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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캄보디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에너지수급 현황 

 

 

□ 에너지 공급  

ㅇ 일차에너지의 경우 바이오매스 및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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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력의 경우 수입 및 화석연료에 의존 

- 캄보디아의 전력 공급률은 24%로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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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원 별 에너지 공급 비중 (2011 년) > 

 

  

 

 

  

ㅇ 라오스 정부, 2008 년 국가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ㅇ 수력발전 비중 증가 전망 

ㅇ 라오스 내 생산 전력 주변국으로 수출 

☞ 캄보디아의 에너지 공급원은 수입 및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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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ㅇ 분야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용이 63%로 대부분 차지 

- 산업 분야와 교통 분야가 각각 20%와 15%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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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에너지 소비 2011> 

 

<캄보디아 촌락가정의 주요 연료원 및 사용용도> 
 

연료원 가정 수 비율(%) 용도 

임산연료 736 96.5 취사, 가축사료 준비, 가축 보호 

숯 94 12.4 취사 

가축분뇨 1 0.1 취사 

농업부산물 50 6.6 취사 

LPG 5 0.7 취사 

등유 22 2.9 조명 

바이오가스 2 0.3 취사,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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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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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부처 및 산하 기관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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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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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산업 및 에너지산업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부처 

- 산업 관리 총국: 산업 기술 및 기준, 대외협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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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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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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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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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력분야 개발 정책을 수립 

- 캄보디아 전역에 적정한 가격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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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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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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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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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 발전 개발 

  - 송·배전 개발 

  - 이웃 국가들과 전력 거래 

  - 지방 및 농업지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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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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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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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통한 국경 외 공급 

- 소규모 전력 그리드(디젤, 바이오매스, 소수력) 

- 배터리 조명(태양광,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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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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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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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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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체결 
 

 

□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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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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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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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전기료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에너지 분야의 추가 투자의 필요성 강조 

 

□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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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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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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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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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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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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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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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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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위한 수력발전 개발에 관심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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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수력발전 자원은 3% 미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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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MOU 체결된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목록> 

번호 위치 용량(MW) 개발국가 비고 

1 Sambo 2,600 중국 메콩강 

2 Stung Chhay Areng 108 중국 
 

3 Lower Sesan 1 90 베트남 
 

4 Lower Sesan 2 400 베트남 
50% 내수용 

50% 베트남 수출용 

5 Stung Treng 900 베트남 메콩강 

6 Sekong 190 베트남 
 

7 Lower Sre Pok 3 367 - 
 

8 Lower Sre Pok 4 48 - 
 

9 Pr 다 Chhlong 25 - 
 

 

□ 신재생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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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화 수준을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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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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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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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도가 가정용에 머무르며 산업용으로 확산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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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활성화 목표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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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전역에 수력발전소 다수 건설 계획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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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내 주요 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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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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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에 개발 원조 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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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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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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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에 제공될 원조 자금 지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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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  캄보디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Cambodia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olar Energy Cambodia 

Biodiesel Cambodia 

Electricity Du Cambodge 

Khmer Solar Ltd 

Angkor BIO Cogen 

PHOU POY Development Import Export 

KOGID Cambodia PLC. 

CHEA KAO INVESTMENT CO., LTD 

현지 정보처 The Cambodia Daily 

The Phnom Penh Post 

국내 정보처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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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Electricite Du Laos 

현지 정보처 KPL: Laos News Agency 

국내 정보처 KOTRA 라오스 비엔티안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  말레이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Energy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n Green Technology Corporation(MGTC) 

 Byinnovative Sdn. Bhd. 

 Eco-Ideal Consulting Sdn. Bhd. 

국내 정보처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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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Electric Power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Ministry of Mines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Development Committe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e Union 

 Zeya & Associates Co., Ltd. 

국내 정보처 KOTRA 미얀마 양곤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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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RESL Vietnam 

 EVNNPC 

 Vinacomin-Institute of Mining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oi 

 LRQA 

국내 정보처 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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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Council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APPENAS(국가 개발청) 

PT. PLN(국가 전력청) 

PT. PGN(국가 가스청) 

현지 정보처 The Jakarta Post 

Daily Indonesia 

국내 정보처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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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구분 기관명 

유관기관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CleanEnergy Solutions International 

현지 정보처 The Philippine Star 

The Inquirer 

국내 정보처 KOTRA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KOTRA 글로벌윈도우 

KEXIM 해외경제연구소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