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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 시기가 지속되면서 중동지역 전력산업의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산업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화학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이 육
성되고 있는데, 제조 플랜트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양질의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소득증대, 담수화 설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중동지역의 전력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
다. 태양광 플랜트의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지면서 석유 고갈 및 기후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신규 태양광 플랜트 건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 손
실률을 낮추고 전력 수급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
리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 소비효율이 높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에너지효율등급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동향과 전력부문의 정책수요는 한ㆍ중동 경제
협력이 위축되기 쉬운 저유가 시기에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할 수 있
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랜트 건설 및 에너지 부문의 대
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R&D 기업, 전력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업체나 에너
지효율 관련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
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진출경험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중동지역으로의 독자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
ㆍ중소기업 협업기반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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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동지역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주요 산업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
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전력산업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가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의 획득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 구조 및 동향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기업의 진출전략이나 정부의 지원방안이 수립되
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최근 저유가 시기 이후 중동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중동지역에서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원장 현 정 택

4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
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
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
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
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
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
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
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
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
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
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
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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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
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
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
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
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
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
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
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
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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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
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
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
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
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
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
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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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
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
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
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
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
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
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
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
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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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
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
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
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
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
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
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
(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
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
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
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
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
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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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
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
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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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약어

영문

국문

AADC

Al Ain Distribution Company

알 아인 배전회사(UAE)

ADDC

Abu Dhabi Distribution Company

아부다비 배전회사(UAE)

ADWEA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아부다비 수전력청(UAE)

ADWEC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아부다비 수전력공사(UAE)

ADWED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Department

아부다비 수전력부(UAE)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설비

AMR

Automatic Meter Reading

자동원격검침설비

APICORP

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oration

아랍석유투자회사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시스템

BOO

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건설-소유-운영-양도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 태양열발전

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배전자동화시스템

DCU

Data Concentrator Unit

데이터집중장치

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두바이 수전력청(UAE)

ECRA

Electricity &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

전력규제청(사우디아라비아)

EEA

Egyptian Electricity Authority

이집트 전력청(1976~00년)

EEDC

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이집트경제개발회의

EEHC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이집트 전력지주회사(2000년 이후)

EESL

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
Labeling Program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에 관한
프로그램

EETC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이집트 송전회사

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원자력공사(UAE)

EOS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s

이집트 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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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영문

국문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 조달, 시공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

FANR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연방원자력규제청(UAE)
공장에너지 관리서비스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ervices

FEWA

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연방 수전력청(UAE)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

GCCIA

Gulf Cooperation Council for
Interconnection Authority

걸프협력기구 전력망 연결기구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세계환경기금

GIS

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절연개폐장치

HEM

Home Energy Management

가정용 에너지 관리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고압직류송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자 발전사업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

민자 담수발전사업

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킹압둘라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원
(사우디아라비아)

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부(이집트)

MDMS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계량데이터 관리시스템

MEIM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에너지산업광물부(사우디아라비아)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

MER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전력신재생에너지부(이집트)

NEEAP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국가에너지효율성 실행계획

NPPA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원자력발전청(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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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영문

국문

NREA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rity

신재생에너지청(이집트)

NREP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국가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사우디아라비아)

NTP 202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국가변혁프로그램 2020
(사우디아라비아)

ONEE

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e et de
L'Eau Potable

수전력청(모로코)

PCS

Power Conversion System

전력변환시스템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

PPE

Pre-Project Engineering

건설 전 설계

REPDO

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청
(사우디아라비아)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설비

SEC

Saudi Electricity Company

사우디 국영전력공사
사우디 에너지효율센터

SEEC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

SEWA

Sharjah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샤르자 수전력청(UAE)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해수담수청(사우디아라비아)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개발계획

WAM

Wide Area Measurement

광역전력계통측정

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세계원전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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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중동지역 산유국의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그림 1-1 참고). 국제원유시장의 수급구조 측면
에서 감산에 따른 상승 폭이 북미지역의 셰일오일(shale oil) 생산증가로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상대적 저유가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사우디아라
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 생산 및 수출 부
문에서는 비석유(non-oil)부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및 민간부문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2) 제조업, IT, 물류, 금융, 보건의료 등 석유부문 이
외의 다양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
기업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 월별 원유가격 변동 추이(2007~17년)
(단위: 달러/배럴)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검색일:
2017. 6. 8).

1) 최근 수급구조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권형 외(2016), pp. 34~46 참고.
2)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대응방안은 이권형 외(2016), pp. 75~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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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유가 환경 및 경제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문 중 하나가 전력산업이다. 먼저 전력산업은 앞서 언급
한 비석유부문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산업이다. 고품질 전
력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경제다각화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전력
은 산업 생산증대, 인구증가, 전기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의 요인으로 소비 규
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
어야 한다. 즉 전력산업은 저유가시기에도 신규 건설, 보수 등의 프로젝트 발
주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특히 2장에서 후술하겠지만, 태양
광 플랜트의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지면서 석유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태양광 플랜트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산업은 재정안정화 측면
에서도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전기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력
보조금이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있어 전기료 인상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동 각국 정부는 전력 수급효율을 개선하기 위
해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전력 소비효율이 높은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에너지효율등급제도도 도입
하고 있다.
중동지역 전력산업의 정책 수요는 한ㆍ중동 경협이 위축되기 쉬운 저유가시
기에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전
력공사(KEPCO)를 비롯한 에너지 대기업, 발전 플랜트 및 송배전망 시공을 담
당하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및 R&D 기업, 전력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의 진
출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업체
나 에너지효율 관련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
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3) 특히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진출경
3)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11월 카타르 ASTAD사와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2016. 11. 16)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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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책
일시

정책

주요 내용

2014. 7. 17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신사
업 모델 발굴

2014. 9. 4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에너지 절약, 신사업 기회 및 효과적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
향 논의

2014. 10. 1

제1차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개최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 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시장 점검 및 규제 방식 논의

2015. 4. 22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에너지 신산업 3개년 추진계획 및 8대 유망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2015~17년)
사업 선정
발표

2015. 11. 23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2015. 12. 17

제1차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실무협의회 개최

2016. 5. 12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2016. 7. 5

에너지 신산업 종합대책

신재생에너지, ESS 등 2020년까지 42조 원
투자 계획

2016. 11. 3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제
도개선방안 논의

2017. 3. 16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팀 코리아 운영방안
논의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에너지 신산업 과제 도출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및 사례 논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모델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알림ㆍ뉴스.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
bbs_cd_n=81(검색일: 2017. 6. 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험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중동지역으로의 독자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ㆍ중소기업 협업기반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의 대중동 진출은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부는 2014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한 이후 에너지 신산
업 확산 및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토론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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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8대 유망 사업
사업명
수요자원 거래시장

사업 내용

목표

건물, 공장 등의 절전 설비를 활용하여 절약
한 전기를 모아 감축 지시 또는 입찰하여 수요자원 190만kW 확보
전력시장 수익 창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금융, 보험, 에너지 관리 기술을 묶어 ESS
ESS 660MWh 보급
통합서비스
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 발전기를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 국내외 9개 지역으로 확대
리드로 대체
화력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인근 농
6개 발전소로 확대
업, 수산업 등에 활용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통해 전기차 4만 4,000대,
급속 충전기, 전기차 보급
급속충전기 575기 보급

태양광 대여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
2만 2,500가구에 태양광 보급
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저층형, 고층형 등 상용화
최소화하는 건축물 보급
모델 개발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5~20개소
공급을 통해 주민의 수익모델 구현
지정

자료: 관계 부처 합동(2015), p. 2, pp. 43~50 참고.

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4) [표 1-2]의 8대 유망 사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전력산
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전력산업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가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의 획득은 쉽지 않다. 그만큼 현지 정부의 정책이
나 산업 구조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기업의 진출전략이나
정부의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
4) 관계 부처 합동(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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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저유가 이후 중동국
가들의 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중동지역에서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전력 수급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중동 주요국의 전
력 인프라 확충정책과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의 기업 진
출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력 인프라 부문의 주요 정책으로는 신재생에
너지 등 발전원 다변화, 민간투자 확대 추세 등이 다루어진다. 셋째, 전력 수급
관리시스템의 현대화 및 전력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이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와 유망 분야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역내 전력망
통합, 송배전망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중
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대기업ㆍ중소기업의 협력 진출, 전력산업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력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사례 등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
(case study)이 시도될 중동 주요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3개국
이다. 이 국가들이 선정된 이유는 중동지역에서 전력 공급 및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고 그만큼 잠재적인 사업기회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다.5) 이란도 발전용량이나 전력 소비량 측면에서 각각 중동지역의 1위 및 2위
5) 중동지역 전반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제2장의 1절 및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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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이후에도 금융거래가 원활
하지 않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가 커서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6) 따라서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개국이 보다 적절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
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대표적인 산유국인 반면, 이집트는 에너
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전력산업의 수급 구조나 정책, 국내기업의 진출 유망 분
야 등에서 각기 다른 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중동지역의 전력부문에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전력부문의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한ㆍ중동 경협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한국수출입
은행, 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살펴보았다. IRENA(2016a, 2016b)는 아랍지역과 GCC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예림(2012)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전력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진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혜(2014,
2015)는 세계 전력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을 분석하는 한편 발전
플랜트 산업에 대한 전망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검토하였다. KOTRA(2015)
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이란, 쿠웨이트, 모로코 6개국의 전력 시장 및
구조와 발전기자재 시장을 조사하였다. 이광일 외(2016)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7개국의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
향과 진출 유망 분야 등을 조사하였다. 이유수(2015)는 에너지 신산업의 특징
과 사례, 국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 시장의 과도한 가격규제와 진입장벽
을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박찬국(2016)은 전력부문
의 신산업 유형을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산업 활성화
를 위한 시장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
6)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A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2.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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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ergy Agency), 미국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세계은행(World Bank), OPEC, BP 등의 1차 데이터를 통
해 전력부문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동 주요국의 1차 데이터를 분석
하기 위해 아부다비 수전력공사(ADWEC), 사우디 국영전력공사(SEC) 등의 연
차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기존 문헌과 1차 통계분석 등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현지 진출업체, 현지 정책
담당자 등의 의견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앞서 언급한 사례조사
대상 3개국 중에서는 UAE를 방문하여 국내 진출기업으로부터 발전 인프라 시
장 동향,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전망, 현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7) 3개국 이
외의 국가 중에서는 알제리를 방문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처 및 기업,
알제리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현지 정부의 정책 도입
배경 및 목적, 국내 진출기업의 전략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8) 국내에서
는 한국전력공사, 무역보험공사,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대학연구
소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으로
써 전력산업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인 연
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범위에 따라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
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범위, 방법론, 기존 연구와의 차
7) UAE 방문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KOTRA 무역관 및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을 방문하였다.
8) 알제리 방문은 2017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알제리의 APRUE(Agence Nationale
pour la Promotion et la Rationalisation de l’Utilisation de l’Energie), CREG(Commission
de la Régulation de l'Electricité et du Gaz), Sonelgaz(Société Nationale de l'Electricité et
du Gaz) 등과 KOTRA 무역관,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 등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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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
책과제를 분석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전력부문의 정책을 발전 인프라 확충정
책과 전력 수급관리 현대화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루
고, 각 부문별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2장에
서 4장까지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의 지원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연구 내용의 장별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
의 편의를 위해 [그림 1-2]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중동지역의 전
력부문 정책을 크게 발전 인프라 확충, 전력 수급관리 현대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정책을 체계적ㆍ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전력부문의 정책을 발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협의의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림 1-2.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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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관리 및 에너지소비효율이라는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부문까지 포함
시킴으로써 중동지역 전력부문의 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둘째, 전력산업의 정책 변화를 일반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
아, UAE, 이집트 등 각기 특성이 다른 국가들의 전력 수급 구조와 정책, 기업
진출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진출환경 및 유망 진출부문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동지역 국가들의 정책 변화 및 국
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적
인 기업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 및 정부가 현지 정책 수요에
맞는 신규 시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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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북아프리카 5개국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9) 2014년 중동의 총전력 소비량은 1,118TWh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0년 전력 소비량 502TWh 대비 2배, 1990년 전력 소비량 281TWh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그림 2-1 참고).10)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중동의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5.8%에 달했으며, 이 중 바레인과 오
만은 각각 12.6%, 11.2%를 기록하여 중동지역 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전력 소비량 상승이 개발도상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는 하나,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랍의 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던 2011년을 제
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전 세계 증가율을 계속
해서 웃돌았다(그림 2-2 참고).12) 같은 기간 아프리카(2.7%), 중남미(3.1%) 등
다른 신흥지역과 비교해서도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2014년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5.4%로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전력부문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의 증
감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

9) 본 연구에서의 중동지역은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오
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UAE 등 총 19개국
을 지칭한다.
10)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11)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12)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13)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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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동지역의 전력 소비량 추이
(단위: TWh)

주: 전력 수급 관련 국별 데이터는 2014년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이하 동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3. 21).

로 전력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을 꼽고 있
는데, 이는 중동지역도 마찬가지다. 중동국가들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연평균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그림 2-2. 지역별 전력 소비 증감률 비교
(단위: %)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2. 15)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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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동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 및 인구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IHS, Comparative World Overview 2017, http://connect.ihs.com/Search/Search?searchFor=comparative
+world+overview&filters=&filtersFlags=&userDefined=true&autoTabSwitch=true(검색일: 2017. 4. 25);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6. 1)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연평균 경제성장률 2.8% 대비 약 1.1%p 높은 수준이다(그림 2-3 참고).14) 이처
럼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역내 전력 소비량도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로 역내 평균 경제성장률이 3.0%였던 1990년대보다는 4.1%였던 2000년대
전력 소비 증가율이 0.4%p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대에는 국제 유가 변
동이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을 맞이하여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전력
소비 상승세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15)
지역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력 소비량 상승을 견인
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동지역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14) IHS, Comparative World Overview 2017, http://connect.ihs.com/Search/Search?searchFor=
comparative+world+overview&filters=&filtersFlags=&userDefined=true&autoTabSwitch=true
(검색일: 2017. 4. 25).
15) IHS, Comparative World Overview 2017, http://connect.ihs.com/Search/Search?searchFor=
comparative+world+overview&filters=&filtersFlags=&userDefined=true&autoTabSwitch
=true(검색일: 2017. 4. 25);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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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와 함께 점진적인 소득개선 등과 같은 요인이 맞물
리면서 최근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의 인구는 2005년 3
억 4,209만 명에서 2015년 4억 1,602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7,400만 명
증가하며 연평균 2.0%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16) 인구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도시 확장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
해지면서 중동지역의 총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카타르,
UAE, 오만은 같은 기간(2005~15년) 각각 11.1%, 8.7%, 5.1%의 인구증가율
을 기록하며 중동지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17) 이 같은 높은
인구증가율은 최근 중동지역 내에서 해당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비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18)
중동국가들이 경제다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최근
전력 수요량 증가를 주도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동국가들은 석유
및 가스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별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제다각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제조업, 관광, 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각국 정부의 육
성정책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가 기존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특히 사
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중동 주요 국가들이 전력 소비가 많은 석
유정제 및 석유화학, 비철금속 부문의 산업을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적
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다른 신흥국에 비해 더 빠른 전력 소비 증가율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19)
16)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Data File, https://esa.un.org/unpd/wup/CD-ROM
(검색일: 2017. 4. 17).
17)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Data File, https://esa.un.org/unpd/wup/CD-ROM
(검색일: 2017. 4. 17).
18)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검색일: 2017. 4. 5).
19) 미국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7대 제조
업으로 식료, 펄프 및 종이, 기초화학, 석유정제,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 부문을 꼽은 바 있다.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Industrial Sector Energy Consumption(검색일: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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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 구조 및 특성
중동지역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비중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전력 소비량을 부문
별로 비교해보면, 가정용이 31.3%, 산업용이 32.0%를 차지하였고, 비
OECD 국가의 경우 가정용이 23.0%, 산업용이 52.0%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20) 이는 [그림 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 10개 국가가 자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 이상을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
다.21) 특히 예멘의 경우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전체 사용량의 62.0%를 차지
하는 것에 반해 산업용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예멘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은 자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가정용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중동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카타

그림 2-4. 중동 주요국의 부문별 전력 소비 비율(2015년)
(단위: %)

주: OECD와 비OECD 수치는 2014년 기준이다.
자료: AUE(2015), p. 8; IEA(2016), pp. 5-6.

20) IEA(2016), pp. 5-6.
21) AUE(2015), p. 8.
22) AUE(201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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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도 비OECD 국가의 비중보다는 약 4.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중동지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부문이
취약하여 산업용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각국 정부의 막대한 전
력 보조금으로 인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가정 내 과잉 전력 소비를 초래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 각국은 전력 보조금에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24) 2014년 기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보조금 규모는 각각 156억 달러,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동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레인의 전력 보조금은 15억 달러
상당으로 당해 연도 GDP의 약 4.5%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밖의 중동
지역 국가들도 2014년 기준 각국 GDP 대비 0.9~3.8%에 이르는 금액을 전력
보조금으로 사용하였다.26) 이에 따라 중동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
금을 책정할 수 있었는데, 특히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4
년 기준 KWh당 각각 0.8센트, 0.7센트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2-1 참고).27)
가정 내 전력 수요 중에서는 냉방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냉방시설에 이용되는 전력이 총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70%에 이르고 있으며,28) UAE 아부다비도 냉방용 전력이 총 가정용 전력 사용
량의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29)
23) AUE(2015), p. 8.
24) IEA, Fossil-Fuel Subsidies Database, http://www.worldenergyoutlook.org/resources/
energysubsidies(검색일: 2017. 3. 22).
25) IEA, Fossil-Fuel Subsidies Database, http://www.worldenergyoutlook.org/resources/
energysubsidies(검색일: 2017. 3. 22);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7. 4. 1).
26) IEA, Fossil-Fuel Subsidies Database, http://www.worldenergyoutlook.org/resources/
energysubsidies(검색일: 2017. 3. 22);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7. 4. 1).
27) IRENA(2016b), p. 49.
28) RCREEE(2015), p. 54.
29) IRENA(2016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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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가별 전력 보조금 규모 및 GDP 대비 비중(2014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IEA, Fossil-Fuel Subsidies Database, http://www.worldenergyoutlook.org/resources/energysubsidies
(검색일: 2017. 3. 22)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동국가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도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 산유국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1인당 전력 소비량 전 세계 상위 20개국 중 바레인(1만 9,224KWh), 카타르
(1만 6,735KWh), 쿠웨이트(1만 5,332KWh) 등 총 5개 중동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5개국의 수치는 OECD 국가 평균 7,984KWh를 크게 웃도는 것으
로 나타났다.30) 일본(7,828KWh), 독일(7,035KWh), 영국(5,129KWh) 등
표 2-1. 중동 주요국의 가정용 전기요금(2014년)
(단위: US센트/KWh)

요금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0.8

0.7

2.6

2.2~6.0

1.3

UAE
아부다비

두바이

5.6~8.7

7.8~12.1

자료: IRENA(2016b), p. 49.

30)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1).

38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그림 2-6. 중동 주요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2014년)
(단위: 1인당 KWh)

주: 유럽은 유라시아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며, 아프리카는 사하라이남지역을 지칭한다.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1).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이 국가들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수
준이다.31) 더불어 이스라엘, 오만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14년 기준 각각
6,600KWh, 6,127KWh를 나타내며 전 세계 평균 3,144Kwh보다 약 2배 가
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32) 한편 이란과 요르단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중남미, 남아시아 등 다른 신흥 지
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동국가들의 높은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렴한 전기요금
으로 인한 가정 내 전력 과소비 및 냉방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 수요에 기인한
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알루미늄 산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크고 물
이 부족한 사막의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한 물 생산에
많은 전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동지역은
사하라사막, 아라비아사막, 이란 타르사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수 담수화
31)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1).
32)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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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를 이용한 물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이를 정도로 많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33)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1990년 311TWh 수준이었던 중동의 총 전력 생산량은 전력 소비량 상승속
도에 맞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293TWh를 기록하였다(그림 2-7 참
고).34)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중동의 평균 전력 생산 증가율은 소비
증가율을 약 0.1% 웃도는 5.9%를 보였으며, 바레인과 카타르가 각각 12.5%,
11.7%의 증가율을 보이며 역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다.35) 전력 소
비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역내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최
근 10년간 중동의 전력 생산 증가율은 전 세계 증가율을 웃돌았다(그림 2-8 참
고).36) 같은 기간 내 아프리카(3.5%), 중남미(3.5%)와 같은 다른 신흥 경제권
과 비교할 때에도 중동의 전력 생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37) 반면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6.4%)과 비교해서는 중동의 전력 생산 증가율이 0.5%p 더 낮은 수치를 기록
하였다.38)
발전용량 기준으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6%의 증가

33) EIU(2011), p. 6.
34)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5).
35)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5).
36)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5).
37)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5).
38)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5).

40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그림 2-7. 중동지역의 전력 생산ㆍ소비 추이
(단위: TWh)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3. 24).

율을 나타내, 2014년 기준 33만 3,751MW에 이르고 있다.39) 중동국가 중에
서는 카타르, 오만, 이라크가 각각 11.8%, 10.6%, 9.7%의 발전용량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40) 국가별 발전용량 규모로는 경제규모가
그림 2-8. 지역별 전력 생산 증감률 비교
(단위: %)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2. 15)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39)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검색일: 2017. 4. 10).
40)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검색일: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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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 기준 각각 8만 4,825MW, 6만 9,139MW
를 기록하여 중동국가들 중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이집트(3만 7,032MW)
와 UAE(2만 9,790MW)의 발전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 참고).41)
향후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빠른 인구증가율을 감안해보면 타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소비 상승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20년 3.7%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저유가로 인해 침체된
역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42) 중동지역의 인구는 2020년
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2015년 4억 1,602만 명에서 2020년 4억
5,04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43)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석유부문
그림 2-9. 중동 주요국의 발전용량 규모(2015년)
(단위: MW)

주: 알제리는 예측치, 알제리를 제외한 6개국은 추정치를 나타낸다.
자료: BMI(2015), p. 15; BMI(2016a), p. 17; BMI(2016b), p. 17; BMI(2016c), p. 17; BMI(2016d), p. 16;
BMI(2016e), p. 26; BMI(2016f), p. 21.

41)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검색일: 2017. 4. 10); BMI(2016a), p. 17; BMI(2016b),
p. 17; BMI(2016c), p. 17; BMI(2016e), p. 26; BMI(2016f), p. 21.
42) IMF, Dat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6(검색일: 2017. 4. 10).
43)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Data File, https://esa.un.org/unpd/wup/CD-ROM
(검색일: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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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동지역 전력부문의 필요 투자규모(2016~20년)
(단위: 십억 달러)

필요 투자규모

발전

송배전

소계

198

136

334

자료: APICORP(2016d), p 1.

이외의 제조업 육성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동지역 내 전력 인프
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랍석유투자회사
(APICORP: 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oration)는 중동국가들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47GW
의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44) 이는
2020년까지 매년 8.0%의 발전용량 증가율을 기록해야 가능한 목표치이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1,9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2-2 참고).45)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중동은 전력 생산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2-10]과 [그림 2-11]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2014년 기준 중동의 화석연료 발전량은 96.5%의 비중을 나타내, 같은 해 기준
전 세계 화석에너지 발전 비중 6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46) 국가별로
는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이 모든 전력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도 각각 99.9%, 99.6%의 수치를 보이며 거
의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12 참고).47)
44) APICORP(2016d), p. 1.
45) APICORP(2016d), p. 1.
46)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4).
47)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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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동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14년)

주: 화석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통틀어서 지칭한다.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4.
4)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동국가들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만큼 역내 대
체에너지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중
동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체 발전용량의 약 6.5%를 차지하며 세계 다른

그림 2-11. 세계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14년)

주: 화석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통틀어서 지칭한다.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4. 4)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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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동 주요국의 화석에너지 발전 비중(2014년)
(단위: %)

주: 화석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통틀어서 지칭한다.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4. 4).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만 1,771MW이며, 중동 19개국 중 이집트와 이란
단 2개국이 중동지역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66.3%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로코는 자국 전체 발전용량의 27.8%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내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비율을 보였다.48)
중동국가들은 낡은 송전망과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발전
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배전 선로를 거쳐 사용지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반적
으로 심각한 전력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동의 전력 생
산량 1,293TWh 중 14.4%인 162TWh가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된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2-13 참고).49) 2014년 전 세계 평균 송배전 손실률이 약 8.0%인
점을 감안하면 중동의 송배전 손실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50)

48)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검색일: 2017. 4. 13).
49)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d)(검색일: 2017. 2. 17).
50)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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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중동의 전력 생산량과 송배전 손실량 추이
(단위: 십억 KWh, %)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d),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2.
16)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2-14. 국가별 송배전 손실률(2014년)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2).

같은 해 기준 동아시아(5.0%), 유럽(8.0%), 아프리카(12.0%)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도 중동지역의 송배전 손실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51)
51)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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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2014년 기준 각각 3.0%, 4.0%의
송배전 손실률을 보이며 지역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던 반면 이라크와
예멘은 자국의 전력 관련 인프라가 내전으로 인해 파괴되면서 2014년 송배전
손실률이 각각 51.0%, 26.0%에 달했다(그림 2-14 참고).52)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지역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량이 역
내 총발전량의 96.5%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3) 이러한 에너지 믹스 구조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 특성상 발전원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
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
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포스트 오일 시대나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
오른 기후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산유국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활
용한 기존 화력 발전 중심의 발전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
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요르단 등과 같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부
족한 나라들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총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동

52)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7.
5. 2).
53)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검색일: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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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동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

UAE

국가

목표 기한(연도)

전체 발전량 대비 목표치(%)

알제리

2030

27

이집트

2022

20

요르단

2020

10

쿠웨이트

2030

15

모로코

2030

52

사우디아라비아

2023

10

튀니지

2030

30

아부다비

2020

7

두바이

2030

25

자료: APICORP(2017b), p. 4.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치는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2%까지
국가별로 다양하다(표 2-3 참고).54) 특히 2030년까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52%로 확대하고자 하는 모로코의 개발속도가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는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 이행에 따라 2014년
기준 35MW였던 태양에너지 발전용량을 2015년까지 198MW로 늘렸으며,
2012년 기준 290MW였던 풍력에너지 발전용량도 2016년 초까지 790MW로
확대하였다.55) 모로코는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으며, 태양열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알제리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만 2,000MW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57) 알제리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총
4,025MW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제 공개입찰을 2017년
내에 공표할 예정이며, 태양열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2,000MW의 용량을
54) APICORP(2017b), p. 4.
55) IRENA(2016a), p. 9.
56) REN21(2016), p. 21.
57) BMI(201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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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동 및 유럽남부 지역의 연간 일사량

주: 색깔이 밝을수록 단위면적당 일사량이 높다.
자료: German Aerospace Center(2005), p. 9.

확보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58) 이
러한 각국의 개발계획이 이행됨에 따라 2016년 기준 건설 중에 있는 중동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약 3,000MW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59)
중동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의 기후ㆍ지리적
환경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동은 일정하게 유지
되는 풍속, 풍부한 일조량과 긴 일광시간, 적은 강수량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
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후조건들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2-15 참고). 뿐
만 아니라 사막의 넓은 토지는 대규모 육상 풍력단지 조성 및 태양광에너지 발
전설비 설치에 적합하다.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GCC 국가 면적의 60%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조건
을 갖추고 있어 해당 면적 중 1%만 개발된다 하더라도 470GW 규모의 발전용
량 건설이 가능하다고 추정하였다.60) 모로코의 일부 사막지역도 평균 풍속이
58) Diamantis and Barba(2017. 4.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0); REN21(2016), p. 68.
59) IRENA(2016a), p. 10.
60) IRENA(2016b),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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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비교(2010년, 2016년)
(단위: USD/MWh)

주: 1) 막대그래프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최고 단가와 최저 단가를 나타내고, 막대그래프상의 흑색 선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2) 화석연료 발전단가 범위는 45~140USD/MWh이다.
자료: IRENA, Data&Statistics, http://resourceirena.irena.org/gateway/dashboard/?topic=3&subTopic=1057
(검색일: 2017. 6. 1); APICORP(2017b), p 4.

7~10m/s에 달하며 풍력 발전의 경제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
기술진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도 최
근 중동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2016년 전 세계 태양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의 평균 발전단가는 2010
년 대비 각각 약 62.2%, 19.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6 참고).62)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태양광에너지의 평균 발전단가가 석탄
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63) 특히 중동은 유리한 기후조건
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는 2016년 6월 800MW 규모의 태양광에너지 프

61) Ernst&Young(2011), p. 27.
62) IRENA, Data&Statistics, http://resourceirena.irena.org/gateway/dashboard/?topic=3&sub
Topic=1057(검색일: 2017. 6. 1).
63) Shankleman and Martin(2017. 1.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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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인 솔라파크 3단계 사업이 MWh당 29.9달러에 입찰되어 역사상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 9월에는 350MW급 아부다비 태양광에
너지 발전소 건설이 MWh당 24.2달러에 입찰되면서 3개월 만에 세계 최저가
를 다시 경신하였다.64)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국가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발전용량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발
전소 건설은 각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은 발
전용량을 확충하여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 전력 수급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동지역
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송배전 손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각국의 막대한 전력 보조금 지급은 가정부문에서 과잉
전력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동지역의 불필요한 전력 낭비요소를
줄여 전력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심각한 전력 부족문
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중동국가들은 에너
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
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중동국가들은 전력 소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의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3년 1월 가정용 전력 요금을 평균
16% 올린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 요금을 대폭 인상
하였다.65) 두바이도 2011년 초 자국의 전력 요금을 15% 가량 인상하였고, 아
64) 발전단가 MWh당 24.2달러는 2016년 석탄화력 평균 발전단가의 절반 수준이다(Shankleman and
Martin, 2017. 1. 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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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동국가별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MEPS)의 주요 내용
국가

주요 적용대상

제도 도입 여부

알제리

냉장고, 에어컨

2009년 도입

에어컨

도입 준비 중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조명기구

2015년 도입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도입*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2014년 도입

조명기구

2015년 도입

쿠웨이트

에어컨

1983년 도입

카타르

에어컨

2013년 도입

사우디

에어컨

2013년 도입

시리아

냉장고

도입*

튀니지

냉장고, 에어컨

2004년 도입

UAE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도입*

주: *은 도입연도 미상.
자료: RCREEE(2015), p. 54.

부다비는 2015년 1월에 전력과 수도 요금을 각각 40%, 150% 올리는 등 전반
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였다.66) 바레인은 2013년 10월 전력 소비량이 높은
외국인거주자에 대해 전력 요금을 인상하였고, 카타르와 튀니지는 월간 일정
수준 미만을 소비하는 가구에 전력 요금을 저렴하게 부과하는 등 요금체계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였다.67) 알제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8개국은 일시적인 전력 수요 확대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
간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숙박, 광산, 통신업과 같은 특
정 산업에 대해 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68)
또한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최저
65) IMF(2014), p. 45; “Egypt Announces Increase in Electricity Prices”(2016. 8.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
66) IMF(2015), p. 11.
67) IMF(2014), p. 45.
68) RCREEE(2015), p. 34; IMF(2014), p. 45. 중동지역에서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이상 8개국이다(RCREEE
2015, p.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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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기준제도(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를 도입하고, 조명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등 요금체계
개혁 외에도 전력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 요르단, 튀니지 등을 포함한 중동 10개 국가는 에어컨, 냉장고 등
주거용 가구들의 평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MEPS를 도입하였다(표 2-4
참고). 특히 쿠웨이트는 1983년부터 에어컨을 적용대상으로 MEPS를 시행하
고 있으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시행
을 앞두고 있다.69) 조명기구 효율성 향상에 대한 정책도 중동지역 전반에 걸
쳐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카타르, UAE는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에너지효율이 낮은 백열전구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모로코는
가정용 형광등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다.70) 알제리는 정
부 주도하에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
년까지 자국 내 1,500만 개의 고효율 조명기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71) 더불어 바레인과 요르단은 2015년 조명기구를 MEPS 적용대상에 포함
시켰다.72)
전력망 현대화 사업은 고압 송배전망 건설 및 역내 전력망 연결을 중심으로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GCC 국가들은 각
국의 여유 전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GCC 지역 통합전력망 구축(GCC
Interconnection Gr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사우디아
라비아, 모로코 등 중동지역 14개국이 각국의 전력망을 통합하여 전력 공동시
장(Arab Common Market for Electricity)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
하였다.73)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High
69) RCREEE(2015), p. 54.
70) RCREEE(2015), p. 53.
71) 알제리 에너지사용효율화홍보청(APRUE: National Agency for Promo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Energy) Salah Bouzeriba 청장 인터뷰(2017. 2. 28, 알제리 알제).
72) RCREEE(2015),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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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중동국가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전망(2015~25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ortheast Group(2015), p. 6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Voltage Direct Current)을 이용한 국가간 전력망 건설에 합의하였다. 카타
르는 2016년에 ‘카타르 송전시스템 연장계획 11단계’를 통해 443km 길이의
추가 송전망을 확충하였다. 이와 같이 각국의 송배전망 현대화 정책이 활발히
이행됨에 따라 중동의 송배전 인프라 관련 투자는 2017년부터 5년간 1,2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4)
중동지역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도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각국의 생산효율 개
선정책이 이행됨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75) 2015년
기준 중동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12억 5,000만 달러였으나, 2025년에
는 171억 7,000만 달러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30.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17 참고).76) 2015년 기준 중동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
73) “14 Arab countries sign MoU to establish joint Arab Electricity Market”(2017. 4. 7,
검색일: 2017. 5. 15); GCC 지역 통합전력망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참고.
74) “MENA countries to invest USD302 Billion in power sector”(2017. 4. 1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5).
75) 스마트 그리드란 ICT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 지식센터. 전기자료. 스마트 그리드 정보. 스마트 그리드란? 스마
트 그리드 정의(검색일: 2017. 5. 11).
76) 2015년까지 중동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주요 분야인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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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3개국이 중동 전체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동지역의 스마트 그리드 부
문별 점유율 면에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부문
이 42.8%(6억 1,000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전자동화시스템
(DAS: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이 29.6%, 지능형 원격검침설비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가 14.5%로 나타났다(그림 2-18
참고).77) 그러나 향후 AMI 구축사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경에는 AMI
부문이 4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18 참

그림 2-18. 중동지역의 스마트 그리드 부문별 시장 전망(2015~25년)
(단위: 백만 달러)

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설비),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배전자동
화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HEM(Home Energy Management, 가정용 에너지
관리), IT(Information Technology, 고객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전력 데이터 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 등), WAM(Wide Area Measurement, 광역전력계통 측정).
자료: Northeast Group(2015), p. 65.

Metering Infrastructure)와 배전 자동화에 투자된 규모는 각각 2억 1,000만 달러, 4억 2,000만 달
러로, 두 분야 모두 전 세계 시장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Northeast Group 2015, p. 42 참고).
77)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
장치,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검색
일: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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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2015년 카타르 전기수력공사(Qatar General Electricity and Water
Corporation)는 2016년 내에 도하 시내 전체에 AMI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이스라엘은 캐나다-이스라엘 산업 R&D 재단
(Canada-Israel Industrial R&D Foundation)을 통해 향후 캐나다와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1,400만 달러를 공동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78)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중동 산유국의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가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기존
정부 발주형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79)
정부와 해외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법인이 금융ㆍ건설ㆍ운영의 발전
사업 전 단계를 담당하는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ject)
및 민자담수발전사업(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80)
1990년대 초중반까지 중동 산유국 대부분의 발전 프로젝트들은 모두 정부 및 공
공기관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6년 오만의 270MW급 알마나(Al-Manah)
발전소가 중동에서 처음으로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
로 건설되고, 1998년 아부다비 수전력청(ADEWA: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의 따윌라(Taweelah) A2 담수발전소가 IWPP 방식으
로 추진된 것을 계기로 민간자본이 참여한 발전 프로젝트들이 확대되기 시작하
78) Northeast Group(2015), p. 6.
79) 2016년 기준 중동지역 IPP 및 IWPP 연간 발주규모는 28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Saudi Arabia, Kuwait and the UAE follow the MENA power sector trend” 2016. 1. 2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4 참고).
80) 민자발전사업은 다시 BOO(Build-Own-Operate),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56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표 2-5. 2020년 내 가동 예정인 GCC 국가들의 주요 IPP/IWPP
프로젝트명

국가

용량(MW)

구분

Al-Zour 1

쿠웨이트

1,500

IWPP

Solar Park 2

두바이

200

IPP

Mirfa

아부다비

1,600

IWPP

Rabigh 2

사우디아라비아

2,060

IPP

Salalah 2

오만

445

IPP

Umm Al-Houl

카타르

2,520

IWPP

Fadhili

사우디아라비아

1,500

IPP

Ibri

오만

1,510

IPP

Sohar 3

오만

1,710

IPP

Ras Laffan D

카타르

2,000

IWPP

Solar Park 3

두바이

800

IPP

Al-Zour 2

쿠웨이트

1,800

IWPP

Al-Khiran 1

쿠웨이트

1,500

IWPP

자료: APICORP(2016b), p. 3.

였다.81) 특히 GCC 국가들 위주로 민간 참여방식의 발전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2020년 내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GCC 국가들의 IPP 및
IWPP의 총발전용량은 약 18GW에 달한다(표 2-5 참고).82) 모로코,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주로 IPP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는 주로 BOOT 방식으로 자국의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2020년 내 가동 예정인 국내 IPP 풍력 발전소 7
개소의 발전용량 규모는 1,120MW에 이른다.83) 요르단은 BO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75MW 규모의 풍력 발전소 2개소를 2018년 가동할 예정

81) Simpson Jr, Partner and Michelis(2014. 11. 2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8); Strategy&
(2010), p. 2.
82) APICORP(2016b), p. 3.
83) 현재 모로코에 건설 중인 주요 풍력발전단지 IPP는 150MW 규모의 타자(Taza) 발전단지를 비롯하여,
티스카르드(Tiskrad-300MW), 탕헤르 2단계(TangerⅡ- 150MW), 부즈르(Boujoudr-100MW)
등이 있다(APICORP 2017b,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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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알제리도 2017년 입찰 예정인 4,0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알제리 정부와 해외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합작법인(알제리 정부 51%,
해외투자자 49%)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84)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등이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을 보이고 있다. UAE의 아부다비는 1988년 기존 발
전 및 송배전을 모두 관할하던 아부다비 수전력부(ADWED: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Department)를 총 7개의 특수 목적기관으로 분할하
고, 이후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형식으로 2015년까
지 총 9개의 민자발전기업을 설립하였다.85) 현재 아부다비 민자발전기업의 발
전용량은 자국 총발전용량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86) 중동지역에서
제일 먼저 IPP를 추진했던 오만도 총발전량의 70% 이상을 자국의 민자발전기
업이 생산하고 있다.87) 오만은 2004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100% 민간 소유 발
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송배전부문에까지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
대하고 있다.88) 모로코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1994년부터
발전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현재 모로코 수전력청(ONEE: 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e et de L'Eau Potable)이 42%, 자국 민자발전기
업이 40%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

84) KOTRA 알제 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7. 2. 28, 알제리 알제).
85) ADWEC(2015), p. 13. 아부다비 민자발전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참고.
86) Simpson Jr, Partner and Michelis(2014. 11. 2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8).
87) APICORP(2016b), p. 3.
88) USAID(2012), p. 25.
89) IAI(201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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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금까지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중동지역은 수요 측면에서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전력 보조금 지급 등의 요인으로 전력 소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동지역은 제조업부문이 취약
한 반면 전력 보조금 지급으로 전기료가 저렴하여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상
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구조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
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전력 인프라 노후화 및 전쟁으로 인한 파
손 등으로 인해 송배전부문에서의 전력 손실량도 매우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중동 각국 정부는 빠른 전력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전력 수급구조의 비효율
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화
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믹스를 바꾸기 시작했다. 즉 기후변화와 포스트 오
일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태
양광과 풍력 발전은 중동의 기후조건과 지리적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에너지
의 발전단가가 급속히 인하하면서 향후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는 중동 산유국의 재정부담을 악화시켰고,
이는 전력산업에 민간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중동
산유국의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부 발주사업이었으나 최근에
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자발전사업(IPP 또는 IWPP)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 이외에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고압
송배전망 건설,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측면에서는 전력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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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MEPS)
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동지역 전력산업의 정책 변화는 국내기업의 대중동 진출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국내기업은 주로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
젝트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업체로서 진
출하였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지분투자를 동반한 투자개발기업으로서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발전 플랜트 건설 이외에 ICT 기반의 스마트 그리
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력 설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진출분야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를 중심으로 발전
인프라 확충, 전력 수급 관리 현대화 및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과 부문별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3개국
각각의 정책적 차별성을 분석하고 국내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유망 분야를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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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
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2. 발전원 다변화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4. 소결

중동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유가 하락의 영향과 지역 내 불
안정성 등으로 경제성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동국가들은 전력부문의 투자
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력산업은 중동국가들의 경
제다각화 정책 추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
아, UAE, 이집트 세 국가의 전력 생산규모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편이며 전력
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을 늘리
기 위해 발전설비 증대 및 개선 계획을 밝히고 있고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발
전에서 탈피해 발전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전력시장 구조
를 재편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의 발전부문 정책과
계획을 살펴보고 발전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업
들의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 전략 및 유망 분야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른 인구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 전력 보조금에
의한 낮은 전기요금 등은 중동지역 내 전력 수요를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동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의 전력 수요는 지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소비가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소비량은
272TWh에 달하여 전년대비 10%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그림 3-1 참고).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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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별 전력 소비 추이
(단위: TWh)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3. 3).

그림 3-2. 국가별 전력 생산 추이
(단위: TWh)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b),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3. 3).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설비는 2000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전력공사
(SEC)의 주도로 설립되어왔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유가 상승국면에
따라 빠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0년 24GW 규모에 불과했던 발전용량은
90)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a),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
일: 2017. 3. 3). 2015년 최대 수요 전력은 6만 2,260MW를 기록하며 2014년의 5만 6,547MW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EC, Investor Relations, SEC At Glance, Background
on Core Busines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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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5.5GW에 이르고 있다.91), 92)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생산량은 역내
가장 큰 규모로 2004년 150TWh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93TWh로 상승하
며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고). BMI에 따
르면 2016년 총발전량은 300TWh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93)
UAE는 에너지부가 국가 전체적인 전력, 담수 및 지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부다비, 두바이 및 샤르자의 경우 전력 생산 및
관리는 각각 아부다비 수전력청(ADWEA), 두바이 수전력청(DEWA: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샤르자 수전력청(SEWA: Sharjah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4개 에미리트는 연방 수전력청
(FEWA:Federal Electricity and Water)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UAE
전력 생산은 대부분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UAE의 전력 생산 및 소비 규모는 각각 103TWh, 96TWh를 기록하였다. UAE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으로 2014년 기준 1만 1,245KWh를
기록하며 179개국 중 열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고).94)
이집트 전력 생산량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76TWh, 187TWh를 기록
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207TWh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95) 급속한 수요증가, 연료부족,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정전사태를
겪어오던 이집트는 발전부문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
91)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
일: 2017. 3. 3).
92)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용량 중 SE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80%대 후반이었으나 점차 하
락하여 2014년에는 7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SEC, Investor Relations, SEC At Glance,
Background on Core Business, 검색일: 2017. 3. 2). 전력 생산은 SEC 이외에 해수담수청(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과 민자발전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SEC는 송배
전 및 판매 부문에서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BMI 2016e, p. 47 참고).
93) BMI(2016e), p. 24.
94)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중동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전력 소비
량도 9,411KWh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검색일: 2017. 4. 24).
95) BMI(2016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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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가별 1인당 전력 소비 추이
(단위: KWh)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G.USE.ELEC.KH.PC(검색일:
2017. 4. 24).

그림 3-4. 국가별 발전용량 추이
(단위: GW)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c), http://www.eia.gov/beta/international/후략(검색일: 2017. 3. 3).

기존 발전소의 복합발전소 전환 등을 통해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있다(그림
3-4 참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최대 전력 수요가 발
전용량에 근접하는 등 전력 부족문제가 지속되었다.96) 이집트 전력지주회사
(EEHC: Egypt Electricity Holding Company)는 전력 공급을 확충하기 위
해 2015년 지멘스(Siemens)와 베니 수에프(Beni Suef), 부룰루스(Burullus),
96) EIA, Countries, Analysis, Egypt(검색일: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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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피탈(New Capital) 등의 신규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97) 3개 발
전소 규모는 각 4,800MW로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규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복합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존 발전소의 발전용량 증대계획도 추진
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 GE는 1,000MW 규모의 아시유트(Assiut)
발전소와 500MW 규모의 웨스트 다미에타(West Damietta) 발전소를 복합
화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스팀터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98) 복합
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2개 발전소 용량은 추가적인 연료 소비 없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99)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이
집트 전력 생산량은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00) 한편 주요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 여부가 이집트 전력 생산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가스 수요 증가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15년부터 가스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101) 천연가
스 부족과 함께 대규모 정전사태 등 심각한 전력문제를 겪어오던 이집트는
2014년에 석탄을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인프라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량을 늘리고 있
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랍석유투자회사(APICORP)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부터 5년
97) Daily News Egypt(2017. 3.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
98) BMI(2016a), p. 19.
99) Wass, Sanne(2017. 1.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
100) BMI(2016a), p. 12.
101) BMI(2016a),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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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별 발전부문 필요 투자규모 및 발전용량 예상치(2016~20년)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투자규모(십억 달러)

43

20

28

발전용량(GW)

34

17

21

자료: APICORP(2016d), pp. 1-2.

동안 34GW의 발전용량 증대를 위해 43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표 3-1 참고).102) SEC는 대체에
너지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발전부문 전략을 밝히고 있으며 2032년까지
발전용량을 123GW로 확대할 계획이다.103) 국가전략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력부문 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우
디 비전 2030｣의 3대 비전 부문 중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의
세부 영역인 장기 투자에서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부처별 달성 목표
를 제시한 ｢국가변혁프로그램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발전설비 예비력(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reserve)을 2%p 증가시켜 1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3-2 참고).104)
APICORP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UAE의 발전용량을 17GW 증대시
키기 위해 발전부문에 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05)
UAE 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발전용량을 21GW 늘
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인 발전용량은 원자력 26.8%, 석탄 발
전 24.3%, 가스 22.5%, 태양에너지 26.1%로 구성할 계획이다.106) 한편 2015
102) APICORP(2016d), pp. 1-2.
103) SEC(2015), p. 18; MEES(2016. 2.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5).
104)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a), p. 51.
105) APICORP(2016d), p. 1.
106) EIA, Countries, Analysis, United Arab Emirates(검색일: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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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가별 발전용량 증대 계획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관련 기관 또는 계획
SEC

세부 내용
2032년까지 발전용량 123GW 목표

NTP 2020

2020년까지 발전설비 예비력 12%로 확대

UAE 연방

2030년까지 발전용량 21GW 증대

두바이 수전력청
전력신재생에너지부

2020년까지 발전용량 20% 향상
2022년까지 54GW 전력설비 증설 계획

자료: MEES(2016. 2.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15);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a), p.
51; EIA, Countries, Analysis, United Arab Emirates(검색일: 2017. 4. 24); Bitar, Zaher(2015. 4.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20);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2015), p. 6.

년 DEWA는 2020년까지 600억 디르함(약 163억 달러)을 투자해 발전용량을
20% 늘려 두바이 내 수요를 충족하고, 특히 2020년에 개최될 두바이 엑스포
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107)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어온 이집트는 전력부문 투자가
가장 시급한 국가 중 하나이다. APICORP는 2016년부터 5년간 이집트 전력
부문에 28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이집트 발
전용량이 21GW 늘어나 56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108) 반면 이집트 전
력신재생에너지부(MER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는 2022년까지 54GW 전력설비 증설 계획을 밝히며 전력부문에 700억 달러
가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109) 또한 이집트는 장기적으로 발
전용량 증대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발전부문 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

107) Bitar, Zaher(2015. 4.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20).
108) APICORP(2016d), p. 2.
109)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2015), p. 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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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력 발전소 건설 및 확장 공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진
출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
설 등의 대기업 건설사가 많았다(표 3-3 참고).
두산중공업은 2010년 발전용량 2,800MW 규모의 라빅 6 발전소 건설을
40억 달러에 수주한 이후 2016년 아람코(ARAMCO)가 발주한 1,519MW 규
모의 파드힐리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두산중공업은 프랑
스 에너지 기업 ENGIE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프로젝
트의 전체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2,640MW 규모
의 제다 사우스 화력 발전소를 비롯해 2013년 2,650MW의 슈까이끄 화력 발
표 3-3. 한국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
(단위: MW, 백만 달러)

프로젝트

용량

금액

수주기업

파드힐리 복합 화력 발전소

1,519

1,200

두산중공업(ENGIE와 컨소시엄)

꾸라야 복합 화력 발전소 2

1,200

1,850

두산중공업(아라비안 벰코와 컨소시엄)

라빅 6 발전소

2,800

4,000

두산중공업

제다 사우스 화력 발전소

2,640

3,200

현대중공업

슈까이끄 화력 발전소

2,650

3,261

현대중공업

리야드 PP11

1,700

2,100

현대중공업

마라피끄 발전 담수 플랜트

2,750

2,700

현대중공업(GE, SIDEM과 컨소시엄)

꾸라야 민자 복합 화력 발전

4,000

2,850

삼성물산(ACWA파워와 컨소시엄)

라빅 2 민자 발전소

2,100

1,214

삼성물산

아브까이끄, 라스 타누라,
하위야 열병합 발전소

900

650

삼성엔지니어링

슈아이바 2 복합 발전소

1,238

1,250

대림산업

얀부 발전소 확장 5, 6 단계

500

720

한화건설

리야드 PP12

2,175

1,300

GS건설(아라비안 벰코와 컨소시엄)

라빅 중유화력 발전소

1,204

2,500

한국전력공사(ACWA와 공동투자)
한국서부발전(NOMAC과 O&M 공동수행)

주: ENGIE와 SIDEM은 프랑스, 아라비안 벰코와 ACWA파워, NOMAC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다.
자료: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현대중공업 홈페이지(2011), 홍보, 보도자료(검색일:
2017. 5. 10); 현대중공업 홈페이지(2012), 홍보, 보도자료(검색일: 2017. 7. 4); 삼성물산 홈페이지(2011), 건설부문,
홍보센터, 보도자료(검색일: 2017. 5. 10); 삼성물산 홈페이지(2013), 건설부문, 홍보센터, 보도자료(검색일: 2017.
7. 4); Arabian Bemco, Press Roo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1);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2009), 사이버홍보
실, 보도자료(검색일: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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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기업이 수주한 UAE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
(단위: MW, 백만 달러)

프로젝트

용량

금액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5,600

18,600

미르파 민자담수 발전 플랜트

1,600

988

슈웨이하트 3 민자 발전소

1,600

1,400

제벨 알리 L 담수 발전 2단계

1,200

912

제벨 알리 M 발전소

2,000

1,700

수주기업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안살도와 컨소시엄)
한전(ADWEA, 스미토모상사와 공동사업주)
대우건설(지멘스와 공동 EPC 계약)
현대건설(피지아와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주: 안살도, 피지아(Fisia Italimpianti)는 이탈리아 기업이다.
자료: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김정환(2016. 10.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23); 샙연합뉴스샚(2014. 7.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0); 윤용환(2011. 5.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1).

전소 건설 등 사우디아라비아 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였다.
프로젝트 금액은 각각 32억 달러, 3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UAE와 이집트에서도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진출이 이어져 왔다(표 3-4, 3-5
참고). UAE에서는 한전이 체결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 계약이 186억 달러로 가
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2016년 한전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권을 추가로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6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여 49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110) 또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UAE
표 3-5. 한국기업이 수주한 이집트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
(단위: MW, 백만 달러)

프로젝트

용량

금액

수주기업

비고

아시유트 및 카이로
웨스트 화력 발전소

650MW급
터빈 및 발전기
각 1기

137

두산중공업

터빈, 발전기 공급 및
설치

수에즈 화력 복합 발전소

650

15

현대건설, 대우건설

변압기 공급 및 설치

아인 수크나 발전소

1,300

330

두산중공업

보일러 공급 및 설치

자료: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두산중공업 홈페이지(2016), 뉴스&미디어, 뉴스(검
색일: 2017. 5. 9).
110) 김정환(2016. 10.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23).

70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그림 3-5. 지역별 FSRU 용량 추이
(단위: 백만 ㎥/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Natural Gas(검색일: 2017. 4. 11).

내 민자 발전소 및 담수 발전플랜트 건설에 참여해왔다.
이집트에서는 발전소 기자재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다. 두산중공업은 아인
수크나 발전소와 아시유트 및 카이로 웨스트 발전소에 각각 보일러와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ㆍ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공
동으로 수에즈 복합 화력 발전소에 변압기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중동지역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스 수요 및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
며 가스 수입국의 수입방식 다각화 방안 중 하나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가 주목받고 있다.
FSRU는 기존의 육상 터미널보다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
에 급격히 증가한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111)
또한 소규모로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적합한 방식으로 중동지역에서도 FSRU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5 참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모두 천연가스 보유국이지만 생산된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자국 내에서 소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수출과 수
111)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A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2.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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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MENA 지역의 FSRU 도입 현황
(단위: 십억 ㎥/연)

위치

용량

두바이 제벨 알리

4.9

아부다비 루와이스

1.4

아인 수크나 1

5.7

아인 수크나 2

7.7

국가
UAE
이집트
쿠웨이트

미나 알아흐마디

7.5

요르단

아까바

7.5

자료: APICORP(2016c), p. 2; Golar LNG, FSR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Arabian Oil and Gas(2016.
9.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4. 25).

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UAE와 이집트에서는 가스의 수
출과 수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천연가스 총생산량이 약 900
억 ㎥에 달했던 UAE의 2015년 천연가스 수입규모는 271억 ㎥를 기록하였으며
132억 ㎥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12) UAE는 2008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입
국으로 전환되었는데,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수
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수입량을 늘려야 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UAE 천연가스 소비규모는 연평균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3) UAE
는 천연가스 수입의 대부분을 카타르, UAE, 오만을 잇는 돌핀 에너지 파이프라
인을 통해 카타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UAE는 FSRU 2기를 보유 중으로 두바
이 제벨 알리와 아부다비 루와이스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표 3-6 참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한 이집트는 2015년부터 LNG
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홍해에 위치한 아인 수크나 항에 FSRU를 도입하였
다.114) 이집트 국영 가스기업 EGAS는 노르웨이 호그(Hoegh) LNG와 5년간
112) OPEC(2016), p. 103, p. 106, p. 108.
113) EIA, Countries, Analysis, United Arab Emirates(검색일: 2017. 4. 10).
114) 이집트 가스 생산량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약 627억 ㎥에 달했던 생산
량은 2015년 443억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수출규모도 2009년 183억 2,000만 ㎥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15년에는 25억 7,380만 ㎥로 전년대비 50%
하락하였다. OPEC(2006), p. 64, p. 93; OPEC(2011), p. 34, p. 56; OPEC(2016),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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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RU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4월 첫 번째 FSRU를 인도받았으
며 2015년 10월 노르웨이의 BW가스로부터 인도받은 두 번째 FSRU가 운영에
들어갔다. 이집트는 세 번째 FSRU 시설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국내 수요 재평
가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115)
FSRU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및 짧은 건설기간의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도
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FSRU는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고 소규모 용
량을 육상 터미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운영을 시
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가스 수요
는 전력 수요증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
승이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은 중기적으로 FSRU를 활용
하여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FSRU 선박 건
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
년 하반기 이후 유가 하락으로 건설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FSRU 사업이 새
로운 유망 진출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16) 또한 선박건조부문에서
더 나아가 운영선사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SRU 사
업은 노르웨이의 호그 LNG와 골라 LNG, 미국 엑셀러레이트 등 일부 주요 선
사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FSRU 운영은 축적된 실적과 정비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선사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기업
중에서도 LNG 선박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므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FSRU 운영부문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FSRU는 운
영선사의 매출이 큰 편이기 때문에 운영선사 육성은 국내기업이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117)

115) LNG World News(2016. 12.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2).
116)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A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2. 24, 서울).
117)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A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2.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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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모두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
에서 발전원 다변화를 위한 대체에너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118) 2015년 사
우디아라비아의 발전원은 석유가 51.3%, 천연가스 48.7%로 전력 생산을 석유
와 가스에 비슷한 비중으로 의존하고 있다(그림 3-6 참고). 그러나 사우디아라
비아는 향후 가스 발전 비중을 확대해 발전용량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119)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카타르 등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이나
전량을 내수용으로 소비하고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및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 플랜트 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특히 전력부문에서 원유 의존도를 줄여 수출을 늘리고
가스 발전을 확대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016년과 2017년 가스 발전
량은 전년대비 각각 6.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부터 가스 발전 비
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20)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
트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MEIM: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는 2017년 2월 ｢사
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9.5G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NREP: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사우디아라비
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 미만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신
118) 2015년 3개국의 화력 발전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99.96%, UAE 99.81%, 이집트 91.39%로 화력 발
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2016a), p. 15; BMI(2016e), p. 24; BMI(2016f),
p. 19 참고.
119)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하다.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8조 5,882억 ㎥, 총생산량은 1,198억 ㎥를 기록했다(OPEC 2016, p. 100, p. 103).
120) BMI(2016e),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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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원 구성(2015년)
(단위: %)

주: 2015년 추정치.
자료: BMI(2016e), p. 25.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2015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98.5%가 천연가스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어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
고). UAE는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UAE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을 활발히 추
진 중인데, 특히 원자력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발전용량 5,600MW를 증대
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현재 1,400MW급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건설 중이며
전체 공사의 79%가 완료되었다. 이 중 1호기는 초기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었으
며 UAE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는 필
요한 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1호기의 시스템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인
도하였다. 1호기는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 필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연방원
자력규제청(FANR: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의 운영허
가를 받아야 연료 적재와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다. ENEC은 2017년 5월에 1
호기의 가동 일정을 2018년으로 연기하는 안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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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UAE 발전원 구성(2015년)
(단위: %)

주: 2015년 추정치.
자료: BMI(2016f), pp. 19-20.

원전사업자협회(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등 국
제기구의 평가와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121) 2020년 4호기까지 건설이 완료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2%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22) 또한 UAE는 클린에너지를 강조하며 태양에너
지, 청정석탄 등을 통해 발전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바이
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 프로젝트를 통해
DEWA는 2020년까지 1,000MW의 발전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5,000MW를 증대할 계획이다. 두바이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약
65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3) 또한 두바이
는 지역 내 첫 청정석탄 발전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시얀(Hassyan) 발전소 건설
을 통해 발전용량 3,600MW를 증대할 예정이다.124)
121) ENEC, News&Event, Ne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3).
122) BMI(2016f), p. 16.
123) DEWA, News&Med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
124) 청정석탄기술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크게 석탄 업그레
이드 기술, 발전효율 향상기술, 오염저감기술로 구분된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로는 이산화탄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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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이집트 발전원 구성(2015년)
(단위: %)

주: 2015년 추정치.
자료: BMI(2016a), p. 15.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비해 발전원 구성이 다각화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71.9%, 석유
16.8%, 석탄 2.7%로 화석연료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8 참
고).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달리 이집트는 천연가스 부족사태에 직면하면서
2014년에 석탄을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25) 현재 이집트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로는 4,640MW 규모의 하므라웨인(Hamrawein)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 3,960MW 규모의 아윤 무사(Ayoun Moussa), 2,000MW
규모의 사파가(Safaga) 석탄 발전소 등이 있다. 그러나 아윤 무사 발전소의 경
우 아직까지 프로젝트 투자 MOU를 체결한 UAE 알 누와이스(Al-Nowais)사
와 이집트 간 계약조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하므라웨인 프로
젝트는 이집트 전력부의 입찰내용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126) 또한 2016년 하
반기 이집트 정부는 2015년에 개최된 경제개발회의(EEDC: Egypt Economic
집 및 저장,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을 포함한
석탄가스화 기술 등이 있다(배국진 2012, p. 1).
125) Ahram(2016. 1.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8).
126) Farag, Mohamed(2017b. 1.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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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nference)에서 MOU가 체결된 일부 프로젝트의 협상을 연
기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쿠웨이트 투자회사 싸르와(Tharwa)와 체결한
11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127) 이 프로젝트는
6,000MW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단일부지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이다.128) 이와 같이 대규모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의 추진에
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이 지연되면서 이집트 내 석탄 발전 비중은 계획보다 더
디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저유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국가들은 에너지부문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부문 투자가 우선시될 것으
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역 내 에너지부문에 계획된 투자
규모는 6,2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전력부문 투자가
2,07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9)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와 전통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개
발을 추진해왔으며 2010년 킹압둘라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을 설립하였다.
KACARE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KACARE는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17.6GW, 태양에너지 발전용량을 41GW로 늘리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130)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2015년에 목
127) Farag, Mohamed(2016. 12.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8).
128) Mubasher(2015. 3.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8).
129) APICORP(2017a), pp. 3-4.
130)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Future Energy, The Vision(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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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원 다변화 계획
관련 기관 또는 계획

기한

세부 내용

KACARE

2040년 ∙ 원자력 발전 17.6GW, 태양에너지 발전 41GW 목표

비전 2030

2023년 ∙ 신재생에너지 발전 9.5GW 목표

NTP 2020

∙ 원자력에너지 도입 관련 국제 및 국내 안전기준 준수율 100% 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및 에너지 믹스에서의 비중을 각각 3,450MW,
2020년 4%로 확대
∙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 7,774
개로 확대

자료: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Future Energy, The Vis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0);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b), p. 49;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a),
p. 74.

표기한이 2040년까지 연장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131)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계
획 목표를 재수립하였다. ｢사우디 비전 2030｣은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
전용량 9.5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 개발, 제조 등 신재
생에너지 밸류체인에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132) 한편 국가변혁프로그
램 2020은 비전 2030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2020년까지의 중간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국가변혁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KACARE의 핵
심 성과지표에는 안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를 살펴보면 안전기준부문에서는 원자력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국제 및 국내 안전기준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
너지 발전용량 및 에너지 믹스에서의 비중을 각각 3,450MW, 4%로 확대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수를 7,774개로 늘리기로 하였다
(표 3-7 참고).133)
자료, 검색일: 2017. 3. 20).
131) BMI(2016e), pp. 12-13.
132)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b), p. 49.
133)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a),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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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2017년 경제적 요건과 환경적 목표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 계획을 발
표하였다.134) 205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이번 계획에서 UAE는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6,000억 디르
함(약 1,635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
며 에너지 믹스에서 클린에너지의 비중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발전부문
에서의 탄소발자국을 70% 감축시킬 계획이다.135) 2050년까지 발전원 구성은
클린에너지 44%, 가스 38%, 청정석탄 12%, 원자력 6%를 목표로 하고 있
다.136) 한편 각 에미리트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
며 2015년 두바이 정부는 클린에너지 전략 2050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 클
린에너지 전략 2050은 두바이를 클린에너지,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00억 디르함(약 272억 달러)을 투자
해 그린펀드(Green Fund)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500억 디르함(약 136억
달러)을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에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37) 솔라파크는 대규모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 2030년까지 5,000MW
의 발전용량을 갖출 예정이다. 두바이는 클린에너지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두바이 전체 전력의 7%를 클린에너지로 충당하고 2030년까지 25%, 2050년
까지 그 비중을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를
천연가스 61%, 태양에너지 25%, 청정석탄과 원자력 각각 7%로 다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3-8 참고).138)

134) UAE Ministry of Energy, Media Centre, Ne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
135) 클린에너지는 연소과정에서 탄소산화물(COx), 황산화물(SOx), 탄화수소(CHx)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보통 화석연료 이외에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칭하
나 원자력, 지열 등은 완전한 클린에너지로 보지 않는다(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
실, 에너지단어사전, 검색일: 2017. 6. 11).
136) UAE Ministry of Energy, Media Centre, News(검색일: 2017. 4. 2);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UAE 부통령 겸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UAE의 클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미
한다(Al Jazeera 2017. 1.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11).
137) Gulf News(2015. 11.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30).
138) DEWA, News&Med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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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UAE 발전원 다변화 계획
관련 기관 또는 계획

에너지 계획 2050

두바이 클린에너지
전략 2050

기한

세부 내용

2050년

∙ 2050년까지 6,000억 디르함(약 1,635억 달러) 투자 계획
∙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클린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
∙ 발전부문에서 탄소발자국 70% 감축
∙ 2050년까지 클린에너지 44%, 가스 38%, 청정석탄 12%,
원자력 6% 목표

∙ 1,000억 디르함(약 272억 달러)을 투자해 그린펀드(Green
Fund)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500억 디르함(약 136억 달
러)을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에 투자 계획
2020~30년
∙ 2020년까지 두바이 전체 전력의 7%를 클린에너지로 충당,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75％까지 확대

자료: UAE Ministry of Energy, Media Centre, Ne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 Gulf News(2015. 11.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3. 30).

이집트는 가스 등 발전용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
및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등의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에 이집트 에너지 최고위
원회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로 설정한 바 있으
나, 이후 이집트 전력신재생에너지부는 2015년에 다시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
전용량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39) 이에 따
르면 2022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57% 수준으로, 수력 발전 비중은 3%로
낮아지는 반면 석탄 발전은 15%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2016년에 ｢이집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 목표
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비중은 27%, 수
력 비중 5%, 태양에너지 16%, 풍력 14%, 석탄 29%, 원자력 9%로 바뀌게 되어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중은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표 3-9 참고).140)

139)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 National Strateg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2);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2015), p. 6.
140) 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form(2016),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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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이집트 발전원 다변화 계획
계획 및 관련 기관

기한

세부 내용

전력신재생에너지부

2022년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용량 비중 25%로 확대

이집트 비전 2030

2030년

석유 및 가스 27%, 수력 5%, 태양에너지 16%, 풍력 14%,
석탄 29%, 원자력 9% 계획

자료: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2015), p. 6; 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
ive Reform(2016), p. 97.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앞서 설명한 발전원 다변화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체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
비아는 2017년 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1
단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1단계는 사우디아라비
아 북부 알자우프 주 사카카 지역에 3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따부
크 주 미드얀 지역에 40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사우
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청(REPDO: 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은 심사를 통해 태양광부문 관련 27개사, 풍력 관련 24
개사를 운영 및 기술(Managing member and Technical member), 운영
(Managing member), 기술(Technical member)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
하였다(표 3-10 참고). 국내기업 중에서는 한전이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운
영부문에서 선정되었으며 한화큐셀이 태양광 프로젝트 기술부문에서 선정되
었다.141) 이번 프로젝트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주로 유럽, 미국, 일본 기
업이었으며 프랑스의 EDF 에너지 누벨(EDF Energies Nouvelles)과 엔지
(Engie), 이탈리아 에넬(Enel), 일본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등은 두 개 프로젝
트 모두 운영 및 기술 부문에서 선정되었다. 중동지역 기업들 중에서는 사우디
141) 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 Opportunities, Past Opportuniti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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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1단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 기업
구분

운영 및 기술

운영

기술

태양광

악시오나(스페인)
ACWA파워(사우디)
벨렉트릭(독일)
EDF 에너지 누벨(프랑스)
퍼스트솔라(미국)
에넬그린파워(이탈리아)
엔지(프랑스)
마루베니(일본)
미쓰이(일본)
토털(프랑스)

마스다르(UAE)
코브라(스페인)
JGC(일본)
네브라스파워(카타르)
한국전력공사(한국)
SNC-라발린(캐나다)
쇼지츠(일본)
TNB(말레이시아)

캐나디안 솔라(캐나다)
에너파크(독일)
FRV(스페인)
GCL뉴에너지(중국)
한화큐셀(한국)
이베르드롤라(스페인)
진코솔라(중국)
트리나솔라(중국)
TSK(스페인)

풍력

마스다르(UAE)
악시오나(스페인)
코브라(스페인)
EDF 에너지 누벨(프랑스)
에넬그린파워(이탈리아)
엔지(프랑스)
가메사(스페인)
GE(미국)
마루베니(일본)
미쓰이(일본)
도요타통상(일본)

ACWA파워(사우디)
JGC(일본)
한국전력공사(한국)
네브라스파워(카타르)
SNC-라발린(캐나다)
쇼지츠(일본)

일렉노어(스페인)
에네르콘(독일)
골드윈드(중국)
이베르드롤라(스페인)
지멘스 GmbH SPV(독일)
Voltalia SA(프랑스)
베스타스(덴마크)

자료: 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 Opportunities, Past Opportun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2).

아라비아 ACWA파워가 태양광 운영 및 기술 부문과 풍력 운영부문을 통과하
였으며 UAE 마스다르(Masdar)가 태양광 운영부문과 풍력 운영 및 기술 부문
을, 카타르 네브라스(Nebras)가 태양광과 풍력 운영부문 심사를 통과하였다.
한편 태양광 기술부문에서는 GCL뉴에너지,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등의 중국
기업이 포함되었다.
UAE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무함
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 사업을 통해 1단계 13MW, 2단계
200MW, 3단계 800MW, 4단계 200MW 규모의 태양광 및 집광형 태양열 발
전소(CSP: Concentrated Solar Power)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
련된 혁신센터, R&D 센터, 교육 및 훈련 센터 등도 설립될 예정이다.1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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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3단계까지 발전소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1월에는 4단계 프로젝트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RFP)가 발급되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각각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 사우디아라비아
ACWA파워 및 스페인 TSK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3단
계는 UAE 마스다르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 중이다.143)
3단계 사업에는 스페인 기업인 그란솔라(Gransolar), 악시오나(ACCIONA)와
이탈리아의 겔라(Ghella)가 EPC 업체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144) 3단계 사업
은 입찰 당시 발전단가가 KWh당 2.99센트로 2단계 입찰 시 세계 최저가였던
KWh당 5.84센트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하락하며 최저가 기록을 경신하였
다.145) 이후 아부다비 스웨이한 민자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본
마루베니와 중국 진코솔라는 KWh당 2.42센트를 제시하는 등 발전단가가 빠
른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146) UAE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
중할 예정으로 화력 발전 신규 발주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UAE는
전력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면서 수요 부족분을 화력 발전으로 충
당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전력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3-11 참고).147)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함께 원자력 발
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과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소형 원자로 SMART의 건설 전 설계(PPE:

142) DEWA(2016), p. 17.
143) DEWA, Customer, Innovation, Solar Par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4).
144)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145) Masdar, Masdar Clean Energy, UAE Projects,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Phase 3(검색일: 2017. 5. 15); LeAnne Graves(2015. 7. 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5).
146) MEES(2017. 3.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5).
147) UAE 진출 한국기업 B사 관계자 인터뷰(2017. 5. 16, UAE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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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3개국 주요 대체에너지 프로젝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프로젝트명

발주처

용량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MEIM

9.5GW

따이바 태양광 복합 화력 발전소

SEC

3,780MW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ENEC

5,600MW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

DEWA

5,000MW

스웨이한 민자 태양광 발전소

ADWEA

1.2GW

알 다브아 원자력 발전소

NPPA

4,800MW

통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EETC

2,000MW

이집트

자료: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MEES(2017. 3.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5).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SMART 원전 공동개발 등 SMART 원전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48) 이집트도
원자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2015년 11월 이집트 원자력발전청(NPPA: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은 러시아 로사톰(Rosatom)과 알 다브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비용을 대출해주고 35년간 전력 판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계
획이다. 그러나 계획기간이 확정되지 않고 투자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프로
젝트 진행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149)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의 신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에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진출해온 반면 한국기
업은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향후 대체에너지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
도 진출부문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기업의 신재생에
너지 프로젝트 수주가 미미하기는 하였으나 한전이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 발전
148) UAE 진출 한국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7. 5. 16, UAE 아부다비).
149) BMI(2016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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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에 성공하였고, 한화큐셀, OCI 등 한국기업들도 태양광에서 경쟁력
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50)
또한 에스에너지, 광명전기 등 국내 중소기업의 태양에너지 시장 진출도 이
어지고 있다. 에스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기업 중 처음으로 쿠웨이트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향후 쿠웨이트 정부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그동안 당해 기업이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지역 내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쿠웨이트 현지 협력사와의 협업을 확대해왔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51) 광명전기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152) 또한 국내 태양광에너지 기업인 JSPV는 카타르 국
영 태양광 업체인 솔라테크놀로지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한 이후 카타르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153) 이와 같이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시장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여, 내수판
매, 공동수출, 합작투자기업 설립 등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대해나가
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54)

150) 한전은 89.1MW 규모의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 발전 사업을 100% 단독 지분투자를 통해 수주하였
다. 사업비는 약 1억 8,400만 달러이며 한전은 한국수출입은행, 미즈호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파
이낸싱(PF)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는 중동지역 내 첫 풍력사업 진출사례로 한전은 2018
년 발전소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을 통해 약 5억 7,000만 달러의 전기 판매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은지 2017. 2.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28).
151) 안희민(2017. 1.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
152) 진시현(2015. 3.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
153) 한국에너지공단(2017), 기후변화대응, 해외진출지원 오픈플랫폼, 해외진출 성공사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28).
154) 에스에너지 관계자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4. 27,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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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은 정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 발전사업(IPP)과 민자 담수 발전사업(IWPP)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55)
사우디아라비아는 SEC가 발전부터 송배전까지 전력산업의 대부분을 관장
해왔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직통합형 독점기업인 SEC를 분할하고 전
력시장을 개편하여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력부
문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관인 전력규제청(ECRA: Electricity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였으며 ECRA는 라이선스 발급, IPP 관리,
요금 설정 및 변경,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에 SEC는 전력 프로
젝트에서의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IPP 관련 국제 컨설팅
기업들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156) 사우디아라비
아는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목표 중 하나로 IWPP 프로젝트 자본의
60%까지를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산업도시인 얀부
와 주바일을 제외하고는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
하고 있다.157) 2015년 기준 SEC가 전체 발전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SEC의 비중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다.158) 그러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사우디

155) IPP는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비용효율적이며 프로젝트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APICORP 2016b, pp. 1-2).
156) SEC(2015), p. 50.
157) BMI(2016e), p. 42; Jeddah Chamber(2016), p. 8.
158) SEC, Investor Relations, SEC At Glance, Background on Core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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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인프라 사업 관련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생기
고 있으며 재정압박이 지속될수록 외부금융 의존도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반기 SEC의 차입규모는 이미 2014년과 2015년 기록한 37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등 향후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SEC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
자를 유치하거나 IPP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59) 사우디아라비
아에서는 메카의 라빅 1, 리야드 PP11 등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2013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갔으며 2017년 현재 주요 IPP 프로젝트로는 라빅 2, 파드힐리
프로젝트 등이 있다(표 3-12 참고).160)
UAE는 각 에미리트가 개별적으로 전력산업을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프로그
램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비에서는 2000년에 처음 IWPP 방식으로
민자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IWPP 프로젝트가 발주되다가 2011년
에 첫 번째 IPP인 슈웨이하트 3 건설이 시작되었다.161) 아부다비는 민자 발전
사업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아부다비의 IWPP 발전용량
비중은 98%로 2015년 기록한 96%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2) 두
바이에서도 IPP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DEWA는 중동 내 첫 번째 청
정석탄 발전 프로젝트인 하시얀 발전소를 IPP로 발주하였으며 IPP 방식을 통
한 단일부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사업인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 파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1960년대 전력부문을 국유화한 이후 정부가 전력산업을 주도
하고 있다.163) 그러나 이집트도 전력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집트는 1990년대 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에 들어갔
으며 제한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IPP, BOOT 방식의 민간 발전소가 도
159) APICORP(2016b), p. 2.
160) SEC(2015), pp, 50-51.
161) APICORP(2016b), p. 2.
162) ADWEC(2016), p. 134.
163) BMI(2016a),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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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3개국 주요 IPP 및 IWPP 프로젝트
(단위: MW)

국가

프로젝트명

용량

꾸라야 민자 복합 화력 발전소

4,000

라빅 2 민자 발전소

2,100

파드힐리 복합 화력 발전소

1,519

사우디아라비아

미르파 민자 담수 발전 플랜트

1,600

슈웨이하트 3

1,600

하시얀 청정석탄 발전소

3,600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솔라파크

5,000

다이루트 발전소

2,250

UAE

이집트

자료: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이집트 최초의 민자 발전소 3기가 시디 케리르(Sidi
Kerir), 수에즈(Suez), 포트사이드(Port Said) 지역에 각각 건설되었고 이를
통해 발전용량이 2,048MW 증대되었다.164) 이후 이집트 정부는 다이루트
(Dairut) 발전소 등 민자 발전소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집트가 발전 플랜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IPP 등 민자사업 유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집트 내 IPP, BOOT
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은 2014/15 회계연도 기준 1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
타났다.165)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파가 및 아윤 무사 IPP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
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166) 2016년 초 이탈리아 에너지 업체
에넬은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절하를 우려하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철수
한 바 있다.167) 향후 이집트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64) BMI(2016a), p. 42.
165) Egyption Electricity Holding Company(2016), p. 20.
166) EIKON, MENA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167) APICORP(2016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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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화 추진
경제상황 및 시장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각국은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하면서 정부 주도의 시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각국은 수직통합적인 국영 전력회사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ECRA는 전력시장 민영화를 위해 전력
산업 구조조정 계획(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Plan)하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SEC의 발전, 송전, 배전 부
문을 분할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송전회사 설립과
발전 및 배전 부문의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전력
직접구매 허용도 촉진하고 있다.168)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4년 전력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국영 전력회사 SEC를 4개 발전회사를 비롯한 6개 회사
로 분할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169) 이후 ECRA는 SEC 분할이 2015년에
시작되고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SEC의 분할은 계
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UAE는 전력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민
영화 위원회를 조성하였다. 1998년에 위원회는 아부다비 수전력부(ADWED)
폐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전력부문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으며 ADWED는
ADWEA로 전환되었다.170) 아부다비는 발전부문 민영화와 단일구매자(single
buyer)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1998년 전력부문의 분할을 시도하였다.
ADWEA는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자자와 합작기업 형태로 9개의 독
립 수전력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DWEA와 투자자의 지분은 각각
60%, 40%이다.171), 172) 아부다비 전력 생산은 대부분 IPP를 통해 이루어지고
168) Jeddah Chamber(2016), p. 8.
169) BMI(2016e), p. 43.
170) BMI(2016f), p. 35.
171) 9개 회사는 Emirates CMS Power Company(ECPC), Gulf Total Tractebel Power(GTT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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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ADWEA가 프로젝트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일구매자
인 아부다비 수전력회사(ADWEC)는 IPP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여 아부
다비 배전회사(ADDC: Abu Dhabi Distribution Company)와 알 아인 배전
회사(AADC: Al Ain Distribution Company)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173)
이집트의 전력산업은 2000년까지 이집트 전력지주회사(EEHC)의 전신인
이집트 전력청(EEA)하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2000년 이후에 발전,
송전, 배전 등 각 부문별로 사업체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EEHC는 발전부문 6개사,
배전부문 9개사, 이집트 송전회사(EETC: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등 산하에 16개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여전히 전력부문에서 지배
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74) 왜냐하면 송전과 배전 부문은 모두 EEHC 산하
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판매부문도 이집트 송전회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였
기 때문이다.175) 다만 발전부문은 EEHC 산하 6개 기업이 대부분의 전력을 생
산하고, 나머지는 3개 IPP와 신재생에너지청(NREA: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집트의 재정문제가 부각되면서 전력부문의 개혁이 다시 추진되어, 2015
년 2월에는 전력시장을 좀더 경쟁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승인되
었다.176) 이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의 단일구매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발전
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부문도 복수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Shuweihat CMS International Power Company(SCIPCO), Arabian Power Company(APC),
Taweelah Asia Power Company(TAPCO), Emirates SembCorp Water & Power
Company(ESWPC), Fujairah Asia Power Company(FAPCO), Ruwais Power Company(RPC),
Shuweihat Asia Power Company(SAPCO)이다.
172) ADWEC, About Us, Our partne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8).
173) USAID(2012), p. 17.
174) BMI(2016a), p. 37.
175) APICORP(2016a), p. 2.
176) BMI(2016a),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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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중동지역 발전부문에 활발히 진출하였으나 대부분
EPC 사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간 저가 수주경쟁으
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발주처와의 계약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발주처가 프로젝트 관리ㆍ감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업
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S건설이 수주한 리야드 PP12 사업은 발주처의 준공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준공이 지연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발주처가 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서 원가가 상승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177)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발전 담수 플랜트 3단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사
가 5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양측이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서 발주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다.178)
따라서 국내기업은 EPC 계약업체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민자 발전 프로젝
트에 사업주(developer)로 참여함으로써 발주처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시
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물산이 수주한 라빅 2 및
꾸라야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EPC 기업으로의 참여 외에도 지분투자기업으로서 수익원을 다양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79) 또한 한전은 1,200MW 규모의 라빅 중유화력 발전소 프로
젝트에 사업주로 참여하여 발전소 운영에 기반한 추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
다. UAE에서는 한전이 슈웨이하트 3 프로젝트에 사업주로 참여하였으며, 여
기에 대우건설이 EPC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산 콘텐츠 비중을 높이는 역
할을 하였다.
177) 고설봉(2016. 8.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5).
178) 한현용(2017. 1.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5).
179) 삼성물산 건설부문 블로그(2013), Trusted Builder, 뉴스(검색일: 2017. 5. 12).

92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향후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의 발전부문 진출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
득하기 위해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에는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
로벌 투자개발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금융조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180) 이를 통
해 국내기업은 시공단계를 넘어 사업기획, 금융주선, 플랜트 운영 및 관리 등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투자개발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투자개발
형 사업 진출에 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5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4. 소결
중동지역 전력산업은 수요증가에 따른 규모 확대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역 내 주요 전력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의 전력 생산과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각국
은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을 발표하고 발전부문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또한 화력 발전에 치중된 에너지 믹스에서 탈피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력 수요증대로 인한 발전연료용 석유
및 가스 소비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감소 등이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동국가들의 민간투자 의존도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PP나 IWPP 형태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중동지역의 전력 판매시장은 기존 단일구매자방식의 독점적 시장에서 벗어나
좀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180) 김순환(2016. 4.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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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모두 발전 인프라 확충, 발전원 다변화, 민간
투자 및 민영화 확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국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생산과 소비가 중동지역 내 가장 큰 국가로 그
증가세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발전원에서 석유와 천연가
스가 각각 50% 정도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가스 발전을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181)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비화력 발전부문으로의 진출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AE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천연가스가 거의 유일한 발전원으로 그 비중이 98%에 이르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클린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
께 중동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청정석탄 발전소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비해 민간부문 참여 비중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IPP 및 IWPP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으
며 클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UAE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IPP 방
식으로 발주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IPP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투자개발기업으로서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태양
광 발전에서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세부 부문별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지 시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182)

181) 복합 화력 발전부문에서는 가스터빈을 비롯해 배열회수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등 관련 부품 및 기자재 진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2016년 산업용 보일러 전문업체인
웰크론강원은 이란에 96억 원 규모의 HSRG 3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정두현 2016. 10.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28).
18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6), pp.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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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국가별 발전부문의 특징 및 유망 진출분야
구분
발전
인프라
확충

발전원
다변화

사우디아라비아
∙ 급격한 전력 소비 증가
∙ 2032년까지 발전용량
123GW 목표

∙ 석유와 가스에 의존
∙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
(석유 51%, 가스 49%)
(천연가스 98%)
∙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 클린에너지 비중
9.5GW 목표
2050년까지 50% 목표

∙ SEC가 전체 발전용량의
민간투자
70% 이상을 차지
및
∙ SEC 6개 회사로 분할
민영화
계획
유망
진출
분야

UAE
∙ 1인당 전력 소비량 높은
수준 유지
∙ 2030년까지 발전용량
21GW 증대 계획

∙ 2016년 아부다비 IWPP
발전용량 비중 98%
∙ 아부다비 9개 독립
수전력회사 설립 및 운영

∙ 가스 복합 발전, SMART ∙ 태양광 발전, 청정석탄
원전 수출 및 전문인력
발전
양성, 태양광 발전

이집트
∙ 발전용량 부족으로 신규
발전소 도입 빠르게 진행
∙ 2022년까지 전력 설비
54GW 증설 계획
∙ 천연가스(72%), 석유(17%),
수력(8%), 석탄(3%)으로
상대적으로 다각화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5%로 확대,
2030년까지 석탄 비중 29%
계획
∙ IPP, BOOT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 10% 미만
∙ 재정문제가 전력부문 개혁
촉진
∙ 석탄 발전, FSRU 설치 및
운영ㆍ관리

자료: 3장 1∼3절의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정리.

한편 이집트에서는 전력 부족문제에 대응하여 화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가스와 석탄 발전소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력
발전용량이 연평균 14%의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8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화력 발전 건설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발전연료용 가스 수요증가로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FSRU) 도입의 가능성도 크다. 이는 FSRU 선박 건조
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들에 유망 진출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향후 FSRU 운영까지 사업분야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자 유치가 어려워 사우디아
라비아나 UAE에 비해서는 추진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3) BMI(2016a), p. 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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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4. 소결

중동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인구증가와 산업개발 등으로 인한 전력 소비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발전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요 산유국 정부의 재정수
입이 감소하면서 이전과 같이 발전 인프라 확충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동국가들은 전력
공급과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현대화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
함으로써 송배전 손실률을 낮추고 전력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전력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효율등
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규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우
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
선정책을 살펴보고, 부문별 기업 진출사례 및 유망 분야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
내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중동 주요국의 송배전망 정책은 역내 전력망 통합과 고압 송배전망 구축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GCC 국가들은 역내 전력망을 400kV의 고압직류송전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을 통해 연결하는 ‘GCC 지역 통합전
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4-1 참고).184) 이 프로젝트는 GCCIA(Gulf
184)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전력을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소비자에 공급될
때에는 다시 교류전력으로 재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 송전거리에 제한 없이 일정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전력 크기 및 방향의 제어가 가능하고 고장 발생 시 대규모의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EPCO and Grid Solutions Joint Venture 홈페이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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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가별 전력망 연결 및 송배전망 현대화 관련 정책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변혁프로그램
(2020년 목표)
GCC 통합전력망 구축

UAE
이집트

정책 목표

주요 정책

에미리트 국가
전력망 프로젝트

∙ 연간 5분 이상 정전횟수 6.36회에서 3회로 축소
∙ 연간 정전시간 262분에서 120분으로 축소
∙ 3단계 과정을 거쳐 GCC 전체 지역을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
∙ 자국 내 전 지역의 전력계통 연결

이집트ㆍ사우디아라비아 ∙ 16억 달러를 투자하여 양국간 전력망 개통 및 전력 거
래를 통한 전력 공급애로문제 완화
간 전력망 연결

자료: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2016a), p. 51; 박정현(2012. 5.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Grid Integration Effect on GCC countries’ Power Rental Market”(2015. 9.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 BMI(2016e), p. 8.

Cooperation Council for Interconnection Authority)가 업무 총괄 및 관
리ㆍ감독을 담당하고 있다.185), 186) GCC 지역 통합전력망 구축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GCC 6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4개국을 연결하는 GCC 북부 전력망 구축사업이다. 이는 4개국을 가공
선(overhead line)과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완공되었
다. 2단계는 UAE와 오만을 연결하는 남부 전력망 구축사업이며, 3단계는 남부
와 북부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그림 4-1 참고).187) 이 프로젝트의 완공
으로 사우디아라비아 1,200MW, 쿠웨이트 1,200MW, UAE 900MW, 카타르
750MW, 오만 400MW의 전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기준 GCC
통합전력망 활용률은 GCC 전체 전력 공급의 8%를 차지하였으며, GCCIA는
2019년까지 활용률이 급증하여 GCC 전체를 기준으로 약 6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88) 그리고 에너지절감효과가 현실화되면 2019년
업 소개, HVDC란? 검색일: 2017. 4. 23).
185) GCCIA는 전력 송배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GCC 국가들이 설립한 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SEC
가 전체 지분의 31.6%를 소유하고 있다(BMI 2016e, p. 42).
186) BMI(2016e), p. 30.
187) 박정현(2012. 5.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188) “Grid Integration Effect on GCC countries’ Power Rental Market”(2015. 9. 28,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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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CC 통합 전력망

주: 실선은 GCC 통합전력망, 점선은 UAE 자체 전력망이다.
자료: GCC Interconnection Authority. Projects. Geographic Map(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이후 전력망의 용량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189)
GCCIA는 국가간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2010년부터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전력 거래는 이후 5년
간 1,100여 건이 이루어졌다.190) 지금까지 GCC 회원국간 전력 거래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GCCIA는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 거래
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규모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191)
검색일: 2017. 4. 10).
189) “Grid Integration Effect on GCC countries’ Power Rental Market”(2015. 9.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
190) “Grid Integration Effect on GCC countries’ Power Rental Market”(2015. 9.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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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통합전력망은 주변국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GCC 지역 전력망을 통합하는 것과 함께 이집트와의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낮에 전력 소비가 많
지만, 이집트는 저녁 이후에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특성을 보인다. 양국은 중점
전력 사용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주로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전력
을 수입하는 형태의 전력망 연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192) 이를 위해
2016년 8월 이집트 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총 16억 달
러 규모의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193) 이것은 가공선 900km와
해저 케이블 16km로 구성된 전력망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총 3GW의 전력 거
래능력을 갖추게 된다.194) 이 사업은 500kV의 HVDC 송전선로와 이집트 바
드르(Badr),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Medina)와 타북(Tabuk) 지역 등 3개
변전소 건설사업도 포함한다.195) 요르단은 2016년 5월 자국의 전력망을 사우
디아라비아를 통해 GCC 통합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
다.196) 약 2억 4,000만~2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될 이번 프로젝트는 요르단
의 전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97)

나. 송배전망 현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송배전망 현대화를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191)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p. 57.
192) 외교부 홈페이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사우디ㆍ이집트 전력망 연결(검색일: 2017. 4. 24).
193) BMI(2016a), p. 8.
194) 노정민(2016. 5. 2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195) BMI(2016e), p. 8. 바드르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35km 거리에 있는 도시이
다.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수도인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약 820km 떨어
져 있다. 타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도 인접해 있으며, 리
야드로부터 서쪽으로 약 1,200km 거리에 있다.
196) BMI(2016e), p. 8.
197) Ghazal, Mohammad(2016. 5.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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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별 송배전 손실량(2014~19년)
(단위: TWh)

자료: BMI(2016a), p. 27; BMI(2016e), p. 31; BMI(2016f), p. 25.

있는 반면 UAE는 국내보다는 GCC 통합망 구성 차원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최대 전력 생산목표를 7만 1,940MW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부문에 3,350억 리얄(893억 달러)을 투자하는 계획
이외에 송전 및 배전 부문에 각각 1,210억 리얄(323억 달러)과 700억 리얄
(187억 달러)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198) UAE 정부는 2000년 이
후 자국 내 전 지역의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에미리트 국가 전력망(Emirates
National Grid)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199)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대부분
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200) 이에 따라 UAE는 [그림 4-2]와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배전망에서 발생되는 손실량 및 손실률이 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집트는 전력 손실률이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11%대(2014년 기준)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3 참고). 이집트 정부는 높은 전력 손실률
을 줄이기 위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 전력부 장관은
198) Jeddah Chember(2015), p. 9.
199) 박미진(2015b. 9. 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3).
200) BMI(2016f),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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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가별 송배전 손실률(2014~19년)
(단위: %)

자료: BMI(2016a), p. 27; BMI(2016e), p. 31; BMI(2016f), p. 25.

2017년 1월 자국 내 전력 수급 개선을 위해 송배전부문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향후 송전부문에 180억 이집트파운드(약 10억 달러), 배전부문에
370억 이집트파운드(약 2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중국국가전력망공사(Chinese State
Grid Corporation)가 이집트 내 1,210km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
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엘스웨디 일렉트릭(Elsewedy Electric)과 NCC(the
National Contracting Company)가 사말루트(Samalout)와 나가 하마디
(Naga Hammadi)를 연결하는 약 42억 달러 규모의 송전망을 건설하고 있
다.202) 또한 이집트 정부는 201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남부 헬완(Helwan) 발
전소와 사말루트(Samalout) 송전소 간의 500kV 초고압 송전망 건설 프로젝
트를 추진해왔다.203)

201) Farag, Mohamed(2017a. 1.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8).
202) Farag, Mohamed(2017a. 1.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8). 사말루트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부터 나일 강을 따라 남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다. 나가 하마디는 사말루트보다도
남쪽에 있으며, 카이로에서는 약 550km 남쪽에 위치해 있다.
203) Farag, Mohamed(2017a. 1. 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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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송배전망 현대화 부문에서는 전 세계 HVDC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BB가 2015년에 5개
의 변전소 확장을 비롯한 전력망 개선사업 프로젝트를 1억 5,000만 달러에 수
주한 바 있다.204)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태양광과 천연가스 복
합 화력 발전이 통합된 그린 두바(Green Duba) 발전소에 2016년 2,600만 달
러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송배전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
다.205) 한편 GE는 2017년 4월 아시르(Asir)와 자잔(Jazan) 지역에 4개의
132kV 신규 변전소를 설치하고 기설치된 변전소 4개의 성능을 개선하는 프로
젝트에 참여하고 있다.206)
이집트에도 알스톰, ABB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주요 송배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ABB는 1926년부터 이집트 전력 및 각종 산업 부문에 진출해
왔으며,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 지사를 두고 있다.207) 최근에는 나스르 자유
무역지대(Nasr City Free Zone)와 수에즈 자유무역지대(Suez Free Zone)에
생산기지를 비롯한 지역서비스센터를 구축하였고,208) 태양광, 풍력, 송배전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하고 있다.209) 알스톰은
204) “ABB wins $150m orders to strengthen Saudi power grid”(2015. 8.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05) “ABB wins $150m orders to strengthen Saudi power grid”(2015. 8.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06) “Saudi utility partners with GE to modernise grid network”(2017. 4.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5). 아시르와 자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있으며, 리야드로부터 각각 950km,
1,200km 떨어져 있다.
207) “ABB a Market Leading Company Shapes Egypt’s Smart & Green Future”(2016. 10. 7, 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6).
208) “ABB a Market Leading Company Shapes Egypt’s Smart & Green Future”(2016. 10. 7, 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6).
209) “ABB a Market Leading Company Shapes Egypt’s Smart & Green Future”(2016. 10. 7, 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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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이집트 송전회사(EETC)로부터 가스절연개폐장치 공급에 대한
1,2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10) 이외에도 이집트 독일 전력 제조
기업(Egyptian German Electrical Manufacturing Company)이 2017년
2월에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와 후르가다(Hurghada) 지역에 각
각 66kV, 220kV의 송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211)
국내기업 중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대한전선 등이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212) 2016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은 이집트 내 500kV급 GIS 변
전소 4~5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기자재 제공 및 금융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213) 대한전선은 2016년 1월 젯다와 리야드를 연결하는 95km 거
리의 380kV 케이블망 연결 프로젝트에 접속자재 공급 및 시공 프로젝트를 수
주하였다.214) 대한전선은 여기에 더 나아가 2017년 1월 380kV급의 케이블
송전로 118km를 구축하는 4,3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215)
그리고 2017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모하메드 알 오자이미 그룹(Mohammed
Al-Ojaimi Group)과 리야드에 ‘사우디 대한(Saudi Taihan)’으로 생산법인
을 설립하였다.216) 이는 고압 전력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2분
기까지 기본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3분기에는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217)
중동지역 송배전망 현대화 부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210) “Alstom Grid to build a Gas-Insulated substation for Egypt’s largest wind farm”(2012.
5. 1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0).
211) Farag, Mohamed(2017c. 2. 7, 검색일: 2017. 4. 17). 샤름 엘 셰이크는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으
며, 수도인 카이로로부터 약 470km 떨어져 있다. 후르가다는 이집트 남동쪽 해안가에 있는 휴양지
로 카이로로부터 약 450km 떨어져 있다.
212) 송배전망 관련 주요 기자재로는 변압기, 개패기, 다회로차단기, 계기류, 케이블 등이 있다.
213) 김지웅(2016. 3.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7).
214) 정지은(2016. 1.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
215) 대한전선(2017. 1. 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1).
216) 대한전선(2017. 2.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1).
217) 대한전선(2017. 2.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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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 하나는 초전도 케이블이다.218)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보다 효율성이 높은 초전도체를 사용한 케이블로, 송전 손실률은 1/10로
낮고, 송전용량은 5배 높은 저전압ㆍ대용량 송전이 가능한 선로이다.219) 우리
나라는 초전도 케이블 분야의 후발주자였으나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였고, 2016년에는 제주 금악 변환소에 세계 최대 규모인 154kV/600MVA
의 1km 케이블 실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220)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정책을 각각 살
펴보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향후 10년간 매년 3만 개의 스마트 미
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표 4-2 참고).221) 2015년 3월에는 사
우디 전력공사(SEC)가 향후 10년간 총 1,250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여
스마트 그리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222) 이러한 정책의지
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3.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23)
218) 초전도케이블 관련 부품 및 기자재로는 냉각시스템, 케이블 코어 등이 있다.
219) 한국전력공사(2016a. 3.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20) 한국전력공사(2016a. 3.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21) Eagle, Jennifer(2010. 12.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22) SEC. NewsDetails. SEC will install about 12 million smart meters by 2025 across the
kingdo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23) Northeast Group(2015), pp. 83-84.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규제기관인 ECRA(Electricity &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가 2016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부문 투자를 통해 8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Wilkinson, Philippa 2016. 11.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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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에미리트 중에서는 두바이가 스마트 그리드 도입 계획을 가장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13년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두바이를
ICT와 에너지가 결합된 최첨단도시로 바꾸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
한 바 있다.224) 같은 해에 지능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된 도시 건설이라는 목
표에 따라 ‘지능형 기술 이니셔티브 2013(Smart Technology Initiative
2013)’도 발표하였다.225) 2014년에는 2016년 1월까지 전력 및 수도 사용량
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20만 개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총
100만 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스마트 미터 이니셔티브(Smart Meters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226), 227) 그리고 2016년에도 ‘21 스마트 시티 이니
셔티브’를 제시하고 주차, 에너지, 폐기물처리 등에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228)
이집트는 2015년 8월에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총 4,000만 개
의 스마트 미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29) 이는 이집트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부(MER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와 정보통신부(MCIT: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는 프로젝트 시작 후 2년에 걸
쳐 300만 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차는 700만 개를 설치한 뒤 이를 기반
으로 3차에는 3,000만 개를 추가하여 이집트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30)
224) 한국전력공사(2015. 11. 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6).
225) Aguinaldo, Jennifer(2015. 10.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3).
226) Aguinaldo, Jennifer(2015. 10.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3); Dudley, Dominic(2015.
8. 2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3).
227) “HE Saeed Mohammed Al Tayer inaugurates 5th Smart Grids and Smart Meters
Summit”(2015. 10.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5).
228) “Dubai announces launch of 21 smart city initiatives”(2016. 2. 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5).
229) KOTRA(2015), p. 166.
230) 노정민(2015. 9.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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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가별 스마트 그리드 구축정책
국가

주요 정책

정책 목표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 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총 30만 개의
스마트 미터 설치

UAE

스마트 미터 이니셔티브

∙ 두바이 수전력청(DEWA) 주도로 2020년까지 100만
개의 스마트 미터 도입

이집트

스마트 미터 도입 사업

∙ 총 10년간 3차에 걸쳐 4,000만 개의 스마트 미터
설치

자료: Eagle, Jennifer(2010. 12.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Dudley, Dominic(2015. 8. 2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23); 노정민(2015. 9.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7).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중동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경제성을 입증하기 위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우디 전력공사는 2010년 6만 개의 스마트 미
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231) 이후 스마트 미터 제조기업인 이스
크레메코(Iskraemeco)는 5만 5,000개의 스마트 미터를 사우디 전력공사에
공급 및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
하였다.232) 이스크레메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 열과 습
기에 강한 제품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233)
UAE의 두바이 수전력청은 한국전력공사와 2015년 10월 약 300만 달러 규
모의 한전ㆍ두바이 수전력청 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
다.234) 이번 사업은 두바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231) Eagle, Jennifer(2010. 12.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32) “Iskraemeco supplies SEC with 55,000 smart meters.”(2016. 1.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33) “Iskraemeco supplies SEC with 55,000 smart meters.”(2016. 1.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34) 우경희(2015. 11.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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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통합운영시스템이 포함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다.235)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5월에 착공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
다.236)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
동 스마트 그리드 진출거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GCC 국가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은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 자동원격검침설비(AMR: Automatic
Meter Reading)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집트 송전회사는 2014년
9월 지멘스 이집트, 지멘스 AG, 스미토모(Sumitomo)의 컨소시엄과 일괄수
주형태로 4,300만 달러 규모의 SCADA 도입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
였다.237) 이외에도 이집트 정부는 AMI 이전 단계로, 단방향 통신만이 가능한
AMR을 5만 호에 설치하여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238)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UAE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 R&D 협력, 시범 사업 등에 외국기업
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알스톰이 2014년 두바이에 스마트 그
리드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239) 이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알스톰의 세계 세
번째 스마트 그리드 센터로, UAE 현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240) 그리고 2016년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미터 서밋에서 두바이
235) 김관일(2016. 5. 2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236) 한국전력공사(2016b. 5. 2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3).
237) 본 프로젝트는 총 3년이 소요되며,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설치, 교육 등도 포함한다. “Egypt Invests
in Smart Grid Technologies.”(2014. 4.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5).
238) 노정민(2016. 5. 2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39) Alstom. Press Centre. Alstom inaugurates Middle East’s first Smart Grid Centre in Dubai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40) Alstom. Press Centre. Alstom inaugurates Middle East’s first Smart Grid Centre in Dubai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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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력청과 독일의 발전 및 에너지 거래 전문기업인 RWE 그룹은 신재생에너
지, 스마트 그리드, 공동 R&D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241) 본 MOU는
‘스마트 두바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ESS, 전력 공
급의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42) 국내기업 중에서는 한국전
력공사가 두바이에 ‘도시 단위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통해 진출
한 사례가 있다.243) 특히 우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2,200만 호에 AMI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244) 이러한 국내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중동지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지 정책 담당
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245) 또한 중동국가들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을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태양광에너지와 ESS의 결합시스템에 대한 시범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246) 현재 우리 정부는 주파수 조정용
ESS를 전력분야의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47)

241) “UAE city discusses plans to deploy 200,000 smart grids.”(2016. 11. 29, 온라인 자료, 검색
일: 2017. 3. 21).
242) “RWE and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sign deal for renewable energy
innovation.”(2016. 1. 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7).
243) 한국전력공사(2016b. 5. 2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23).
244) AMI 관련 주요 기자재 및 부품, 소프트웨어로는 전력선 통신(PLC: Powerline Communication)
모뎀, 데이터집중장치(DCU: Data Concentrator Unit), 스마트 미터기, 계량 데이터관리시스템
(MDMS: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AMI 운영시스템 등이 있다.
245) 이욱재(2017. 3. 1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7).
246) ESS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의 출력 안정성과 예비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
다(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 p. 22 참고). ESS 관련 주요 기자재 및 부품, 소프트웨어로는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전력변환시스템(PCS: Power Conversion
System) 등이 있다.
24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a. 1. 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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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3년부터 자국 내 과도한 에너지소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물, 수송, 산업 등에 대
한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우디 석유광물자원부가 2007
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상설조직 설립을 제안하였고,248) 킹 압둘아지즈 과학
기술도시(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s and Technology)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사우디 에너지효율센터(SEEC: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를 설립하였다.249) SEEC의 주요 업무는
에너지소비효율화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발, 민간기관 지원, 공공의식 개선
등을 포함한다.250) 그리고 SEEC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건물, 수송, 산업
3개 분야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표 4-3 참고).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에어컨 및 주요 가전제품의 최소에너지효율기준을 마련하고 단열을 위한 각종
기준도 적용하였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비 개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플랜트 부문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
목표를 수립하였다.251)
UAE는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감축과 함께 에너지
보전 캠페인, 에너지효율등급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UAE 정부는 국
가 에너지 보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후 12시부터 5시

248) KOTRA(2015), p. 45.
249)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 About SEEC. General Overvie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1).
250)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 About SEEC. General Overvie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1).
251) KOTRA(2015),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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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가별 전력 소비효율화 관련 정책
국가

주요 정책

정책 목표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사용 효율화
프로그램

∙ 사우디아라비아 내 전력 소비의 90%를 담당하는 건물,
교통, 산업의 에너지효율성 증대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에 관한
프로그램

∙ 전기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의무화
∙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제품 판매 시 수수료 추가 부과

국가에너지효율화와
보전 프로그램

∙ 2012~13년 세탁기, 전등, 에어컨 등으로, 2014년에는
가정용 냉장고로 적용 확대

국가에너지효율 실행
계획

∙ 이전 5개년(2007~11년) 평균보다 에너지효율 5% 향상

UAE

이집트

전등 및 전력 제품
에너지효율 향상

∙ 가로등 전기 소비효율성 향상
∙ 1,300만 개의 가정용 LED 등 보급
∙ 공공건물, 은행, 호텔 등에 LED 제공

자료: Saudi Energy Efficiency Center. About SEEC. General Overvie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1); 이유리(2012.
1.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박미진(2015a. 5.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2016), p. 46; 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2012-20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9).

사이에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252) 특
히 두바이 수전력청은 해당 시간에 사용된 전기에 대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
도 하였다.253)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부착에 관한 프로그램(EESL: 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 Labeling Program)도 적용하여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제
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더욱 많이 부과하도록 하였다.254)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에어컨을 시작으로 세탁기, 전등, 가정용 냉장고 등으로 EESL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55)
이집트는 ｢국가 에너지효율 실행계획(NEEAP: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2012-2015｣를 수립하고 이전 5개년(2007~11년) 평균보다 에

252) 이유리(2012. 1.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53) 이유리(2012. 1.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54) 박미진(2015a. 5.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255) 이유리(2012. 1.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2).

112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너지효율을 5%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56)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전등
및 전기 제품을 도입하고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소비효율에 대
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세계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금융지원을 통해 특정 건물
에 설치되는 조명의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257) 그리고 이집트
표준화 기구(EOS: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s)는 가전제품의 에
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등급을 지정하고 이에 미달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해나갈 예정이다.258)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받는 완제품류은
선풍기, TV, 오븐 등이 있고 부품류에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들어가는 압축기,
전동기 등이 있다.259) 이집트 정부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에너지효율화 정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다.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는
건물 최종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과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60) BEMS는 건물의 성능 측정,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과 같은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야별 구체적인 서비
256) 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2012-20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9).
257) KOTRA(2015), p. 167.
258) KOTRA(2015), p. 167.
259) KOTRA(2015), p. 167.
260) Technavio(2015), p. 11. 우리나라에서 BEMS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을 의미한다(｢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색일: 2017. 4. 20). 반면 본 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Technavio(2015)
는 비즈니스부문으로서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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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BEMS 주요 분야별 서비스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건물 성능 측정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련 계측, 분석, 보고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원격 감시를 통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최적화

시스템 통합

에너지효율성 관련 시스템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치

유지보수 및 지원

수리 및 정비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서비스

자료: Technavio(2015), p. 39.

스 내용은 [표 4-4]와 같다.
중동지역의 BEMS 분야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
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Technavio(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억 3,000만 달러 규모였던 중동지역의 BEMS 시장은 2020년 5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9.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61) BEMS 시장을 국가별로 구분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UAE의
비중이 47.6%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

그림 4-4. 국가별 BEMS 매출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Technavio(2015), p. 39.

261) Technavio(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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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건물 용도별 BEMS 매출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Technavio(2015), p. 16.

타르가 각각 35.4%, 14.5%를 차지하였다(그림 4-4 참고). 그리고 BEMS 적용
분야는 상업용 건물이 46.3%, 거주용 건물이 27.2%, 보건의료 관련 시설이
1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참고).
UAE는 GCC 국가 중 가장 비싼 전기요금과 함께 부동산 개발의 영향으로
중동지역 내 최대 BEMS 시장으로 부상하였다.262) 그동안 아부다비와 두바이
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이 들어섰으며, 최근에는 국제기구, 학
교, 병원 등의 시설도 증가하고 있어 건물에너지 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개선을 위해
건물주에 친환경 건물 인증(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과 두바이 정부의 자체 환경 인증인 에스티다마(Estidama) 획득을 지
원하는 마바니나(Mabanina)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BEMS 부문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다.263) Technavio(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UAE의 BEMS
기업 매출액 규모는 1억 89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2억 6,780만 달러로

262) KOTRA 두바이 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7. 5. 17, UAE 두바이).
263) Etisalat Facilities Management L.L.C. Mabanin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3).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 115

그림 4-6.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BEMS 매출액 규모 추이(2015~20년)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Technavio(2015), p. 40, p. 42.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6 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BEMS 시장은 2015~20년 사이 중동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BEMS 기업
매출액 규모는 8,100만 달러였으나 연평균 2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
년에는 그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4-6 참고). 특
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상업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40% 절감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젯다(Jeddah), 담맘(Dammam) 등 대도시와 경제 및 산업 특
화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상업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수요가 급
증할 것으로 전망된다.264)
한편 이집트는 부족한 정부재정과 전력 공급 자체의 부족을 겪고 있어
BEMS를 비롯한 에너지 관리부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
인다.

264) Technavio(2015),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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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산업 및 상업 시설이 증가하면서 BEMS 부문이 빠
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5) 특히 UAE에서 2020년 두바이 엑
스포 준비를 위해 다양한 위락시설 및 상업용 건물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BEMS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EMS 관련 기업의 진출
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에노바(Enova)가 있다. 에노바는
UAE 현지 기업인 마지드 알 푸타임(Majid Al Futtaim)과 프랑스 기업인 베올
리아(Veolia) 간 합작기업으로 2002년에 설립되어 관련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266) 에노바는 주로 공항, 병원, 사무실 등의 에너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GCC 지역과 이집트로 진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SK텔레콤이 2012년에 BEMS를 상용화하고 전국의 인
터넷 데이터 센터와 병원, 리조트 등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267) 그리고
현대건설은 스마트 BEMS를 현대오토에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BEMS 설치 확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268) 한국전력공사도 K-BEMS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269)

265) BEMS 관련 주요 부품 및 기자재, 소프트웨어로는 계측센서, 전력량계, 직접 디지털 제어(DDC:
Direct Digital Controller), BEMS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솔루션 등이 있다.
266) Veolia, Facilities & Energy Management Building Energy Efficiency Serv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6).
267) 김강한(2016. 11. 2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8).
268) 박인영(2017. 3. 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8).
269) 조정형(2017. 3.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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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을 중심으로 송배전망 현
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과 주요 프
로젝트, 기업 진출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산업다
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 소비효율을 개선하
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압 송배전망 구축 등과 관련된 기
업 진출사례가 많았다.
UAE는 이미 송배전망 현대화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인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정책보다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표 4-5 참고). UAE를 비롯한 GCC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BEMS 등과 같은 전력 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기업 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보
인다.

표 4-5. 국가별 중점 추진정책 요약 및 유망 진출분야
주요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전력망 통합 및
송배전망 현대화

GCC 통합 전력망 연결
및 고압 송배전 인프라
구축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송배전 손실률 감축을
위한 인프라 현대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력망 연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미터
보급계획 추진

전력 소비효율화

건물, 교통, 산업의 전력
사용 효율화 프로그램
강화

전력 소비효율화 관련
제도 적용 강화

전력 소비효율화 관련
제도 개선, LED 등의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유망 진출부문

AMI, BEMS, 초전도
케이블, ESS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
BEMS, ESS

송배전망 기자재, 스마트
미터

자료: 4장 1~3절의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정리.

118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이집트는 전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발전소 건설과 전력 공급효
율화를 위한 송배전 인프라 개선, 그리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사용 권장 등과 관
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그리드 구축 관련 정책이나 기업활동
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전력산업의 정책 방향과 경제개발 동
향에 따라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는 급증하는 상업용 건물과 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정
책 등으로 향후 BEMS, AMI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집트는 송
배전망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자재 수출이나 전력 수요를 계측하기 위
한 스마트 미터 수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순 전력 기자재 수출이나 송배전망 프로젝트 수주보다는 기술수준
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기반의 중동시장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등은 전력 기자재 중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으며, 자국 기업 육
성 차원에서 건설분야에 국산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중국, 인
도, 터키 등의 기업이 송배전망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기업은 가
격경쟁력 열위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험
을 토대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AMI, DAS, ESS 등의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속한 자국 기업 및 산업에 대
한 육성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기업과 합작기업
형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보다는 자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시 더욱 많은 혜택을 주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수정한 바 있다. UAE를 비롯한 다른 GCC 국가에서도 일부 특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중
소기업 육성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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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및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작기업 설립 시 기술이전,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면 더욱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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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장, 3장 및 4장에서 얻은 연구결과와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
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
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하여 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
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
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
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
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
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
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
아 등이 민자발전기업의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
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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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
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
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
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를 모색해
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
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
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
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
들은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
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
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
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
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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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
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
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경제협력관계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
후 ‘에너지 안보’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산업화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원료이자 수송 연료이지만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중동 산유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관계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관계는 양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동국가
들의 전력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력산업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에너지 협력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활
발해졌고 전력 수급 관리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도 전력 인프라의 현대
화와 전력 수급 관리의 효율화는 산업다각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반요소이
므로 이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전 인프라와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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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전력설비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동지역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성장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기업 진출을 통한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중동 전력부문으로의 진출 확대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T 기반의 전력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잠재
력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ICT를 접목시킨 전력설비는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업
체들 이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유발
효과도 그만큼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비전 및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그림 5-1 참고). 첫째, 한국과 중동국
가들 간에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양방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수출 위주의 진출보다는 투자가 중심이 되는 진출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지 협력수요를 파악하여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을 제안해야 지속가
능한 동반성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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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협력관계는 전통적으
로 에너지 안보가 중심이었고 해외건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석유를 구매하
는 비교적 단순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플랜트, 사회간접자본 등
의 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로 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컨설팅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진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기반한 진출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및 네트워크, 재원조달, 리
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대기업이 그동안의 시공 실적과 경험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이에 필요한 부문별 기술이나 기자재 등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패키
지형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EPC 계약업체가 아닌 투자개발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앞서 3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중동지역 전력부문은 민자발전사업(IPP),
민자담수발전사업(IWPP) 등 민간자본의 직접적인 지분투자가 필요한 발주형
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력부문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개발기업(developer) 또는 사업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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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시공사 및 운영업체와 각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과 O&M(Operation
and Management)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단순히 EPC 업체
로서만 참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5-2 참고). 예를 들어 국내 전문인력과 국산 전력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더욱 커지고 건설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 전력 판매를 통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결국 국내기업은 해외투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EPC 업체로서의 많은 시공실적(track record)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사
업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실
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역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조달능력과 사업주로로서의

그림 5-2. 전력부문 프로젝트 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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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경험이 풍부한 유럽, 일본 등의 투자개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진출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개발기업
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지 않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공동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270) 국내기업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개발금융기관, 수
출신용기관, 금융 및 법률 자문사, 현지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로서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발전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현지 정부 및 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지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방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271) 이렇게 되면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 발주 시 그에 대
한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하고 현지 정부 및 업체들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
에 관련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금융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에 대해
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으
로 보인다.272) 왜냐하면 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
외진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 발굴비용 지원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의 수혜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국내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수주전략을 추진하
는 경우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270)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1, 서울)
271) KOTRA(2015), p. 28
272)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1, 서울).

128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273) 사
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은 자국 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자국산 자재 및 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점차 국내기업의 진출이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면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금융기반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신용도가 경쟁국에 비해 낮아서 발생하는 구조
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금리 부담을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투자개발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내 대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이 보다 활
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만기
(tenor)를 늘려 차입기업의 원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274) 이때 만기가 늘
어나는 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투자개발
기업이 투자수익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금융기관 이외에 국내 민간 상업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
융권, 연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금융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금융기관 및 민관 금융기관 간 해외투자 지원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하고 투자개발기업 및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융자를 통해 투자개발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정되어 있는 해외투자 지원자금 풀을 확대하는 한편 민
간부문의 심사 및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기관과의 금융협력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신용도를 높이고, 해
273)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2014), p. 176 참고.
274)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A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2. 2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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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자 확대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275)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은 재원조달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
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사업주
로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은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 기자재의 종류
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양과 특성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대ㆍ중소 기업 매칭을 위한 정보공유사업을 추진한다면

표 5-1. MTI 분류별 전력 기자재
코드 번호

품목명

7111

원동기

7133

가열난방기

세부 기자재
증기터빈
증기발생보일러, 수관보일러

7512

밸브

8151

계측기

전기계측기

8411

발전기

원자로, 발전기

8412

변압기

유압식 변압기, 변성기, 전압조정기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8414

배전 및 제어기

8415

전선

8422

전동기

8423

전원장치

8491

회전기기 부분품

8492

배전 부분품

밸브류

고압 개폐기, 차단기, 고압회로접속기, 애자
배전반, 고압자동제어반
고압 케이블
전동기
인버터, 배터리 충전기, 어댑터
전동기 부분품, 발전기 부분품
배전 보드, 개폐기 및 차단기 부분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statCode/ItemHierCodeList.screen(검색일: 2017. 6.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75)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2014), pp. 175~17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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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 기업 간 동반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276)
또한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
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그림 5-3 참고). 국
내업체들은 벤더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
리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77) 또한 벤더 등록 시 판매독점권을 갖게 되는 현지 에이
전트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
다. 왜냐하면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능력 없는 에
이전트와 거래하게 될 경우 많은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사무소가 있는 KOTRA 등을 통해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인적사항, 과거 실적
등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석유산업부
문의 제조업 플랜트 건설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그림 5-3. 전력 기자재 유통경로

주: UAE의 사례이다.
자료: KOTRA(2015), pp. 99~100.

276)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B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3. 9, 서울)
277) 특히 벤더 등록은 업체별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제품별로 모두 해야 한다. KOTRA(2015),
p. 1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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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현지 생산은 한국에서 기자재를 수출할 때 부담해야 하는 물류
비를 줄이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수출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78) 이 기금은 현재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과 관련
된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전력산
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잠재시장 선점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2017년 지원규모 46억 원).279) 다른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해외인증 획득, 해외시장 타당성 조사, 해
외 유망 전시회 참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다(2017년 지원규모 41억 원).280) 이와 같이 이 기금에서 지
원하는 해외진출은 주로 수출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현지 투자를 동반한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밸류 체인에 따라 각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
화 대응과 전력 수급효율 개선을 위해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되면서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는 ‘전력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림

278) 이 기금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기본계획(1999년 1월) 이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
해 2001년 2월 마련된 것으로 2017년의 운용규모는 4조 1,43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
부(2016), p.11. 2001년 설립된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이 센터는 전력부문 포털로서 전력정보센터(www.epic.or.kr)를 운영
하고 있다. 전력기반센터, 센터 소개, http://www.etep.or.kr/home/center_info/sub6_menu
01.jsp(검색일: 2017. 5. 23);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B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3. 9, 서울) 참고.
279) 산업통상자원부(2016), p. 364.
280) 산업통상자원부(2016),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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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력 신산업의 범위

주: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와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는 송배전망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료: 저자 작성.

5-4 참고).281) 즉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배전자동화시스템(DAS), 지능
형 원격검침설비(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 기반 전력설비를 활
용하여 전통적인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과 같은
분산전원설비를 함께 제어함으로써 전력 수급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통
적인 전력산업이 공급자 위주의 단방향 인프라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을 조절했
다면, 전력 신산업은 ICT 기반의 양 방향 전력설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전력
소비패턴에 반응하면서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신산업의 수출모델은 전통적인 전력산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
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
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81)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력
부문에 관련되는 내용만 구성하여 ‘전력 신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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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전력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통
해 중동 맞춤형 수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82)
먼저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
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
력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
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 정부에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DA 또는 ED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
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지에서 경험하게 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R&D, 전력 기자재에 대한 시험ㆍ인증 등 추
가적인 사업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증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는
현지 시공실적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증시범사업과 더
불어 현지 정부 및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면 국산 기자재 수출상담 또는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국내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
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과 다자개발금융기관, 해외수출신용기관, 현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
(co-financing)방식을 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
282)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B 인터뷰(전문가 간담회, 2017. 3. 9, 서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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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RI(Political Risk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283) 정부는 대기업ㆍ중소기
업 간 패키지 형태의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자금조달과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전력 소비효율화 등과 관련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전력부문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건설사, 전력 기자재 및 ICT 관련 중소업체 등
국내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산업동향을 주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중동 진
출 경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역
량이 부족하고 중국 등지의 후발 기업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 경쟁력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협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진출 확대방안들도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간 협력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간 과당경
쟁도 지나친 저가수주로 인해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
국 적정한 경쟁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
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
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 타워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2016년 초반부터 논의해왔다.284) 즉 ‘전력 신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운영하
283)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인터뷰(2017. 6. 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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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수주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최적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서 ‘팀 코리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285) 그리고
입찰 참여전략 수립이나 금융조달 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
자개발금융기관 및 해외발주처와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정책 발표 이후
에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협의체 자체가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입찰전략 수립이나 정보공유 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전력부문의 투자개발기업
으로서 많은 사업발굴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해왔고, 자금조달역량과 기술개
발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면서 관련 중소기
업과 동반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
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
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
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284)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선단 ‘팀 코리아’ 첫 순항｣(2016b. 2.
25, 검색일: 2017. 6. 11) 참고.
285) 해외진출 협의체에는 관련 기업 및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이 포함되었고,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지원기관 간 전력 신산업 해외진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선단 ‘팀 코리아’ 첫 순항｣(2016. 2.25,
검색일: 2017. 6.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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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기업들간의 협력
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
터 입찰 및 추진 과정 그리고 종료시점에 이르기까지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
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
당하도록 한다. 즉 컨소시엄 협의체는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 수주 및
추진 과정에서의 입찰전략 수립, 금융조달, 법률자문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므로 국내외 금융기관, 현지 외교공관, 해외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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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lectricity Industrial Policies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LEE Kwon Hyung, SON Sung Hyun, JANG Yunhee, and RYOU Kwang Ho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that want to expand their business in the Middle Eastern
electricity industry, examining industrial policies in the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energy efficiency sectors.
Chapter 2 touches upon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in the
reg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deriving some policy trends such as
diversification of power sources,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supply, and mor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electricity businesses.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which are yet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 energy, have been recently
concentrating on developing renewable energy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t-oil era. In particular,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proportion of solar and wind power will increase due
to environmental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ir development and
the decreasing cost of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programs and
smart grids have been also adopted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lectricity as well as relatively high rate of electricity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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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s. Moreover, Middle Eastern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o mitigate the financial burdens caused by
lower oil prices.
Chapters 3 and 4 deal with sectoral policies in the cases of Saudi
Arabia, UAE and Egypt. Policies in the generation sector have been
examined in Chapter 3. The three Middle Eastern countries have been
expanding their power infrastructure, implementing policies to
diversify their energy mix. Although thermal power plants using oil and
gas are prevalent in these nation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of total
generation, tho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share of
alternative energy power plants including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Moreover, decreasing costs associated with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have led these countries to be more active in
expanding renewable power generation. Egypt, on the other hand, is
promoting coal-fired power plants to compensate for its diminishing
supply of natural gas. With the economic slowdown and fiscal
aggravation in those countries since the drop in oil prices in the second
half of 2014, heavier reliance on private investment is expected,
eventually leading to the expansion of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and 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 projects
in the region. With priority being placed on investment to the power
sector, Korean companie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enter into
the Middle East power market. With the share of IPP and IWPP projects
growing in the power sector,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need to
transform their role into that of a developer in charge of overall
operation of projects, including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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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untries are pushing ahead with policies to moderniz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introduce smart grid technology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shown in Chapter
4. 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 GCC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and UAE are working to connect each country with a power
grid that applies a 400 kV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che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lectric supply. It is
expected that the GCC countries will introduce a sophisticated power
trading system and expand this grid to Egypt, Jordan and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Egypt is also concentrating on modernizing its local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In the smart grid sector, most
policies and business projects are focused on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test projects or the introduction of smart meters. In
particular, UAE is carrying forward smart grid projects that combine
renewable energy and ESS (Energy Storage System). In the area of
improv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policies to grade and
regulat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or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energy savings are being promot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energy consumption,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introducing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 with Saudi Arabia and UAE
showing higher growth in the fiel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high
value-added products to advance into the market for electric power
equipment in these countries. This is because local companies in Saudi
Arabia and UAE are producing general electric equipment and their
governments are encourag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use local
products to nurture the domestic industry.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joint ventures with local pow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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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duct OJT (On the Job Training) programs and technology
transfer with local companies to establish favorable business
conditions for their advance into the region.
Chapter 5 suggests government policies that help Korean companies
expand their market in the Middle Eastern electricity industry. First,
financial support policies are necessary to assist their project-developing
costs including feasibility study. More financial incentives could be also
provided as more Korean contents are used in the projects. Korean
companies’ financial burden arising out of higher borrowing rate of
interest could be relieved with the help of a longer tenor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more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cannot go into the Middle
Eastern market by themselves because of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rack record in the regi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are necessary for SMEs to expand exports of
equipment and materials used in the power plant projects.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projects among large companies and SMEs could
be helpful in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Joint ventures between
SMEs and local companies need to be supported with policy loans.
Third, new business with ICT in the electricity industry such as smart
grids,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ESS (Energy Storage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in the region. Initially,
consulting business should be promo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master plan for smart grid establishment,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Then test-bed programs should be follow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masterplan. Korean consortium
between large companies and the SMEs could be awarded order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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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sulting and test-bed results. Fourth, a control tower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coordinate differing interests among companies,
banks, supporting institutions. It can also work as a platform to build
a strategy to win government contracts. In addition, corporat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hare information on
various projects, financial sources, success and failure cases of winning
orders, and so on. This would be helpful to expand cooperation among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xplor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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