 비해 공급시설이 부족한 실태 
 

ㅇ 신재생에너지에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에너지 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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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유 12%, 수입석탄 및 전력 1%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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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기준 방글라데시 인구의 59.6%만 전력사용이 가능하였고, 10,213 MW 전기 발전 용량(공공, 

민간, 수입) 중 6,675 MW만 공급되었음 

- 천연가스의 경우 또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6%의 인구만이 사용가능 

 

<방글라데시 에너지 소비현황1 201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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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62 25 12 1 

 

ㅇ 2013년 기준 방글라데시 인구의 59.6%만 전력사용이 가능하였고, 10,213 MW 전기 발전 

용량(공공, 민간, 수입) 중 6,675 MW만 공급되었음 

ㅇ 방글라데시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가정(39%)과 산업(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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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ladesh, P.2.  

☞ 방글라데시는 주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39%)과 

산업(34%)에서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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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절반 정도(49%)를 차지하며, 교통 

및 산업분야가 각각 26%, 24%를 차지(′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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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방글라데시 에너지 생산(2012 년/단위 : exajou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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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성장율(%) 

화석연료(석탄, 갈탄) 0.007 0.017 0.015 0.168 0.1767  

석유 0.07 0.08 0.173 0.212 0.2  

천연가스 0.05 0.15 0.35 0.633 0.894  

원자력 - - - - -  

수력+풍력발전 0.003 0.003 0.003 0.0034 0.0028  

기타 - - - 0.356 0.3637  

총계 0.17 0.33 0.5306 1.3724 1.6373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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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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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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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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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가구의 에너지 구성3(2011 년)> 
 

취사용 에너지 소비 등화용 에너지 소비 농촌지역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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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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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34.8 등유 39.5 농작물 부산물 21.0 

가스/LPG 12.6 태양광 6.9 가축배설물 17.0 

등유 1.0 기타 0.5 낙엽 15.0 

전력 0.4 바이오가스 0.1 등유 2.0 

바이오가스 0.1   전력 1.0 

                                         

2. 출처 : IAEA(2013),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013 Edition, Bangladesh,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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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주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62%)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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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0년부터 전력수요와 공급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설치 용량은 매우 낮음 

 

ㅇ 저녁시간 조명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매우 높아 저녁 시간 전력 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 

 

<방글라데시 전력 발전, 소비, 설치용량 비교4> 
 

 
 

□ 전력 생산 현황 

ㅇ 대부분 전력을 생산하는 다양한 발전소들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고 일부 섬의 디젤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시행 

- 11 kV, 11.5 kV, 15.75 kV의 다양한 전압을 생산 
 

ㅇ 방글라데시 동쪽지역은 지역의 가스와 소규모 수력을 이용하고 서부지역은 석탄과 수입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 

- 서부지역의 전력생산 단가가 동부지역 보다 높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서부지역에 전송 

 

  

                                         

4. 출처 : https://energypedia.info/wiki/File:Bangladesh_electricity_consumption_generation_Capacit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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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주요 발전소 현황 및 전력망5> 
 

 
 

<방글라데시 공공 발전소 전력 생산량6> 
 

구분 발전량(MW) 

BPDB 4,186 

APSCL 777 

EGCB 622 

NWPGCL 300 

RPCL 77 

합계 5,962(58%) 

 

<방글라데시 민간 발전소 전력 생산량7> 
 

구분 발전량(MW) 

IPPs 1,330 

SIPPs(BPDB) 99 

SIPPs(REB) 226 

15 YR. Rental 167 

                                         

5. 출처 : https://energypedia.info/wiki/Bangladesh_Energy_Situation 

6. 출처 : https://energypedia.info/wiki/Bangladesh_Energy_Situation 

7. 출처 : Bangladesh(2011), An Overview of Power Sector of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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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YR. Rental 1,929 

Power Import 500 

합계 4,251(42%) 

 

ㅇ 방글라데시 총 발전용량은 10,213MW이고, 천연가스 발전용량에 의존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에너지별 전력 생산량8> 
 

구분 발전량(MW) 

Natural Gas 6,587 

Furnace Oil 1,963 

Diesel 683 

Coal 250 

Hydro 230 

Import 500 

합계 10,213 

 

 

 

  

                                         

8. 출처 : Bangladesh(2011), An Overview of Power Sector of Bangladesh 

☞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체 전력생산 능력이 낮고, 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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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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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형태로 관리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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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부문과 에너지부문으로 나누어 관리 

 

ㅇ (전력개발위원회)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주로 수도인 다카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서부지역의 발전 및 전력공급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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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MW로 발전용량을 증대하는 목표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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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inance(1977)를 대신하여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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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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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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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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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민간 기업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는 수립하였으나 감축 관련 정책제도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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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 

- 단기 및 중기에는 가스를 활용한 발전계획 준비 
 

ㅇ 지속적인 전력 부족문제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노력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전력의 5%를 공급하고자 함 
 

ㅇ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승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2012년 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개발기관(SREDA)를 설립하고 모든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 

 

□ 국가 에너지 정책(NEP) 

 

ㅇ 방글라데시는 1996년 국가 에너지 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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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정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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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개발, 생산 및 유통, 적절한 에너지 소비임 
 

ㅇ 2004년에는 환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3가지 정책 목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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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정책 정책 목표 세부실행계획 

국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인프라 개발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 

국내생산 에너지 공급확대 국내 에너지자원의 최적화된 개발 

에너지 관련제도와 정책 개혁 에너지 부분의 공공시스템 지속적 관리 

에너지 자원 보존과 효율성 강화 에너지 자원의 적절한 사용 

환경보호와 개선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 

실행전략 구체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 

국가 에너지 

정책 

(추가목표) 

전력생산인프라 개발 2020 년까지 모든 인구에 전력보급 

정책개혁 적절한 에너지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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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ㅇ 방글라데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약 

404MW의 전력을 생산 

- 특히 태양관홈시스템(SHS)는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 사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현황> 
 

구분 용량(MW) 구분 용량(MW) 

태양광홈시스템 설치 150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치 1 

정부 옥상 PV 설치 3 바이오가스 발전소 설치 5 

상업용 건물과 쇼핑목 옥상 

PV 설치 
1 태양광 관개 시설 설치 1 

소비자가 PV 설치 11 하이드로 230 

풍력발전소 설치 2 합계 404 

 

□ 태양광 

 

ㅇ 태양광발전시스템은 290만 이상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 (122.2MW)을 가지고 

있음(2014 기준) 

-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주로 인프라개발회사(IDCOL), 농촌전력화위원회 (REB), 지방정부공학과 (LGED), 

방글라데시 전원 개발 보드 (BPDB), 시민 단체 및 개인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ㅇ 태양광홈시스템(SHS)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음 

 

- 인프라 개발 유한 회사(IDCOL)를 촉진하고 2003년 1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015년 7월에 약 150 

MW의 용량을 위한 35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 
 

ㅇ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태양광 옥상 프로그램 시행 

- 전기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및 준 정부기관 옥상에 3 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 

 

  

http://www.idc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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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 관개시스템을 설치 

- 방글라데시는 농업 국가로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필요. 약 1,420,000개의 디젤 관개 펌프가 

사용되고 연간 약 100만 MT의 디젤(수입)이 필요 

-  태양광관개펌프 프로그램은 18,700개의 디젤 관개펌프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여 시행 

 

□ 풍력발전 
 

ㅇ 방글라데시는 7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벵갈만에 많은 섬이 있어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몬순 바람은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데 이용 될 수 있음 

 

ㅇ 현재, 다양한 풍력자원평가프로그램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발전이 더딤 

-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은 풍력 자원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고 현재 FENI 및 Kutubdia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2 MW가 전부임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풍력발전을 통해 향후 약 2,0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 

 

□ 수력발전 

 

ㅇ 방글라데시는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발전소 건설은 

이루어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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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나, 1960년대 Kaptai 수력발전소 이외에 신규건설은 없음 

- Kaptai 수력발전소는 연간 230MW의 전력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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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발전이 어렵다는데 있음 

 

□ 바이오매스 

 

ㅇ 방글라데시는 쌀 껍질, 작물잔류물, 나무, 황마 스틱, 동물 폐기물, 생활 폐기물,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매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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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부족으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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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ㅇ 2000년대 경제성장과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금제도의 여파로 운송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수요가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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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그리고 동부와 서부 등 지역 간 소비구조가 확연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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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여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 정부는 각 부문에 걸쳐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율을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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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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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되는 석탄의 75%를 2006년부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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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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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요 증가 

 

ㅇ 방글라데시는 현재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업화 하려는 의지가 강력함 

- 태양광홈시스템(SHS)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향후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임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태양광 기술과 풍력기술과 IT를 융합한 지능형 ICT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글라데시 가정 전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 진출  

 

ㅇ 방글라데시 시민들 대부분은 전력 사용이 원활치 못하고 있음 

 

ㅇ 농촌지역은 전력이 부족하여 나무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고 

있고, 일부는 자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 

- 중국 등 해외로부터 조리용 전력스토브 등을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조리용 가스 및 

전력스토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된 전력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사용되며, 특히 저녁시간 조명으로 

인한 전력 피크가 발생 

 

ㅇ 방글라데시 가정의 전력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저전력 주방용품,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정용품, LED 보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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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탄자니아  
 

□ 탄자니아, SE4ALL 목표달성 위해 공공, 민간부문의 에너지 투자 활성화 

 

 ㅇ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 Prof. Sospeter Muhongo 장관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East African Business Week에 참가하여 UN의 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힘 

- SE4ALL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조 
 

☞ http://allafrica.com/stories/201602290646.html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개발 가속화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2차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를 통해 수자원, 위생,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분야를 강조하며, 이 중 에너지 분야가 경제발전의 

기초임을 강조 

- 이를 위해 총 발전량 증대, 농촌지역 전력화, 1인당 전력 소비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http://allafrica.com/stories/201603031075.html  
 

 

□ 에티오피아-지부티 간 LNG 파이프라인 사업 착공 

 

 ㅇ 중국계 POLY-GCL Petroleum Group이 40억 USD를 투자한 에티오피아-지부티 간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지난 3월 8일 공식적으로 착공하여 3년 내 완공 예정 

- 이는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3년 

POLY-GCL에 Ogaden Basin의 원유 및 가스 광구 10곳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을 부여했음 

- 에티오피아 광물부 Tolossa Shagi 장관은 이를 통해 연간 10억 USD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 
 

☞ http://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china -launches-4bn-scheme-pi7pe-ga7s-ethio7pia/  

 

 

http://allafrica.com/stories/201602290646.html
http://allafrica.com/stories/201603031075.html
http://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china-launches-4bn-scheme-pi7pe-ga7s-ethio7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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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모잠비크 LNG, 인도와 LNG 수출 논의 

 

 ㅇ 아프리카 최대 에너지개발그룹인 Mozambique LNG는 인도의 Oil and Natural Gas Corp., 

Bharat Petroleum, ONGC Overseas Ltd.와 LNG 수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모잠비크는 인도 및 아시아 국가에 LNG를 수출하기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도 

북부까지 7일, 일본까지 17일 내로 LNG를 공급할 수 있음 

- 현재 인도 회사들과 5년 ~ 10년 사이의 Sales and Purchase Agreement(SPA)를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량은 정해지지 않음 

- 동 프로젝트는 2020년 첫 번째 LNG 수출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6 -03-15/news/71543126_1_asian-lng-northern-india-

liquefied-natural-gas 

 

▐  이집트 
 

□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라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부담 증가 예상  

 

 ㅇ 이집트 중앙은행은 지난 3월 14일 미화대비 이집트 파운드 가치를 13% 절하시키며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 이집트 정부는 외화부족위기에 따라 외화 반출 장벽을 높이기 위해 미 달러 대비 이집트 파운드 

가치를 절하시킴 

- 2020년까지 현재 에너지보조금의 50%를 삭감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보조금을 전면 폐지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에너지 비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 
 

☞ http://www.thenational.ae/business/energy/lower-pound-will-increase-egypts-energy-costs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6-03-15/news/71543126_1_asian-lng-northern-india-liquefied-natural-gas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6-03-15/news/71543126_1_asian-lng-northern-india-liquefied-natural-gas
http://www.thenational.ae/business/energy/lower-pound-will-increase-egypts-energy-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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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탄자니아  
 

□ Edenville9, 탄자니아 석탄채굴 프로젝트 사업권 획득 

 

ㅇ 탄자니아 에너지광물부는 지난 2월 29일 영국계 에너지개발회사인 Edenville에 Mkomolo 

지역의 석탄 채굴 사업권을 승인 

- Edenville은 향후 10년간 Rukwa 지역의 Mkomolo에서 탐사, 채굴, 가공, 정제, 운송, 판매 등 석탄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게 됨 

- Edenville은 탄자니아 남서부 Rukwa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채굴한 

석탄을 화력발전에 사용할 예정 
 

☞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8N16821B  

☞ https://www.energyvoice.com/oilandgas/africa/103211/edenville-gets-licence-for-tanzanian-coal-to-power-project/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2,000 MW 급 신규 수력발전사업 추진 

 

ㅇ 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 3월 11일 국회 연설을 통해 2,000 MW 급 

신규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2013-2020 African Nation’s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6/03/ethiopian-pm-announces-new-2-000-mw-hydropower-project.html 

 

□ 에너지개발 컨소시엄, 에티오피아 Woldia 대학교에 태양광mini-grid 발전기 설치 

 

ㅇ 에너지개발 컨소시엄인 SANOY-GTDC(에티오피아, 미국)와 AIB Stimaken(프랑스, 케냐)는 

PPP 형식으로 에티오피아 최초로 Woldia 대학교에 100 MW규모의 mini-grid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 Woldia 대학교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연간 4.5 M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잦은 정전으로 인해 

의과대학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았음 

-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함께 설치하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http: //www.afr icanbusinessrev iew.co.za/technology/2234/Ethiopia: -So lar-minigrid-at-Wold ia-University-is-f irst-of- its-kind  

                                         
9 Edenville Energy plc – 영국계 에너지개발회사 

http://af.reuters.com/article/energyOilNews/idAFL8N16821B
https://www.energyvoice.com/oilandgas/africa/103211/edenville-gets-licence-for-tanzanian-coal-to-power-project/
http://www.hydroworld.com/articles/2016/03/ethiopian-pm-announces-new-2-000-mw-hydropower-project.html
http://www.africanbusinessreview.co.za/technology/2234/Ethiopia:-Solar-minigrid-at-Woldia-University-is-first-of-its-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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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착공준비 완료 

 

ㅇ SacOil과 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 (CPP)가 시공하는 모잠비크-남아공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연장 2,600km 길이의 60억 USD 사업으로 모잠비크 북부 Rovuma 

Basin에서 남아공 Gauteng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할 예정 

- SacOil과 CPP의 초기투자로 중국, 모잠비크, 남아공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투자비용으로 진행될 약 18개월간의 사전조사 후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http: //www.energyglobal. com/pipelines/pro ject -news/04032016/Construct ion-set-for-Mozambique-South-Africa-p ipeline/ 

 

 

▐  이집트 
 

□ Graviton Capital10, 이집트 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실시 

 

ㅇ Graviton Capital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000만 ~ 2,000만 USD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집트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부는 2년 내 4,300 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2014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발전소 건설 및 국가 송전망 연동, 특정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http: //www.dailynewsegypt.com/2016/03/12/graviton-capital- looks- investing-new-energy-pro jects-egypt/ 

 

  

                                         
10 유럽계 투자은행 [http://gravitoncapital.com/] 

http://www.energyglobal.com/pipelines/project-news/04032016/Construction-set-for-Mozambique-South-Africa-pipeline/
http://www.dailynewsegypt.com/2016/03/12/graviton-capital-looks-investing-new-energy-projects-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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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탄자니아  
 

□ East Africa Oil & Gas Summit 2016 

 

ㅇ Oliver kinross11가 주최하는 제 5회 East Africa Oil & Gas Summit 2016이 3월 30일 ~ 31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개최 

- 동아프리카 지역의 개발권 입찰정보, 연안 개발, 개발 투명성, 운영 효율 및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동아프리카 정부 대표단(브룬디,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케냐 등) 및 국제기구(World Bank), 

민간분야(Tullow Oil, Total 등) 전문가 다수 참여 예정 

 

☞ http://www.eastafr icaogs.com/  

 

▐  에티오피아  
 

□ Africa Biogas and Clean Cooking Conference 

 

ㅇ Hivos12, SNV13 , MoWIE14가 공동주최하고 네덜란드 외교부가 후원하는 Africa Biogas and 

Clean Cooking Conference가 4월 5일 ~ 7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 Biodigester와 청정조리기법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공유, 시장개발 기회 제공, biodigester 

및 청정조리기법 개발 및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http://cleancookstoves.org/events/218.html  

☞ https: //hivos.org/sites/default/f i les/20151127_f inal_f irst_announcement_of_the_2016_biogas_and_clean_cooking_conference.pdf  

 

  

                                         
11 영국계 컨퍼런스 및 이벤트 전문회사 [http://www.oliver-kinross.com/] 

12 네덜란드 기반 국제기구로 인권, 민주주의, 시민운동, 다문화, 자연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 

13 네덜란드 국제개발원조기구 

14 에티오피아 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nergy 

http://www.eastafricaogs.com/
http://cleancookstoves.org/events/218.html
https://hivos.org/sites/default/files/20151127_final_first_announcement_of_the_2016_biogas_and_clean_cooking_confere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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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Mozambique Mining, Energy, Oil & Gas Conference and Exhibition 2016 
 

ㅇ 모잠비크 광업협회와 ENH, AMETrade가 공동 주최하는 제 5차 MMEC 2016이 4월 27일 ~ 

28일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개최 

- Mining, Oil & Gas, Energy 부문에 대한 시장정보, 법률자문, 네트워크 형성이 주로 이루어지며, 각 

분야 업체들의 전시공간도 마련될 예정 

- 지난 MMEC 에는 600여 민간업체와 222개 기관, 60개 전시업체가 참가했으며, SASOL, Anadarko, 

ENI, GE Oil & Gas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했음 

 

☞ http://www.mozmec.com/  

 

 

▐  이집트  
 

□ Sustainable Developments Exhibition & Conference 

 

 ㅇ VMD 15  주관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 Exhibition & Conference가 4월 4일 ~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 

- 지속가능한개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관리, 산업자동화,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예정되어 있음 

 

-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며 이집트 정부의 National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New Urban Communities Authority 가 공식 후원 

 

☞ http://www.sdec-mea.com/ 

  

                                         
15 호주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및 이벤트 전문업체 

http://www.mozmec.com/
http://www.sdec-m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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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탄자니아, 에너지부문 투자 및 개발 활성화 

 

 ㅇ 탄자니아 정부는 SE4ALL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ㅇ 하지만 자국 내 보유량이 많다는 이유로 재래식 화석연료인 석탄을 활용한 발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에티오피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천연가스 탐사로 경제발전 기반 마련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외화 확보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ㅇ 천연가스 개발사업 및 지부티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사업에 중국자본 및 

기업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에티오피아의 천연가스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모잠비크, 천연가스 판매루트 다양화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수급방안 마련 

 

 ㅇ 남아공과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도와 천연가스 수출입 계약을 

추진하는 등 천연가스를 활용한 안정적인 외화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남아공과 연결되는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과 3자 협력관계를 구축한 만큼 

향후 모잠비크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중 중국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급되는 천연가스 비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이집트, 국가재정 개선을 위한 외환정책과 더불어 비정상적인 에너지 보조금정책 

폐지 수순 

 

 ㅇ 이집트 정부는 비정상적인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과도하게 지급되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점진적 폐지와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 

 

 ㅇ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위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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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집트 에너지 현황 및 정책 

 

ㅇ Non-OPEC 회원국 중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2 위의 

건성천연가스 생산국 

ㅇ 수에즈운하와 Suez-Mediterranean(SUMED)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며 세계 에너지시장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ㅇ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해져 2014 년부터 보조금 축소정책 실시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이집트는 Non-OPEC 회원국 중 아프리카 1위의 원유,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 원유 수출을 위해 석유화력발전을 가스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 

- 증가하는 전력소비와 감소하는 천연가스 생산량으로 블랙아웃이 자주 발생 
 

 ㅇ 이집트는 일평균 70만 배럴의 원유(2014)와 2.0 Tcf의 천연가스(2013)를 생산 

 

-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일 평균 90만 배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전체 1차 에너지공급 중 원유 41%, 천연가스 53% (2013) 

- 전체 전력의 70%를 가스화력발전으로 공급, 30%는 석유화력발전과 수력발전 

- 2015년 기준 전력 보급률은 100% 

 

ㅇ 발전설비용량은 2015년 기준 31.45 GW 

<이집트 에너지원 및 1차 에너지 공급> 

 
출처: IEA, (2012)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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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 에너지 비율>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전력 

☞ 이집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원유 및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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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산업분야, 교통 분야, 가정 및 기타 에너지가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 28%, 

34%를 차지(‘13년 기준) 

- 가정 및 기타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전력 및 석유제품을 

통해 소비되고 있음 

 

< 2010 이집트 Energy Balance Table> 

  
출처 : IEA, (2013) Energy Balances of Egypt16 

 

 

                                         
16 http://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country=Egypt&product=balances 

☞ 이집트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 및 기타(34%), 교통(28%), 산업(2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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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MoEE)17 

 

<이집트 MoEE 조직도> 

 

 

 
 

 ㅇ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는 1964설립된 부처로 발전, 송/배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력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 

 

 ㅇ MoEE는 다음과 같은 이행기구를 관장 

-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EEHC) 

- Rural Electrification Authority (REA) 

- Hydro Power Plants Authority (HPPA) 

                                         

17 http://www.moee.gov.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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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ic Energy Authority (AEA) 

-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 Nuclear Materials Authority (NMA) 

-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NREA) 

 

□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NREA)18 

 

ㅇ NREA는 1986년 MoEE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AfDB, KfW, EIB, 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업 

 

□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EEHC)19 

 

ㅇ EEHC는 정부소유 기업으로 발전, 송/배전 등 전력과 관련된 사업의 조정, 관리, 감독을 

관할하며 산하에 국가 송/배전 기업인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EETC)를 

두고 있음 

 

□ Egyptian Electric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EgyptERA)20 

<EgyptERA 조직도> 

 
 

                                         
18 http://www.nrea.gov.eg/english1.html 

19 http://www.eehc.gov.eg/ 

20 http://egyptera.org/e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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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gyptERA는 1997년 설립된 기구로 발전사, 송/배전사,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분야의 환경보호 및 운영안전성을 관장 

 

□ Ministry of Petroleum (MoP)21 

 

<이집트 MoP 및 산하기구> 

 

 

 
 

 

ㅇ Ministry of Petroleum 은 이집트 내 원유, 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생산, 마케팅 및 

분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가짐 

-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EGPC) 

- Egyptian Natural Gas Holding Company (EGAS) 

- Egyptian Petrochemicals Holding Company (ECHEM) 

- Ganoub El Wadi Petroleum Holding Company (GANOPE) 

- Egyptian General Authority for Mineral Resources 
 

□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EGPC) 

 

ㅇ EGPC는 1956년 설립된 국영 석유회사로 석유산업 전반의 활동을 관할 

ㅇ 산하에 General Petroleum Company를 보유하고 있으며 GPC는 Sinai, Gulf of Suez, 

Western Desert 지역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음 

                                         
21 http://www.petroleum.gov.eg/en/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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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 Natural Gas Holding Company (EGAS) 

 

<이집트 EGAS 조직도> 

 

 

 
 

ㅇ EGAS는 2001년 MoP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천연가스의 개발, 생산, 마케팅 부문을 관할 

 

ㅇ 천연가스 개발 관련 국제 경쟁입찰 및 천연가스 개발권 부여 등의 업무 

 

 

 

□ The National Energy Efficiency Fund of Algeria (FNME) 

 

ㅇ 2000년 법령 no. 2000-116에 의해 설립된 FNME는 APRUE의 에너지효율분야 투자자금과 

PNME 프로젝트 운영기금에 활용 

- 연간 60백만 달러의 예산 투입 

- 천연가스 및 전력요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정부예산이 주요 재원 

- 또한, 에너지 다소비 제품 및 벌금 등으로 추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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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ㅇ 1980년대 초 이집트 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으로는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982년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and renewable energy application을 채택하고 1986년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NREA)를 설립함 

 

 

□ Renewable Energy Strategy (2008) 

 

ㅇ 2008년 제정된 Renewable Energy Strategy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 중 12%(약 7200 MW)는 수력발전을 제외한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할 계획 

- 농촌지역 전력화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시범사업, 100MW 미만 소수력발전, 지열발전 탐사, 1,000 

MW 규모의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바이오매스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상 중 

- 신재생에너지 장비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중 1/3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2/3는 민간부문의 투자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간부문 투자는 아래 3 단계를 통해 이루어짐 

- 1 단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사업 경쟁입찰 

- 2 단계: 중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feed-in tariff 지원 

- 3 단계: 자체소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 Feed-in Tariff 

 

ㅇ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feed-in tariff는 2014년 12월 22일에 공표된 법령 203/2014를 근거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음 

- 300 M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 

- 2000 MW 미만의 중형 태양광 발전 

- 2000 MW 미만의 풍력발전 

 

□ Energy Efficiency Policy 

 

ㅇ 이집트 정부는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NEEAP) (2012-2015)를 통해 

에너지효율 5% 향상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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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료이사회 사무국 내 에너지효율실을 개설하고 NEEAP 개발 및 이행의무를 부여했으나 

현재까지 독립된 에너지효율기구 또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음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의무 표시제도는 가정용(2006), 상업용(2009), 공공기관(2011)에 적용됨 

- 최저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및 라벨링 제도는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에어컨, CFLs, 전기포트를 

대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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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석유 

 

ㅇ Oil & Gas 저널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이집트는 약 44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EGPC는 이보다 약간 적은 4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 이집트 원유 및 가스개발권 현황22> 

 

 
 

ㅇ 2014년 이집트의 원유생산량은 일 평균 70만 배럴을 기록 

- 약 50%의 원유가 Western Desert에서 생산되며 나머지는 Gulf of Suez, Eastern Desert, Sinai, 

Mediterranean Sea, Nile Delta, Upper Egypt 지역에서 생산됨 

 

ㅇ 이집트의 원유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일 평균 90만 배럴에서 꾸준히 하락해 왔으며, 

현재 증가하는 국내 원유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 

                                         
22 http://www.egyptoil-gas.com/maps/egypt-oil-gas-concession-map-februar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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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원유 수요는 연평균 3%씩 증가했으며 2014년 일 평균 77.5만 배럴을 기록하여 

생산량을 초과함 

 

< 이집트 원유 생산 및 소비23> 
 

 

 
 

 

ㅇ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정유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부족한 원유 생산량으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운영현황은 낮은 수준임 

- The Arab Oil and Gas Directory의 추정에 의하면 이집트의 정유 설비용량은 70.4 bbl/day 

- 이집트의 정유시설은 대부분 자국 내 소비를 위해 사용되며 이는 EGPC의 자회사가 운영 

 

<이집트 정유시설 리스트24> 
 

정유시설 운영사 지역 
설비용량  

(barrels/day) 

Cairo Petroleum Refining Co. Mostorod (Cairo) 142,000 

Alexandria Petroleum Co. Alexandria (El-Mex) 115,000 

El-Nasr Petroleum Co. El Suez 100,000 

Middle East Oil Refinery Alexandria (Sidi Kerir) 100,000 

Ameriya Petroleum Refining Co. Alexandria 75,000 

Suez Petroleum Processing Co. El Suez 68,000 

Assiut Petroleum Refining Co. Assiut 50,000 

                                         
23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4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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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o Petroleum Refining Co. Tanta 54,000 

총계  704,000 

 

 

 

□ 천연가스 

 

ㅇ Oil & Gas 저널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이집트에는 77 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0년 확인된 59 Tcf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잠비크에 이어 아프리카 4번째 

천연가스 보유국 

- 지중해 심해 가스전, Nile Delta, Western Desert에서 매년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되고 있음 

 

<이집트 지중해 인근 천연가스 매장지역25> 

 

 

 
 

ㅇ 신규 가스전 확보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13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 감소 

- 2013년 2 Tcf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나 대부분 국내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용하고 0.1 Tcf만 수출 

                                         
25 http://www.egyptoil-gas.com/maps/mediterranean-concess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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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를 국내 발전수요 충족에 맞춰 개발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천연가스 

수출은 연평균 30%의 감소세를 보임 
 

ㅇ 2015년부터 이집트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 

- 노르웨이, 러시아, 알제리 등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 

- 수입된 천연가스는 대부분 발전에 사용 
 

ㅇ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더딘 이유는 이집트 정부가 천연가스 

개발사에 제시하는 구매단가가 낮기 때문 

- 통상적으로 MMBTU 당 2.65 USD를 책정 

- 최근 EGAS는 MMBTU 당 3.95 USD ~ 5.88 USD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개발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함 

 

<이집트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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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연가스 수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이 줄어들게 됨 

- 2015년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 

 

ㅇ 이집트는 2곳의 LPG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연간 610 Bcf 

- 2004년 말 생산을 시작한 The Spanish-Egyptian Company (Segas) 플랜트는 Union Fenosa Gas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EGPC와 EGAS가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로 264 Bcf의 

생산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음 

- Egyptian LNG사가 운영하는 플랜트는 BG, Petronas, GDF Suez, EGPC, EGAS의 합작회사로 173 Bcf의 

생산용량으로 현재 운영 중 

 

Figure 1 이집트 LPG 수출국 분포26 
 

 

 
 

ㅇ 2013년 이집트는 130 Bcf의 LNG를 Idku LNG 플랜트로부터 수출했음 

- 아시아 권역에 79%를 수출하며, 한국이 가장 많은 LNG를 수입 

- 과거 유럽이 가장 큰 수출지역이었으나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26 Source: BP Statistical Review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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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2015년 기준 이집트의 발전용량은 31.45 GW이며 이는 2015년 최대수요인 30 GW보다 

약간 높은 수준 

- 이집트 전력의 70% 가 천연가스를 통해 발전되며 나머지 30%는 석유, 신재생에너지(수력) 등으로 

발전 

-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천연가스 공급부족,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잦은 정전이 발생 
 

ㅇ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0 GW의 발전용량을 증가시킬 계획 

- 신규 발전설비 및 기존 발전설비 개선에 민간 및 국제기구가 투자하고 있음 

- 신규 발전설비는 석탄, 태양광, 풍력 등 이집트 정부의 에너지믹스 다양화 정책을 반영 
 

ㅇ 이집트는 풍부한 태양광 및 풍력 자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발만 이루어진 상태 

- 이에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함 

- 이 중 풍력이 12%, 수력이 6%, 태양광이 2%를 차지 
 

ㅇ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발전량 증대 계획 

- South Sinai’s Oyoun Moussa 지역에 건설 예정인 2,640 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 홍해 인근 Hamrawein Port에 건설 예정인 3,000 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ㅇ 인근 국가와 전력망 연동 계획 

- 사우디아라비아와 3,000 MW 급 전력망을 연동하는 16억 USD 규모의 계약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피크수요에 따라 전력을 거래할 예정 

- 현재 이집트의 전력망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터키, 리비아와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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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태양에너지 

 

<이집트 태양에너지 잠재도> 
 

 

 
 

-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한곳이며 국토의 96%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태양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 연간 태양에너지 잠재량은 1,750 kWh/m2부터 2,680 kWh/m2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현재까지 개발된 태양에너지는 미미한 상태로 2011년부터 운영된 Kuraymat에 위치한 140 

MW규모의 태양열 발전소가 유일 

- 현재 World Bank와 JICA의 자금으로 홍해 연안에 140 MW급 태양열 발전소와 Kom Ombo 지역의 

100 MW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을 3,500 MW까지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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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풍력 

 

<이집트 풍력 잠재도 (m/s)> 

 

 

 
 

- 이집트는 국토의 90%가 풍력발전에 적합할 정도로 풍력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Gulf of Suez와 

Nile Valley에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운영중인 풍력발전소는 Zafarana 풍력발전소(545 MW)와 Hurghada 풍력발전소(5 MW) 

- 이집트 정부는 2020년까지 풍력발전량을 7.2 GW까지 증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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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력 

 

<나일강 유역 수자원 분포도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 

 

 

 
 

- 이집트의 수력 잠재량은 약 3664 MW로 연간 발전량은 15,300 GWh로 예측됨 

- 2013년 기준 수력발전은 전체 발전량 중 9%를 차지하여 137억 kWh의 전력을 생산 

- 주요 수력발전소는 나일강에 위치한 Aswan High 댐과 Aswan Reservoir 댐이 있음 

-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건설한 Grand Renaissance 댐으로 인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수단과 

이집트의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건설 당시 마찰이 있었으나 원활히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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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이집트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 

 

 ㅇ Non-OPEC 회원국 중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ㅇ 하지만, 에너지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개발 

정도는 낮은 상태 

 

□ 수에즈운하와 SUMED 파이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수급 

 

 ㅇ 이집트의 지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 독점과 육지의 

SUMED27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송으로 안정적인 외화를 수급하고 있음 

 

□ 증가하는 국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발전에 

사용 

 

 ㅇ 원유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를 위해 석유화력발전을 가스화력발전으로 교체하고, 

2015년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시작 

 

 ㅇ 자국 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해외 에너지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등 자구책을 펴고 있음 

 

□ 효과적인 경제발전 및 에너지분야 개발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및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2011년 이후 정치적 대립과 불안감이 가중되어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 개발사에 

대한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짐에 따라 투자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ㅇ 지나치게 복잡한 정부조직 및 허가기관들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27 EGPC 50%, Aramco 15%, IPIC 15%, Kuwait 15% 합작회사인 Arab Petroleum Pipeline C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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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동향 

 

1. 주요 동향 

 
 

▐  볼리비아  

 

□ 볼리비아,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설립   

 

ㅇ 3월 7일 러시아 원자력에너지 주정부 담당자(General Director of Russia's state nuclear 

energy)인 Sergei Kirienko가 볼리비아가 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언급 

 

ㅇ 6일 볼리비아와 러시아는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사용 및 원자력 연구 및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간 협력안(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greement)에 합의  

- Kirienko는 지난 2015년 러시아와 볼리비아 간 원자력 연구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볼리비아의 대응기관 부재로 협력이 지연됨에 따라 볼리비아에서 적당한 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기구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  

 

☞ http://sputniknews.com/politics/20160307/1035882729/cooperation -bolivia-russia-nuclear-energy-

agency.html 

 

▐  파라과이   

 

□ 파라과이, UAE와 경제 및 무역 협력 강화 방침   

 

ㅇ Eladio Loizaga, 파라과이 외교통상부 장관은 Sultan bin Saeed Al Mansouri, UAE 경제부 

장관과의 미팅을 통해서 양국간 경제 및 무역 협력 강화를 논의 

 

ㅇ 양국은 투자 강화 및 중복 과세 회피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UAE는 양국간 항공 

운항 노선을 증편할 것으로 요청 

- 파라과이 Eladio Loizaga 장관은 무역과 투자 부문에 있어서 UAE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존재한다고 발표 

 

☞ http://www.khaleejtimes.com/business/economy/uae-paraguay-to-strengthen-economic-and-trade-ties 

  

http://sputniknews.com/politics/20160307/1035882729/cooperation-bolivia-russia-nuclear-energy-agency.html
http://sputniknews.com/politics/20160307/1035882729/cooperation-bolivia-russia-nuclear-energy-agency.html
http://www.khaleejtimes.com/business/economy/uae-paraguay-to-strengthen-economic-and-trade-ties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43151&categoryId=215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8075&categoryId=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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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멕시코, 가솔린 및 디젤연료 수입 자유화  

 

ㅇ 멕시코 에너지부(Sener), 2017년 1월 예정이었던 가솔린 및 디젤연료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9개월 앞당겨 2016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  

 

ㅇ 정부는 3월 초 정유사인 Pemex가 가솔린 및 디젤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했다고 발표 

- 미국계 Gulf Oil 사는 올 6월 멕시코에 주유소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Pemex 와 

경쟁하는 최초의 외국계 기업이 될 것이며 향후 3년 내 2천여 곳의 서비스 제공 시 17% 

시장점유율을 차지  
 

☞ http://www.bnamericas.com/en/news/oilandgas/mexico-publishes-new-rules-for-fuel-imports-sales1 

 

 

▐  칠레  

 

□ 칠레 중앙은행, 3개월 연속 기준금리 3.5% 유지   

 

ㅇ 3월 17일 칠레 중앙은행은 2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상회한 4.7%이며, 

경기상황도 부진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3.5%로 유지한다고 발표 

 

ㅇ 칠레 중앙은행은 작년 12월 물가상승 부담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3.5% 

수준을 유지함   

-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데 최근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로 인해 경기가 서서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 칠레의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였으며 올해 1월에는 0.3% 성장률을 기록   
 

☞ http://www.wsj.com/articles/chile-central-bank-keeps-monetary-policy-rate-at-3-5-1458258115 

  

http://www.bnamericas.com/en/news/oilandgas/mexico-publishes-new-rules-for-fuel-imports-sales1
http://www.wsj.com/articles/chile-central-bank-keeps-monetary-policy-rate-at-3-5-14582581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2864&cid=769&categoryId=184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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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중남미 에너지 국영기업 수익 악화    

 

ㅇ 멕시코 국영 유전개발업체인 Pemex는 유가 하락 및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작년 

한해 순손실이 5,220억 페소 (약 36조 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4년의 2배 수준 

 

ㅇ 콜롬비아 국영 에너지사 에코페트롤은 시가총액이 3년 전 1,300억 달러에서 현재 15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콜롬비아 페소 가치 하락 및 원유수출 부진이 주 요인 

 

ㅇ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도 유가 하락 및 부패 스캘들로 인해 위기상황임  

- 브라질의 경우 100년 만의 최대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가 GDP 10% 기록   

 

☞ http://goo.gl/qmCjFP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20년만에 휘발유 가격 인상하여 리터당 94센트   

 

ㅇ 2월 17일 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원유 수출 의존적인 베네주엘라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침체됨에 따라 자국 화폐가치 절하 및 가솔린 가격 인상을 단행  

 

ㅇ 휘발유 가격은 20년 만에 처음 인상되었으며 인상폭은 기존 가격의 60배. 프리미엄 

휘발유종의 경우 기존 리터당 USD 1.57센트(0.1볼리바르)에서 94.2 센트(6볼리바르)로 

인상됨 

- Maduro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은 정부 사회적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고 발표  
 

☞ http://www.cbc.ca/news/business/venezuela-gasoline-price-1.3453137 

 

 

 

 

  

http://goo.gl/qmCjFP
http://www.cbc.ca/news/business/venezuela-gasoline-price-1.345313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882&categoryId=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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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정보  

 

▐  볼리비아  

 

□ 볼리비아, 국가 에너지 준비금(Energy Reserve) 예산 2.65Bn 증액  

 

ㅇ 볼리비아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Bolivia)은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준비금을 추가한다고 발표  

 

ㅇ 추가로 조성된 자금은 볼리비아 내수 전력 준비금 및 송전망 증설에 활용되며, 특히 

아르헨티나 전력 수출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방침 

-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500kW 송전망 연결사업에 대해 상호 합의 

- 볼리비아 에너지부(Ministry Hydrocarbon and Energy) 장관인 Luis Alberto Sanche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9GW 전력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 http://www.latinpost.com/articles/118680/20160317/bolivia -greenlights-2-65-bil lion-budget-increase-

countrys-energy-reserves.htm 

 

 

▐  페루  

 

□ 이탈리아 Enel Green Power, 페루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발표  

 

ㅇ 이탈리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Enel Green Power가 페루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18년 이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 

 

ㅇ 각 사업 규모는 태양광 180MW, 풍력 126MW, 수력 20MW로 총 326MW에 달하며 Enel 

Green Power가 20년간 생산된 전력에 대해 판매권을 보유 

-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개발비용은 약 USD 400M(약 4,500억 원)으로 태양광 프로젝트는 

Moquegua 남부, 풍력 프로젝트는 Ica 남부, 수력 발전은 Huanuco 중부에 설치 예정    

- 각 프로젝트 연간 발전량은 Nazca 프로젝트(풍력) 600GWh, Rubi 프로젝트(태양광) 440GWh, 

Ayanunga 프로젝트(수력) 140GWh 에 달함  
 

☞ http://cleantechnica.com/2016/02/21/enel-green-power-lands-326-mw-of-renewable-projects-in-peru/  

 

 

 

http://www.latinpost.com/articles/118680/20160317/bolivia-greenlights-2-65-billion-budget-increase-countrys-energy-reserves.htm
http://www.latinpost.com/articles/118680/20160317/bolivia-greenlights-2-65-billion-budget-increase-countrys-energy-reserves.htm
http://cleantechnica.com/2016/02/21/enel-green-power-lands-326-mw-of-renewable-projects-in-peru/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43151&categoryId=215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22926&categoryId=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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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 KEPCO, 에콰도르에 EV 충전 프로젝트 MOU 체결    

 

ㅇ 3월 10일 한전은 에콰도르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EPEC)와 페루 Quito에서 

에너지산업부문 기술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 

 

ㅇ 양 기관은 EV 충전소 공급, EV, 스마트 그리드, ESS, 미터기 등과 관련한 기술 교류 및 

발전부문 기술 및 정보에 대해서 협력할 것에 합의   

- KEPCO는 이 자리에서 2015년 8월 이후 PNE시스템즈, Everon, Begins 등과 함께 실시한 

F/S(Feasibility Study)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EV 충전소 인프라 건설을 위한 F/S 실시 대상 지역은 

키토 내 3개 지역    

 

☞ http://www.businesskorea.co.kr/english/news/politics/14080 -cooperation-energy-tech-kepco-signed-mou-ev-

charge-project-ecuador 

 

 

▐  브라질  

 

□ 브라질 CPFL, 청정에너지 부문에 USD 400M 투자 계획 발표  

 

ㅇ 브라질의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인 CPFL Energias Renovaveis가 올해 브라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5Bn 헤알(400M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CPFL은 브라질 내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설비 1.8GW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총 

투자규모는 482Mn 헤알로 이를 통해 풍력 프로젝트 3개, 소수력 프로젝트 2개를 진행  

- CPFL은 2015년 매출이 20% 증가한 1.5Bn 헤알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은 70% 감소한 48.7Mn 

헤알로 나타남  

- 브라질은 세계 10대 풍력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3%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함. 2014년 기준 브라질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9% 차지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16/brazil-cpfl-renovaveis-to-invest-400-million-in-clean-

energy 

 

 

 

  

http://www.businesskorea.co.kr/english/news/politics/14080-cooperation-energy-tech-kepco-signed-mou-ev-charge-project-ecuador
http://www.businesskorea.co.kr/english/news/politics/14080-cooperation-energy-tech-kepco-signed-mou-ev-charge-project-ecuador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16/brazil-cpfl-renovaveis-to-invest-400-million-in-clean-energy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3-16/brazil-cpfl-renovaveis-to-invest-400-million-in-clean-energy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002929&categoryId=215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98920&categoryId=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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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영국 Rame Energy, 칠레 풍력 15MW 설치 계약  

 

ㅇ 영국 기반으로 칠레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인 Rame Energy가 

칠레에 풍력 2개 프로젝트 총 15MW를 설치한다고 발표 

 

ㅇ Rame Energy는 지난 1월 InterEnergy 홀딩스의 Cayman에게 15MW Raki-Huajache 풍력 

프로젝트를 판매함에 따라 InterEnergy 홀딩스가 20% 지분을 보유 

- Rame Energy는 InterEnegy를 대신하여 2개 풍력단지의 O&M을 담당 
 

☞ http://renewables.seenews.com/news/rame-energy-sells-15-mw-of-chilean-wind-projects-to-cayman-firm-

516717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La Rioja, 태양광 700MW MOU 체결   

 

ㅇ3월 초 아르헨티나 북부 La Rioja 지역 주정부는 독일 투자그룹 Photovoltaic Park와 태양광 

프로젝트 3개, 총 700MW 규모, 투자금액 USD 1.4Bn에 대한 MOU를 체결 

 

ㅇ 2개 프로젝트는 Villa Unión 및 Chamical 에서 수행되며 각각 30MW 규모임. 나머지 

프로젝트는 100MW급으로 La Rioja시에 설치될 예정임. 3개 프로젝트는 향후 2년간 

수행되면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예상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 목표 설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임  
 

☞ http://www.pv-magazine.com/news/details/beitrag/argentina --mou-signed-for-700-mw-of-solar-

pv_100023728/#axzz43EyLQAYT 

 

▐  브라질  

 

□ 핀란드 제조업체 Trafotek, 브라질 내 풍력 및 태양광 부품공장 건설   
 

ㅇ 핀란드 Trafotk 은 브라질에 20Mn 헤알을 투자하여 풍력 및 태양광 부품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Trafotek 은 에스토니아,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에 지사를 보유함  

☞ https://goo.gl/LwPnFO  

http://renewables.seenews.com/news/rame-energy-sells-15-mw-of-chilean-wind-projects-to-cayman-firm-516717
http://renewables.seenews.com/news/rame-energy-sells-15-mw-of-chilean-wind-projects-to-cayman-firm-516717
http://www.pv-magazine.com/news/details/beitrag/argentina--mou-signed-for-700-mw-of-solar-pv_100023728/#axzz43EyLQAYT
http://www.pv-magazine.com/news/details/beitrag/argentina--mou-signed-for-700-mw-of-solar-pv_100023728/#axzz43EyLQAYT
https://goo.gl/LwPnFO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697&categoryId=216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85778&categoryId=204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1698920&categoryId=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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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행사 등 참고사항 

 

□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및 이탈리아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 

 

ㅇ 지난 2월 16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와 

회동하여,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등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이탈리아 총리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사르미엔토 철도 개선 사업 재개, 이탈리아 채권단과 채무 상환 합의 등의 내용을 다룸 

- 이탈리아 이민자 2세 출신인 마크리 대통령은 전 정권들이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등한시했던 

것과는 반대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ㅇ 마크리 대통령은 일주일 후인 2월 24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30여명의 경제인을 이끌고 페루,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3개국을 순방함 

- 이날 양국은 약 20개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 원자력 기업 Areva는 아르헨티나 INVAP 

연구소와 공동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전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고 밝힘  
 

☞ http://www.lanacion.com.ar/1871701-macri-y-renzi-acordaron-relanzar-el-vinculo-bilateral  

 

□ 포스코 권오준 회장,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과 면담 

 

ㅇ 지난 2월 15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을 방문하여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 살타 주 리튬 공장 프로젝트 등 협력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 이 자리에서 마크리 대통령은 리튬 자원 개발의 중요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언급하며 발전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살타 주 소재 포수엘로스 염호에 연산 2,500톤 규모의 리튬 생산 설비를 

착공하고, 2018년 이후 연간 생산량 4만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256  

  

http://www.lanacion.com.ar/1871701-macri-y-renzi-acordaron-relanzar-el-vinculo-bilatera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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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중남미, 정국 변화의 시기 

 

ㅇ 아르헨티나는 작년 12월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취임 후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디폴트 

해결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채무 협상을 타결하고, 15년 만에 자본 시장 복귀가 

임박함 

 

ㅇ 마크리 대통령은 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의 보호무역, 반미 정책 등을 버리고 

경제를 다시 개방하여, 친 시장 정책을 펼침 

 

ㅇ 지난 2월 이탈리아 렌치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방문하여 마크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또한, 3월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방문하여 에너지 특히 풍력 분야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ㅇ 반면,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로 시작된 정국 혼란은 호셰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혐의 대한 수사 명령으로 가중되고 있음  

 

ㅇ 호셰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명하였으나,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 

 

ㅇ 브라질은 2015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페트로브라스 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아르헨티나의 경우 친시장 성향의 마크리 정부가 수년간 지속된 보호무역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 행보를 보이므로 국내 기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브라질의 

경우 정국 혼란, 경제 위기,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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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베네수엘라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ㅇ 베네수엘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 

ㅇ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저유가로 인한 경제난 심화 

ㅇ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관련 제도는 초기 단계 수준 

 

□ 에너지 공급  

 

ㅇ 2013년 베네수엘라의 1차에너지 생산량은 192.1 Mtoe이였으며, 이 중 124.6 Mtoe를 

수출함 

 

<2013 베네수엘라 1 차 에너지 수급> 
 

 석탄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 
전기 합계 

생산 691 163,943 0 19,578 7,185 746 0 192,144 

수입 0 0 2,165 1,614 0 0 61 3,840 

수출 -481 -104,780 -19,403 0 0 0 0 -124,664 

국제 

벙커링(해상) 
0 0 -937 0 0 0 0 -937 

국제 

벙커링(항공) 
0 0 -643 0 0 0 0 -643 

시장거래 0 0 -977 0 0 0 0 -977 

합계 210 59,163 -19,795 21,192 7,185 746 61 68,763 

출처: IEA 

ㅇ 1971년 144.8백만 TOE에서 2013년 192.1백만 TOE로 32.6% 증가함 

 

  

http://terms.naver.com/entry.nhn?cid=769&docId=967882&categoryId=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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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1 차 에너지 수급 추이> 
 

 

 

ㅇ 베네수엘라는 2015년 BP 통계 기준 세계 1위 석유 매장 국가로 전체 1차에너지 생산 

비중 중 원유가 85.3%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음 

 

ㅇ 한편, 수력의 1차에너지 생산 비중은 3.7%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전력 공급 구조가 수력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됨 

 

<에너지원별 1 차 에너지 수급 비중> 

 

  

0.4% 

85.3% 

10.2% 

3.7% 0.4%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연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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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2013년 베네수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45.4 Mtoe이였으며, 부문별로 산업 22.2 Mtoe, 

수송 15 Mtoe 그리고 기타 분야 7백만 TOE를 차지함 

- 이는 1990년 25.8백만 TOE 대비 75% 증가한 수치임 
 

ㅇ 원별로는 석유제품이 26.2Mtoe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 9.9백만 TOE 

그리고 전기가 8.4 Mtoe로 뒤를 이음 

 

<2013 년 베네수엘라 최종에너지 소비>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폐기물 
전기 합계 

산업 210 8,536 8,758 455 4,252 22,212 

수송 0 15,015 7 0 26 15,048 

가정 0 1,232 783 231 2,082 4,328 

농업/산림 0 0 0 0 42 42 

상업/공공 0 448 235 56 1,958 2,696 

비에너지 0 1,028 0 0 0 1,028 

합계 210 26,259 9,782 742 8,360 45,354 

출처: IEA 

 

 

 

 

 

 

 

 

 

  
☞ 베네수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49%), 수송(33%), 가정(9%)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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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에너지기관 및 정책 

 

1) 에너지 기관 

 

ㅇ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 분야는 전력부(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Energia 

Electrica, MPPEE)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전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etroleos de Venezuela S.A., PDVSA)에서 추진함 

 

ㅇ PDVSA는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과 생산, 정제 및 공급 그리고 수출을 총괄하는 국영 

기업으로, 국가 경제의 큰 영향력을 끼치며, 고용 인원 또한 최대 수준임.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PDVSA와 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지만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후 국유화를 단행함 

- PDVSA는 에너지산업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수직통합구조 형태로 원유, 가스, 원유 

탐사, 정유 등 다양한 자회사 및 부속기관을 거느림  
 

ㅇ 베네수엘라 전력공사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CORPOELEC): 전력부 산하 

공기업으로, 베네수엘라 전력산업 전반을 담당함. 2007년 전력 시장 개편 전까지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하기 전력 사업자들을 자회사로 둬 통합하여 독점 체제를 구축함 

- Electrificación del Caroní, C.A. (EDELCA) 

- Energía Eléctrica de Venezuela, C.A. (ENELVEN) 

- Empresa Nacional de Generación C.A: (ENAGER) 

- Compañía de Administración y Fomento Eléctrico S.A. (CADAFE) 

- Energía Eléctrica de la Costa Oriental del Lago C.A.: (ENELCO) 

- Energía Eléctrica de Barquisimeto S.A. (ENELBAR) 

- Sistema Eléctrico del Estado Nueva Esparta (SENECA) 

- La Electricidad de Caracas (La 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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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정책 

 

□ 전력 정책 및 제도 

 

ㅇ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저하로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 증가함 

- 베네수엘라는 전체 전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저하로 전력 공급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전사태가 빈번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에너지원 다각화를 추진함 
 

ㅇ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정부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전력 민간 기업 국유화하고, 같은 

해 4월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은 전력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 5,330을 발표하여 

국영 전력회사인 베네수엘라 전력공사(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CORPOELEC)을 

신설하고, 전력산업을 개편함 

- CORPOELEC은 기존 14개의 민간 전력회사를 통합하고, 전력 시장 독점체제를 구축함 

  

□ 석유 정책 및 제도 

 

ㅇ GDP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가 수출의 90% 이상, 정부 수입원의 5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1999년 차베스 정부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여 석유 수입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석유 인프라 사업 개발을 추진함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5-2030 국가석유개발계획 (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을 

발표하여 원유 매장량 추가 발굴, 오리노코 석유 벨트 지역 개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에너지 인프라 확장 및 주변국과의 통합 인프라망 구축을 계획함  

 

ㅇ 과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고유가를 바탕으로 무상복지 정책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 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 기준 평균 물가상승률은 197%,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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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정책 및 제도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이용법, 공공 및 민간분야 에너지효율 

결의사항, 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기준 규칙, 백열전구 단계적 수입 금지,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전력 누진세 및 저효율 에너지 품목 수입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2007년 베네수엘라 전력공사(CORPOELEC) 설립과 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인 UREE 발표하여 전력분야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 에너지 

사용 문화를 촉진하고 있음 

 

ㅇ UREE의 주요 목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문화 정착에 필요한 규제, 홍보, 

교육, 기술 개발 및 정책을 실행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임 

 

ㅇ 베네수엘라 주요 전력 공급원은 수력으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엘니뇨 현상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며, 고유가 시절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함 

- 2009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통령령 및 시행령을 통해 수입산 고효율 전구, LED 제품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저효율 및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함 

- 또한,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 사용에 대한 의무적인 가이드라인 및 

행동지침을 발표함 
 

ㅇ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한 그린벨트 계획(PLAN BANDA 

VERDE)을 통해 연간 수요증가율을 2012-2013년 7.1%에서 2013-2014년 1.7%로 줄이는 데 

성공함 

- 기후조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베네수엘라 국토를 5개의 밴드로 구분하고, 평균 전력 절감량을 

책정함  
 

ㅇ 그 외, 2006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백열 전구 교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약 2억개의 

CFL 전구를 보급하고, 에어컨, 냉장고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어컨 42,504대, 2012년 한해 동안 냉장고 3,077대를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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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ㅇ 베네수엘라는 파리 COP21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을2030년까지 BAU 대비 20% 

감축안을 제출함 

 

ㅇ 베네수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0.18 GtCO2로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8%에 불과하지만,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 수립한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책과 

적응책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함  

 

<2030 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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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원별 현황 및 정책  

 

□ 에너지원별 계획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3-2019 국가전력망발전계획(Plan de Desarrollo del Sistema Electrico 

Nacional)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에너지산업의 주요 도전을 설정함 

- 복합화력발전 사용 증대 (천연가스/가스오일) 

- 증기터빈 화력발전소 및 대규모 수력 발전소 확장을 통해 전력 시스템 안정성 도모 

- 소형 디젤 모터 발전기 확대 제한 
 

ㅇ 베네수엘라는 수력 발전 비중이 68%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성, 환경성 및 경제성이 뛰어난 천연가스 및 풍력 보급을 확대하여 

수력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임 

 

ㅇ 또한, 기 건설 중인 Manuel Piar 수력발전소, Uribante 수력발전소 1단계와 3단계를 

증설하여 추가 공급할 계획임 

 

ㅇ 베네수엘라 전력공사(CORPOLEC)와 석유공사(PDVSA)는 총 10,224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중 8,395MW는 CORPOLEC 나머지 1,829MW는 PDVSA에서 

계획 중 

 

- 상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베네수엘라의 총 설비 용량은 35,892MW에 달할 것이며, 연간 

안정적으로 60,000GWh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19년 예상 일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가뭄이 발생할 시 전력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19 년 발전 설비용량 및 전력예비율> 

 
출처: PDSEN 2013-2019, 전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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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2019년 추가되는 발전소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으며, 총 설비 용량은 9,497.6MW임 

 

<2014-2019 년 추가 발전소 리스트> 
 

 
출처: PDSEN 2013-2019, 전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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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ㅇ 베네수엘라 전력부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24,000 MW에 달하며, 

국가 전력 수요량의 62%를 공급하는 베네수엘라 최대 수력발전소 Simon Bolivar 

발전소(前 Guri 발전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이 구아야나(Guayana) 지역에 위치함 

- 나머지 35%의 전력원은 화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발전원의 비중은 3%대임 

 

<2012 년 기준 베네수엘라 발전원 별 공급 비중> 
 

 
파란색: 수력, 붉은색: 화력, 녹색: 기타 

 

ㅇ 화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3,022 MW로, 기술별로 살펴보면 가스 터빈 

6,255MW(48.03%), 증기 터빈 4,246MW(32.61%), 복합화력 1,300MW(9.98%) 및 분산발전 

1,221.19MW(9.38%)로 구성됨 

 

<2012 년 기준 베네수엘라 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출처: 전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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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기타 발전원은 분산발전(화력) 45.5MW, 풍력 29.82MW, 신재생에너지 2.68% 및 

소수력 0.81MW로 구성됨 

 

<2012 년 기준 베네수엘라 기타 발전원 설비용량> 
 

 

출처: 전력부 

 

ㅇ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935 MW 용량의 신규 발전소가 추가됨 

- India Urquía 발전소 360MW, 

- Don Luis Zambrano 발전소 1호기 180MW 

- Fabricio Ojeda 발전소 1호기 257MW.  

- Antonio José de Sucre 발전소 1호기 170MW. 

- Don Luis Zambrano 발전소 2호기 180MW 

- Fabricio Ojeda 발전소 3호기 257MW 

- Antonio José de Sucre 발전소 2호기 170MW. 
 

ㅇ 또한, 1,390 MW 규모의 가스 연료 교체 사업이 진행됨 

 

ㅇ 베네수엘라의 발전 설비 용량은 전력 수요량 보다 높은 편이지만,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모든 최종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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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총 발전 설비용량(MW)> 

 

 

 

□ 석유 

 

ㅇ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에 따르면 2014년 베네수엘라의 확인 석유 

매장량은 298.4억 배럴로 세계 1위 석유 매장국임 

- 이는 세계 전체 확인 석유 매장량 총액의 17.5%에 이르는 양임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출처: BP 2015 
 

 

ㅇ 베네수엘라는 OPEC 창립회원국으로써 국제유가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 

-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GDP의 12%, 수출의 95%, 정부재정의 4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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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1976년 석유국유화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같은 해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설립과 함께 국유화되고, PDVSA가 

총괄 관리하게 됨 

 

ㅇ BP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2014년 석유 생산량은 일당 약 271.9만 배럴로 전년도 

268.7만 배럴 대비 1.1% 증가한 수치이며, 세계 생산량의 3.3%를 차지함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출처: BP 2015 

 

 

□ 석탄 

 

ㅇ 베네수엘라의 석탄 매장량은 2014년 기준 4.79억 톤으로 대부분 파소 디아블로 광산과 

노테 광산에 매장됨 

 

ㅇ BP 2015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베네수엘라의 석탄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소량은 국내 

산업에서 사용되고, 대부분 수출하고 있음 

 

<베네수엘라 석탄 생산량> 

 

 
출처: B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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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별 현황 및 유망도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광, 지열 기술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나 프로젝트 개발은 초기 단계 수준임 

 

ㅇ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07년 발표된 국가에너지 혁명 

국가계획에서 풍력 개발에 대한 국가 목표를 언급함 

 

ㅇ PDVSA 주도 아래 4개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스페인 GAMESA 社와 

포르투갈 Galp Energy 社와 프로젝트 개발 계약을 체결함 

 

ㅇ 2019년까지 총 613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00MW는 풍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임 

 

 

  

☞ 베네수엘라, 수력 의존도 감축을 위한 풍력, 지열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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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전망 

 

□ 베네수엘라, 석유 의존적 정책 제고 

 

ㅇ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인 2001년 석유법을 개정하여 기존 석유법, 가스법, 

석유자원 국유화법을 통합하여 정부의 산업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존도 또한 

높아짐  

 

ㅇ 고유가 시절 베네수엘라 경제는 자국 통화 평가절하 및 석유 수출로 인해 호황을 

누리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10%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변동이 심한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불안정 

요소로 대두됨 

 

ㅇ 2014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국제유가의 하락 속도는 베네수엘라 경제난을 초래했고, 

2016년 현재 국가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현 마두로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 

외환관리제도 개편, 휘발유 가격 100% 이상 인상 등을 발표함 

 

ㅇ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풍력, 지열 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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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K(kilo) M(mega) G(giga) T(tera) P(peta) E(exa) 

킬로 

103 

메가 

106 

기가 

109 

테라 

1012 

페타 

1015 

엑사 

1018 

W, Wh Watt 와트, Watt-hour 와트시 

toe 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kgoe Kg of Oil Equivalent, toe/1000 

N 뉴튼 

V 볼트 

J( joule) 줄 

T(B)cf, T(B)cm Trillion(Billion) cubic feet/meter 

(MM)bfoe (백만)Barrels of fuel oil equivalent 

(M, MM)bbl (천, 백만) 배럴 

MMCFD Million Cubic Feet Per Day 

MMBTU Million British Therma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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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동남아시아 

▐  캄보디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Cambodia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lectricity Du Cambodg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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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Development Cambodia  

국내 정보처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한국무역협회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기타 정보처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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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Global Sustainable Energy Partnership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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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보처 NIKKEI Asian Review 

 

▐  태국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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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fficiency 

현지 정보처 Bangkok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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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정보처 The Star 

국내 정보처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  베트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RESL Vietnam 

 EVN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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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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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보처 Greenpe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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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Investments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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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  필리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CleanEnergy Solutions International 

현지 정보처 The Philippine Star 

The Inquirer 

국내 정보처 KOTRA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기타 정보처 Bloomberg Business 

 

▐  브루나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 of Energy and Industry 

기타 정보처 The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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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시아 

▐  스리랑카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Power and Energy 

 Ceylon Electricity Board 

 Lanka Electricity Company 

 LTL Holdings 

 Lanka Coal Compan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Ministry of Petroleum Industries 

 Ceylon Petroleum Corporation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 

현지 정보처 Data and Information Unit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국내 정보처 KOTRA 스리랑카 콜롬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  방글라데시 

구분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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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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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Department of Environment 

현지 정보처 Energy Bangla 

국내 정보처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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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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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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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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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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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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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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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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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석유가스자원관리청(State Agency for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 at the President of Turkme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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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부 

국내 정보처 주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키르기스스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키르기스스탄 정부 (http://www.gov.kg)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http://www.mert.kg)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http://www.mvd.kg)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http://www.mfa.kg) 

국내 정보처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KEXIM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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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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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자니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 광물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에너지수력 규제청 (EWURA) 

탄자니아 전경련 (CTI: Confederation of Tanzania Industrie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탄자미아 사무소 

다레살람기술연구소 (DIT: Dar es Salaam Institute of Technology) 

해외 정보처 

SD Africa(현지 지원기관)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KOTRA 탄자니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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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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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http://www.moee.gov.eg>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http://www.nrea.gov.eg>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http://www.eehc.gov.eg> 

Egyptian Electric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http://egyptera.org> 

Ministry of Petroleum <http://www.petroleum.gov.eg> 

Egypt Oil & Gas <http://www.egyptoil-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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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베네수엘라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전력부 (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Energía Eléctrica: MPPEE) 

 전력공사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 Corpolec) 

 석유공사 (Petróleos de Venezuela, PDVSA) 

 사회환경, 수자원부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Ecosocialismo y Aguas) 

현지 정보처 El Universal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베네수엘라 국가 profile 

 

▐  페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에너지투자감독청 (OSIGNERMIN) 

 환경부 (Ministerio de Ambiente) 

 CENERGIA 

 Libelula 

현지 정보처 Gestion 일간지 

국내 정보처 KOTRA 리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주 페루 한국 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콜롬비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광산에너지부 (Ministerio de Minas y Energia) 

 UPME 

 CREG 

 XM (전력거래소) 

 IPSE 

현지 정보처 El Tiempo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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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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