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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글로벌 에너지 환경변화와 러시아
◦ 최근 국제에너지 시장은 과거의 원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에서 저탄소·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중
＊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
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소비로의 변화 가속화
＊＊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약 1.6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러시아는 원유생산은 감소예정이나 동북아 주요 에너지수입국
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시베리아 LNG 생산 확대
＊ 유럽에 대한 점진적인 에너지 공급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북동
지역 에너지 개발과 아시아에 대한 공급확대로 최소화하고 아시
아 중심의 에너지 개발·공급구조 구축 추진
＊＊ ‘시베리아의 힘’과 ‘동부 가스파이프라인(Eastern UGSS)’ 이외에 동
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규 가스전 개발

□ 러시아의 그린에너지 현황과 발전방향
◦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생산은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
인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아 신재생에너지 개
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
＊＊ Gazprom, Rosneft, Rukoil, Transneft, Tatneft 등 원유 및 천
연가스의 채굴, 정련 및 운송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정치·경제
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연관되어있어 서구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많은 투자와 빠른 에너지구조전환에 난항

◦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발전의 비중이 러시아 내에서 절대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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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
＊＊ 최근에는 수력발전 잠재력이 높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
심으로 소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수력 다음으로 적극적 개발
＊ 향후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2024년까지 크게 확대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도 북 코카서스와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
로 건설 활발
＊＊ 바이오에너지는 주로 목재생산과 가공이 활발한 북서지역과 극
동지역을 중심으로 우드펠릿생산 기업이 집중되어있으며 지열발
전은 주로 캄차카 반도에서 시행

◦ 2003년 전기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되었
으나 ‘2035에너지전략’에서 적극적 개발의지 부재
□ 그린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현황과 진출 시사점
◦ 러시아기업들은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 대체로 국영
기업들이 그린에너지 분야를 주도
＊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RusHydro(수력), Rosatom(풍력),
Rusnano(태양광), Kamchatskenergo(지열) 등 공기업 다수
＊＊ (바이오에너지) Vyborg Forestry Development Corporation,
Lesozavod-25, Dok Enisey 등 민간기업 중심

◦ 외국계 기업은 독자적으로 진출하거나 러시아 국영기업과 합
작으로 사업 추진
＊ (독자적 진출) Enel(이탈리아/풍력), Solar System LLC(중국/태양광)
＊＊ (합작 진출) Vestas(덴마크/풍력/Rusnano), SINOMEC (중국/수
력, 풍력/RDIF, Far Eastern Company)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
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인
＊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와의 협력 필요
＊＊연관 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시장·기술교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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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환경
글로벌 에너지 환경변화

□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배경
◦ 국제에너지 시장은 지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원유, 석탄 등
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에서 저탄소·청정에너지 중심
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을 거치고 있음.
- 원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원 생산 확대
< 그림 1 > 국제에너지의 비중변화: 1994~2019년

＊ 주: 우측의 수치는 각 에너지원의 비중(%)을 의미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9 edition, 2020. p. 10.

- 2019년 기준 원유가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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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도 각각 24.2%와 5.0%를 기록
- 반면, 석탄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27.0%를, 핵에너지의
경우에는 4.3%에 그침.
◦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탈탄소 중심의 에
너지로의 변화 가속화
- 파리기후협약에서 197개국이 비준한 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지구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
으로 유지하며 1.5℃로 제한하기 위해 공동노력
-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
＊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으며
2020년부터 모든 국가는 기후행동에 참여

- 주요 에너지 소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친환경에
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
- 미국의 경우, 트럼프 前대통령이 협정가입에 따른 자국의 불
이익을 이유로 2017년 6월 동 협정에서 탈퇴하였다가 바이
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협약으로 인식
◦ 수십 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발전을 지속하면서 비
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을 보이며 활용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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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이 계속되면서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은 다양한 타
입에서 모두 개선 중이며 시스템 구축비용도 인하
< 그림 2 > 태양광시스템 관련 효율성 및 비용추이: 1995~2020년
타입별 태양광 패널 효율성

타입별 패널 시스템 구축 자본비용

＊ 주: 3가지 타입의 태양광 패널의 연간 수치변화
＊ 자료: “Efficiency of solar PV, then, now and future,” (https://sites.lafayette.edu
/egrs352-sp14-pv/technology/history-of-pv-technology/, 검색일: 2021년
4월 5일)

-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기술진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0년
부터 발전기 설치비용이 감소해오고 있는데 해양풍력발전의
경우 총 설치비용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 감소1)
- 육상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총 설치비용은 2010년kW 당
1,949달러에서 2019년 1,473달러로 크게 하락
□ 코로나19와 향후 에너지수급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에너지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개선추세에 따라 점진적 회복 예상
1)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9,” 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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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면
서 2020년 1/4분기에 국제유가는 급락하였으나 이후 경기개
선 기대에 따라 빠르게 회복
＊ 2020년 5월 WTI 기준 배럴당 –37달러까지 급락했던 유가의 경우, 가격
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수요도 경기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점진적으
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코로나사태에
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음.
< 그림 3 > 주요 에너지원별 연간 수요변화: 2019~2030년

＊ 주: 좌측의 수치는 2019년을 1로 보았을 때 배수를 의미
＊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 IEA에서 전망한 에너지원별 수요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요가 다른 에너지원의 그것을 크게
압도할 것으로 기대
＊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2019년에서 2030년까
지 약 1.6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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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만, 전통적인 탄소에너지원인 원유수요는 사실상 정체, 석탄
수요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참여자들은 원유시장의 수급 안
정을 위해 유연하게 감산정책을 운용할 것
- OPEC+산유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감산회
의에서 유가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별로 원유의 일일
생산량을 대폭 감산하는 것으로 합의
- 2021년 3월에 개최된 감산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 각각 일평균 13만 배럴과 2만 배럴을 증산하되, 다른 국
가들은 기존의 감산물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2)
＊ 감산유지 배경은 코로나상황 지속에 따른 유럽의 봉쇄조치 연장 및 강화
등 여전히 불확실한 원유수요 개선의 불확실성

□ 미국·유럽의 에너지시장 환경
◦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유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셰
일오일·가스기업들의 생산이 급감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에 따라 셰일오일·가스 생산은 회복 추세
- 2010년대 들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미
국은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 국제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원유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2020년 미국에
2) The New York Times, “OPEC and Russia Agree to Keep a Lid on Oil
Production, Sending Prices Higher,” March, 4, 2021, (https://www.nytimes.coｍ
/2021/03/04/business/opec-russia-oil-production.html, 검색일: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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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수의 셰일오일 생산기업들이 파산하고 인수·합병이 활발해
지는 추세
-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셰일오일 생산 시 기업들이 사용하
는 ‘파쇄수압법’에 대한 규제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며 향후 셰
일오일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셰일산업이 위축될 가능성 상존
＊ 미국 유정의 약 95%에서 셰일오일 및 가스 생산에서 지하수·표층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파쇄수압법 사용

◦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 에너지 산업보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배출을, 2050년까
지 미국 전체의 탄소배출을 ‘제로(0)’화 하는 탄소중립정책을
전면 추진
- 향후 4년 간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
어지는 반면, 화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고 자동차연
비 규제도 강화
- 미국 내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기반의 기술체계가 발
전함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용도 향상 기대
◦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소기반 에너지 중심의 사회
에서 청정에너지 기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중
- 2007년 유럽연합은 당시 유럽 및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
나로 ‘EU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 for Europe)’을 채택
＊ EU 내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설정,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촉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등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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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08년에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여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
- 2018년 12월 개정된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지침(EU RED,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32%로 준수해야 함.3)
◦ 한편, 유럽은 낮은 에너지자급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그림 4 > EU-27 국가의 에너지 품목별 수입의존도(%): 2008~2018년

＊ 자료: Eurostat, “Energy production and imports,”

- 전통적으로 유럽은 낮은 에너지자급율이 지속되어 왔는데
3) EUR-Lex,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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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EU외
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EU는 세계 제1의 가스 수입 지역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가
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역내 가스생산 감소로 수입확대 불가피
< 그림 5 >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50% 이상인 EU국가: 2019년 기준

＊ 자료: Statista

-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자국 가스수요의 50% 이
상을 의존하고 있는 EU국가가 다수이며 특히 동유럽 국가
들의 러시아 의존이 큼.
＊ 핀란드,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00%, 라트비아
93%, 세르비아 89%,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79% 등

- 그 밖에도 이탈리아 41%, 프랑스 24% 등도 러시아 천연가
스 의존도가 높으나 향후 러시아-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
트림-2(Nord Stream-2)’파이프라인이 개통되면 현재 EU
전체 기준 약 40%에 달하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심화 예상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
인 대안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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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현황 및 전략

□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 생산 및 향후 전망
◦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은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대 초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생산량 감소는 주로 전통적으로 원유생산이 지속된 서시베리
아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동 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원유생산으로 생산량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이며 볼가-우랄 지역 등도 생산 감소
< 그림 6 > 러시아의 지역별 원유생산 예상량 예상: 2018~2030년

＊ 자료: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Future of Russian Oil
Produc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Sep. 2019. p. 11.

- 러시아 정부는 감소세에 있는 서시베리아 지역의 원유생산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유전 개발, △기존 유전 생산량 확대를
위한 기술적 조처, △셰일오일 개발 등의 다양한 방안 시행
◦ 원유와는 달리, 천연가스 생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11

며 향후에도 증가폭 확대 예상
-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판단
< 그림 7 >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 예측: 2019~2025년

＊

자료:

IEA, “Russian gas production per destination, 2019-2025,”
(https://www.iea.org/reports/gas-2020/2021-2025-rebound-and-beyond
, 검색일: 2021년 4월 12일)

- 2025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800bcm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과 LNG 수출 모두 증가 예상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지역은
유럽이며 향후 북극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 개발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
◦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서 2014년 이후 계속
된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부정적 영향
-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Euromaidan)’ 사태 이후, 러시아
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2014년 순차적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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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효하였으며 현재까지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영향
- EU는 러시아에 대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유럽의 자본시장에서 만기 30일 초과의 양도성 증권
(transferable securities) 및 단기 금융상품(money-market
instruments)의 직·간접 매매, 중개 및 발행 지원 등 금지
＊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Rosneft, Transneft, Gazpromneft 등 러
시아의 주요 원유생산 기업

- 또한,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또는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
선 등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 미국도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에 대해 금융시장 접근제한, 신
규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비 수출, 기술제공 및 협력금지 등
을 골자로 하는 법안 시행
- ExxonMobil은 Rosneft와 추진 중이던 북극의 카라해(Kara
Sea) 공동탐사 중지로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인 피해
를 입은 것으로 추산
- Royal Dutch Shell은 Gazpromneft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타
이트 오일 개발사업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노르웨이 Statoil도 러시아 내 육상 광구 개발협력을 중지
- 러시아 기업들은 서구기업과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
규 광구 등의 탐사, 개발 등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유 등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본조달
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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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에너지시장의 변화
◦ 중국 등 동아시아 시장의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공급자로서 러시아의 역할 확대
- 중국은 1990년대~2000년대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등 자국 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자국의
에너지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외 수입확대
- 2000년대 후반부터 중앙아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위해
가스관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초·중반부터 천연가
스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원유는 카자흐스탄
을 중심으로 공급받음.
- 러시아는 2005년부터 아시아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Irkutsk에서 연해주의 Kozmino 항까지 연결하
는

‘동시베리아-태평양

파이프라인(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건설
- 러시아의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의 Daqing을 연결하는 지선이
2010년 8월 완공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500만
톤의 원유를 공급받음.
- 한국의 기업들도 ESPO 송유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등 ESPO 파이프라인 건설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유공급
에 중요한 역할
◦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은 지난 2006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양국 간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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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본격화
- 2006년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를 통해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를 중
국에 공급하기로 결정4)
＊ 중국의 CNPC와 러시아의 Gazprom, Rosneft, Transneft가 각각 협약을
맺고 에너지 개발과 공급에 관해 합의

- 이후 중국의 CNPC는 러시아의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면서 양국 간 에너지협력 강화하였고 2009년부터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크게 증가
- 2014년 5월, 중국의 CNPC와 러시아의 Gazprom은 연간 약 380
억㎥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베리아에
서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건설 시작
< 그림 8 > ‘시베리아의 힘’과 연계 파이프라인

＊ 자료: Gazprom 홈페이지(https://www.gazprom.com/projects/power=of-siberia/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4) Financial Times, “Putin signs energy cooperation deals with China,” 22. Mar,
2006,
(https://www.ft.com/content/3d8e06f0-b803-11da-bfc5-0000779e2340,
검색일: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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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프라인은 2019년 2월 정식으로 개통되어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천연가스 공급의 주요 루트로 자리잡음.
◦ 중국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대
외에너지 수입의 확대 및 다변화 필요성 대두
- 인도는 경제성장의 가속화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원유·가스 수
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 유지 예상
＊ 자국 내의 원유·가스전 탐사와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수요를 충족시
키기에 미흡

- 인도 최대의 가스기업인 Gail은 Gazprom으로부터 매년 250
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러시아 Rosneft는 인도
의 기업들에게 북극지역의 Vostok oil project에 지분양도를
합의하는 등5)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지속
- 베트남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에너지 순수
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2014년 이래 ESPO
송유관을 통해 원유수입을 지속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장에서 러시아의 전략
◦ 장기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을 대체할 시장으로 아시아에 대
한 적극적인 접근 추진
-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안보 보장 노력과 탈탄소
5) Reuters, “Russia's Rosneft says India firms agree deal to join Vostok Oil
project,” 5, Feb.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russia-oil-india/russiasrosneft-says-india-firms-agree-deal-to-join-vostok-oil-project-idINKBN1ZZ0
-XU, 검색일: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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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의 개발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
너지 의존은 감소될 것
-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역할을 했던 우랄, 서시베리아 지역의
생산감소 지속으로 동시베리아와 북극 등 북동지역으로의 에
너지개발 축 이동
- 유럽에 대한 점진적인 에너지 공급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북
동지역 에너지 개발과 아시아에 대한 공급확대로 최소화하고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개발·공급구조 구축 목표
＊ 반면, 유럽에 대한 에너지공급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PNG 형태의 공
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조적인 흐름 유지

◦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에너지수입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LNG 생산 확대
- 기존에 존재하던 ‘시베리아의 힘’과 ‘동부 가스파이프라인
(Eastern UGSS)’ 이외에 동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규 가스전 개발
- 2013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기존에 Gazprom이 독점권을 가
진 천연가스 수출 권한을 LNG 부문에서 Novatek과 Rosneft
에 확대하여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제한 해제
- 2009년부터 생산해 오던 ‘사할린-2(Sakhalin-2)’가스전 이외
에 2017년 12월부터 ‘야말(Yamal)’ 가스전의 트레인 1에서
LNG를 본격적으로 수출 시작
＊ 야말에서 생산된 LNG는 북극항로를 통해 주로 동아시아지역 또는 유럽지
역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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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야말 LNG의 운송루트

＊ 자료: EIA, “LNG Transportation routes and distances from Yamal LNG,”
(https://www.eia.gov/naturalgas/weekly/archivenew_ngwu/2017/12_21/,
검색일: 2021년 4월 19일)

- 북극항로는 동절기에 결빙되지만 야말 LNG 운송은 쇄빙선을
통해서 기후적 제한을 극복
＊ Novatek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쇄빙선 16척을
공급 받았음.

◦ 야말 LNG 가스전 이외에도 러시아는 북극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LNG 가스전 적극 개발
- Rosneft는 북극해의 ‘보스톡(Vostok) 원유생산 프로젝트’에 천
연가스액화시설을 포함시켜 원유 이외에도 연간 약
3,500~5,0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계획
- Novatek은 추진 중인 ‘북극 LNG-2’ 가스전 이외에도 ‘북
극 LNG-1’과 ‘북극 LNG-3’ 가스전도 개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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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러시아 그린에너지 전환과 발전방향
러시아 그린에너지 발전현황

□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비교
◦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생산은 중국, 미국 등의 글
로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기준 52,728MW로 2015년의 51,304MW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
< 표 1 > 러시아 및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pacity(MW)

51,304

51,337

51,709

52,150

52,728

production(GWh)

169,804

186,358

187,034

193,392

n.a.

capacity

7,721

8,901

10,535

12,050

15,653

production

10,642

15,884

18,622

23,090

n.a.

capacity

194,900

215,087

229,677

246,596

264,504

production

568,439

637,076

718,174

743,177

n.a.

capacity

479,103

541,006

620,846

695,488

758,626

production

1,381,355

1,522,405

1,645,371

1,811,174

n.a.

capacity

1,847,079

2,009,632

2,179,492

2,356,065

2,532,866

production

5,526,983

5,898,277

6,209,836

6,586,124

n.a.

러시아

한국

미국

중국

세계

＊ 주: 전기에너지 설비용량과 생산만을 나타내며 열에너지는 제외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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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의 경우에는 2015년 169,804GWh에서 2019년 193,392GWh
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선도국가인 중국의 경우 설비용량과 생
산의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2015년 479,103MW에서 2019년 758,626MW로 크게 증가
＊ 생산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약 31%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 지속

-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설비용량과 생산 모두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은 주요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설비
용량과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두 배 이상
의 고속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2019년 러시아
의 설비용량이 1,354.5MW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은
415,550MW, 인도 72,336MW, 브라질 17,849MW 등으로
러시아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6)
◦ 러시아는 영토가 넓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또한 크
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이 압도적
으로 높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
- 현재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대에 머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4.9%까지 확대하려
고 계획하고 있으나 생산 잠재력인 11.3%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7)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장속도 미미

≪

≫

6)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 “РОС
СИЙСКАЯ ОТРАСЛЬ ВИЭ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РАВНЕНИЯХ: СОЛНЕЧ
НАЯ И ВЕТР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Ноябрь 2020, ст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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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천연자원 매
장이 많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
은 구조를 갖고 있음.
- Gazprom, Rosneft, Rukoil, Transneft, Tatneft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채굴, 정련 및 운송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연관되어있어 서구와 같이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와 빠른 에너지구조전환에 난항
-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드레이 텍슬러(Andrei Teksler)
에너지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글로벌에너지 전
환에서 올바른 방향임을 인정한 바 있어8) 러시아의 신재생에
너지로의 전환도 느리지만 점차 진행될 것으로 기대
□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발전 현황
◦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발전의 비중이 러시아 내에서 절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2 > 러시아의 수력발전: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pacity(MW)

50,998

51,016

51,241

51,333

51,473

production(GWh)

171,168

187,822

186,226

192,356

n.a.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7) IRENA, “Russia Can Nearly Quadruple Share of Renewable Energy by 2030
Tweet,” 5, Apr. 2017, (https://www.irena.org/newsroom/pressreleases/2017/Apr/
Russia-Can-Nearly-Quadruple-Share-of-Renewable-Energy-by-2030, 검색일:
2021년 4월 28일)
8) ЕКОБлог,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в России,” 14 Октября
2020, (https://yandex.com/turbo/vyvoz.org/s/blog/vozobnovlyaemye-istochniki-e
nergii-v-rossii/, 검색일: 2021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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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p. 314-315.

- 러시아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2015년 50,998MW에서
2019년 51,473MW로 증가폭은 미미하나 생산은 2015년
171,168GWh에서 2018년 192,356GWh로 12.4% 증가
- ‘국제수력발전협회(International Hydropower Association)’
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력발전 경제적 잠재력이 852TWh에
이르는 세계 2위의 수력발전국가로 현재는 이 중 20%만이
활용되고 있음.9)
- 러시아의 수력발전 생산잠재력은 어느 국가보다 높지만, 문
제는 수력발전 자원의 약 80%가 전기수요가 미약한 시베리
아나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 러시아 정부로서는 수요가 적은 해당 지역에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
설하는 등의 투자유인이 거의 없음.

- 러시아 최대의 수력발전소는 Sayano-Shushenskaya(6,400
MW), Krasnoyarskaya (6,000 MW), Bratsk (4,500 MW),
Ust-Ilimskaya (3,840 MW) 등의 순인데 이들은 모두 소비
에트 시절에 건설된 것임.
◦ 러시아 정부는 남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
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수요가 높은 남서부지역의 경우, 기존에 건설된 수력발전
소를 현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반면, 수력발전의 생산잠재력은 높지만 서부지역에 비해 수
9)

International
Hydropower
Association,
“Country
profile:
(www.hydropower.org/country-profiles/russia,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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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낮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을
수요에 맞는 소규모로 건설 예정
- 러시아 남부 Krasnodar 지역의 Belorechenskaya 수력발전소는
Lukoil社가 소유하고 있는데, 2015년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
여 2020년 완료하였으며 발전용량을 약 80% 이상 개선시킴.
◦ 러시아는 최근 소수력발전소(small hydropower plant)* 건설을
확대하여 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기생산을 위해 노력
＊ 소수력발전소는 대체로 설비용량이 30MW 미만의 발전소를 의미

- 러시아는 2013년까지 소수력발전 생산이 없었으나 이후 소수
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2019년 기준 10MW
미만의 소수력발전소로는 169.6MW의 생산용량 확보
< 그림 10 > 러시아의 연도별 소수력발전 생산(MW)
생산잠재력과 생산용량: 2013~2019년

규모별 생산용량: 2016~2019년

＊ 자료: LIU, D., LIU, H., WANG, X., and Kremere, E., eds., “World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Report 2019,” UNIDO, 2019, p. 45.

- 같은 해, 10~30MW 기준으로는 656.9MW의 생산용량을
추가하여 총 826.5MW의 생산용량을 확보

23

- 그러나 소수력발전의 생산잠재력은 825,845MW에 이르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는 19세기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을 해왔으며 소수력발전관
련 다양한 기술보유 및 장비생산 가능
- 30MW 미만의 소수력발전소가 러시아 전역에 139개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러시아 국영기업인 RusHydro
와 NordHydro가 건설 및 운영하고 있음.10)
- 러시아 내의 소수력발전소는 남서부지역인 북코카서스 지역
과 카렐리아 공화국(Karelia Republic)에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으며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는 소수만 가동
- 현재 러시아 정부 법상 25MW 미만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소의 건설에는 △전력망 연계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전력망 연계기업이 동 에너지 구입과 전력망 연계에 따라 발생
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특혜 부여
- 다만, △소수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부
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에 연계하는 과정의 의무요건 다수, △발전소 건
설 및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 소프트웨어, 법규 등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풍력발전 부문은 큰 발전이 없었으나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10) LIU, D., LIU, H., WANG, X., and Kremere, E., eds., “World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Report 2019,” UNIDO, 201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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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풍력발전은 2017년까지 설비용량 측면에서 11MW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2MW와 190.5MW로 큰 폭으로 증가
< 표 3 > 러시아의 풍력발전: 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pacity(MW)

11

11

11

52

190.5

production(GWh)

6

6

6

77

n.a.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pp. 314-315,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ия Ветроиндустрии, “Обзор российс
кого ве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за 2019 год” 2020, с. 7. (2019년)

- 이에 따라 생산도 2015~2017년 6GWh 수준에서 벗어나 2018
년에는 77GWh로 대폭 확대
- 풍력발전은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육성분야는 아니
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으나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의 풍력발전 개발잠재력은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에 63%,
서부지역에 37%가 분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주로 해안가 연안의 발전가능성이 높음.11)
＊ 태평양연안, 카스피해(Caspian Sea), 아조프해(Azov Sea), 발틱해(Baltic
Sea), 흑해(Black Sea) 등

-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주로 인구가 적게 분포되어있어 생산된
에너지를 인구 밀집지역으로 송전하는 문제 상존
＊ 사할린 지역의 인구는 60만 명, 캄차카반도는 30만 명밖에 되지 않으나
풍력발전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

◦ 2019년 12월 기준 23개의 풍력발전단지(wind park)에서 전기
11) Elena Douraeva, “Opportunity for Renewable Energy in Russi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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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그 수는 확대될 예정
- 풍력발전소 가운데 생산용량이 가장 큰 것은 Ulyanovsk에 위치
한 「Ulyanovsk WPP-2, UK “Wind Energy”, “Wind Farms
FRV”」풍력발전소로 터빈 수는 14개에 용량은 50MW에 달함.
< 표 4 > 러시아 주요 풍력발전소(2019년 12월 기준)
구분

발전소

지역

터빈 수(개)

용량(MW)

Ulyanovsk

14

50

Ulyanovsk

14

35

Crimea

10

25

Crimea

180

20.83

Crimea

127

17.25

Crimea

55

7.39

Crimea

63

6.77

Kaliningrad

3

5.10

Krasnodar

2

4.80

Crimea

35

3.76

Ulyanovsk WPP-2, UK
1

2
3
4

“Wind Energy”, “Wind
Farms FRV“
Ulyanovsk WPP-1, PJSC
Fortum
Ostaninskaya WPP, SUE
RC “CGS”
Saki WPP,
SUE RC “CGS”
Tarkhankut WPP, State Unitary
Enterprise (SUE) of the

5

Republic of Crimea (RC)
“Crimean Generating

6
7

8

9
10

Systems” (“CGS”)
Presnovodnenskaya WPP,
SUE RC “CGS”
Donuzlavskaya WPP, SUE
RC “CGS”
Ushakov WPP, OJSC
Kaliningrad
Generating Company
WPP “Mirny”, LLC
“VES-Mirny”(in test mode)
Sudak WPP,
SUE RC “CGS”

＊ 자료: Artem Kudelin and Vladimir Kutcherov, “Wind ENERGY in Russia: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trends,” Energy Strategy Reviews,
Vol. 34, 20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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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풍력발전단지는 2019년 1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는데,
Rusnano社와 Fortum社가 합작으로 설립한 Wind

Energy

Development Fund에 의해 운영
- 상당수의 풍력발전단지가 Ulyanovsk, Crimea, Kaliningrad
등 러시아 중앙연방관구의 인구 밀집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향후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2024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풍력발전
소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의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에너지원
- 러시아의 태양광발전 생산용량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225MW, 2018년 535MW에서 2019년에는
1,064MW로 최근 3년간 매년 2배 이상 성장
< 표 5 > 러시아의 태양광발전: 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capacity(MW)

61

76

225

535

1,064

production(GWh)

62

79

283

460

n.a.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pp. 314-315,

- 이에 따라, 태양광생산도 2015년 62GWh에서 2017년 283GWh,
2018년 460GWh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 영토가운데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은 주
로 영토의 남단으로, 북코카서스, 카스피해 인근,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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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남단 등이 포함
< 그림 11 > 러시아 지역별 태양광발전 개발 잠재력

＊ 주: 일조량기준 붉은색 표시지역은 연간 2,000시간 이상, 파란색 표시지역은
1,700~2,000시간, 녹색 표시지역은 1,700시간 미만임
＊ 자료: https://www.ecoclub.nsu.ru

- Tula, Voronesh, Samara, Chelyabinsk 등의 도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경쟁력 있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Sochi 등은 이탈리아 북부, 스페인 등에 필
적하는 에너지 생산 가능
◦ 주요 러시아 기업은 러시아 전역의 태양광 발전 유망지역을 중
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속 추진
-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업인 Fortum은 ‘러시아직접투자기급(RDIF,
Russia Direct Invest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최대
의 태양열 발전소 건립계획 추진
- 위치는 Kalmykia 공화국에 추진 중이며 2021년 4분기까지 1단
계 공사를 통해 78MW의 전력을 확보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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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38MW 용량을 건설하여 총 116MW 생산계획12)
◦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발전 잠재
력이 높은 분야 중 하나
- 러시아는 삼림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로, 삼림으로부터 생산되
는 우드팰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데 유리한 환경
＊ 러시아 영토 중 삼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이며 대부분의 삼림은 시
베리아, 극동지역,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의 설비용량은 1,370MW에 이르고 있으나 전기에
너지 생산은 2018년 기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73GWh에 그
치고 있음.
< 표 6 > 러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2015~2019년

capacity(MW)
(전기)
production(GWh)
(열에너지)
production(GWh)

2015

2016

2017

2018

2019

1,370

1,370

1,370

1,370

1,370

32

32

84

73

n.a.

-

-

19,002

17,597

n.a.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pp. 314-315,

- 다만,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는 전기 생산보다는 대부분 열
에너지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 에너지 생산은 2018년 기준
17,597GWh로 수력을 제외한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 러시아는 세계적인 우드펠릿 생산국으로 생산량과 수출 등이 높
12) Fortum, “Fortum and RDIF to build the largest solar power plant in Russia,”
2, Mar. 2021, (https://www.fortum.com/media/2021/03/fortum-and-rdif-build
-largest-solar-power-plant-russia, 검색일: 202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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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연간 우드펠릿 생산량은 약 300만 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즌 전 세계 생산량의 6%를 차지
하는 것으로 순위로는 5위 안에 드는 것임.13)
-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우드펠릿의 85%는 유럽지역으로 수출되
고 있으며 ‘ENplus’ 라는 ‘유럽바이오매스협회(European
Biomass Association)’의 인증절차를 받고 있음.
- 우드펠릿 생산이 많은 지역은 목재분포와 생산비중이 높은 지
역으로 ‘St. Petersburg’시와 ‘Arkhangelsk’시가 생산허브로 자
리잡고 있음.
＊ Arkhangelsk 시는 러시아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35만
명 수준의 작은 도시이나 임업자원이 풍부하고, ‘백해(White Sea)’를 통
해 유럽과 연결되는 항구가 있어 목재생산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 수행

-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감소와 재고증가, 신
규기업의 생산확대 등으로 인해 우드펠릿의 국제가격이 약
40% 하락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음.
◦ 우드펠릿의 생산지는 러시아 서부지역이나 향후 동부지역의 생
산도 확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현재는 대부분의 물량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서부지역에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최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생산시설
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중·동부지역의 우드펠릿 생산도 증가하
13) Biomass Magazine, “Russia’s Global Wood Pallet Supply Potential,” 24. Feb.
2021, (http://biomassmagazine.com/articles/17731/russiaundefineds-global-wood
-pellet-supply-potential, 검색일: 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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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추세
＊ 극동지역에서는 Khabarovsk 지역의 우드펠릿 생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드펠릿의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로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으며 향후 중국의 바이
오연료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예상
◦ 다만, 여전히 러시아 국내시장의 성장은 잠재력에 비해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많은 지역의 발전소나 보일러 등이 우드펠릿보다는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아, 사용주체의 자
발적인 시설교체를 기대하기 어려움.
-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정책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에는 난항
- 또 여전히 저렴한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도 우드펠릿 사용으로
의 빠른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러시아 일부지역에서는 지열발전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개발은 부진한 편
- 지열발전의 설비용량은 다른 대체에너지원과는 달리 최근 오히
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까지 78MW 수준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74MW로 감소한 상황
- 지열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도 2018년 기준 426GWh에 그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열에너지 생산량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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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GWh 수준
< 표 7 > 러시아의 지열에너지 생산: 2015~2019년

capacity(MW)
(전기)
production(GWh)
(열에너지)
production(GWh)

2015

2016

2017

2018

2019

78

78

74

74

74

457

446

435

426

n.a.

-

-

207

207

n.a.

＊ 자료: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pp. 314-315,

◦ 지열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Kamtchatka 반도’ 인근이며
카스피해 인근 남서부지역, 중부지역, 바이칼호수 인근도 유망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표 200~3,000m 아래에 50~200℃
가량의 액체방(geothermal fluid)이 존재14)
- Kamtchatka 반도 및 Kuril 열도 지역으로 이곳은 화산활동
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지열발전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며 현재도 가장 많은 지열발전소가 지어진 곳
- 남 Kamtchatka 지역에 1966년 러시아 최초로 5MW 규모의
지열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1999년, 2002년, 2007년에 지열
발전소가 연속적으로 들어섬.
- Kamtchatka 반도에서 가장 큰 지열발전소는 ‘무트노브스카야
지열발전소(Мутновская ГеоЭС)’로 2003년
RusHydro의 자회사인 Geotherm JSC社가 운영
14)

완공되었으며

Geoenergy, “Geothermal Country Overview: Russia,” 13, Sep. 2019,
(https://www.geoenergymarketing.com/energy-blog/geothermal-country-overvi
ew-russia/, 검색일: 202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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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러시아 지열에너지 지역별 잠재력

＊ 주: (1) 열펌프사용 온도 상승, (2) 직접사용, (3) 전기발전 가능
＊ 자료: Geoenergy, “Geothermal Country Overview: Russia,” 13, Sep. 2019,
(https://www.geoenergymarketing.com/energy-blog/geothermal-countryoverview-russia/, 검색일: 2021년 5월 17일)

- 동 지열발전소는 해발 약 8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5MW 용량의 두 개의 터빈이 총 50MW 규모의 전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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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에너지 관련 정책과 육성방향

□ 그린에너지 관련 법적기반과 정책
◦ 러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최초로 등록된 것은
2003년이며 이후 다양한 법안이 단계적으로 마련
- 2003년 최초로 개정된 전기법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분
류,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음.
< 표 8 > 그린에너지 관련 러시아의 주요 법안

법령

주요 내용

2003.3.26. 연방법 35-FZ,
“전기법(개정)”

환경효율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방안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

2008.6.4. 대통령령 889,
“러시아경제의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와

향상을

위한

방안”

- 산업간 에너지 효율성 증진 목표
- 환경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 신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사용에 대한 정부지원
- 2024년까지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09.1.8. 행정명령 1-r

20% 목표제시(수력발전 제외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4.5% 목표)
- 2020년까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대규모 풍

2012.10.4. 행정명령 1839-r

력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 로컬 컨텐츠 기준
-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도매시장 참여자에 대한
페이백 방식의 전력공급계약

2013.5.28. 행정명령 861-r, - 2014-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생산용량
법령 449

목표
- 1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 설립에 대한
투자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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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까지
-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규모 2.45bil USD
- 고체 바이오에너지 생산 1,600만 톤
2013.7.18. 행정명령 1247-p -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법 개정
- 산업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작
- 지방에서 열에너지 생산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 분석
- 전기소매 시장에서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신재

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에
2015.1.23. 법령 47

대한 지원 메커니즘
-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규정 요인 규정
- 검증된 생산설비에 대한 자본 및 유지비용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2015.7.28. 법령 1472-r

2015.11.10. 행정명령 1210

2016.5.5. 행정명령 850-r

- 2012년 행정명령 1839-r의 연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전력 도매시장에서 신재생자원 기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일부 법 개정
-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규 지표 설정

2016.8.1. 행정명령 1634-r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규 목표 설정
2020.4.18. 법령 1081-p
“전기법(개정)”

- 2009년 1월 8일 행정명령의 개정

＊ 자료: IRENA, “REmap 2030 Renewable Energy Prospects for the Russian
Federation,” Apr. 2017. Working Paper, IRENA, Abu Dabi, p. 28을 기반
으로 저자 작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
준을 보였으므로, 이 시기까지 러시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
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침.
＊ 2009년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의 4.5%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제시하는 등 목표설정 수준의 정책 발표

- 각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은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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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
◦ 2010년대 이후 러시아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은 2013년 법령 449임.
- 동 법안은 2013년 5월 최초로 발효된 이후, 2014년 2월,
2015년 11월, 2017년 2월, 2018년 9월, 2020년 3월, 2021
년 2월, 3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 이 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소로의 자격을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정부가 구매하는 에너
지 가격 산정15)
◦ 법안마련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활용
에 관한 다음의 사안에 대해 규정
- 신재생에너지 도매 및 소매시장과 관련한 가격 등 제반 규
정의 제정
- 러시아 전기시장에의 편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소의 자격요건 규정
-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
의 전력시장 거래 시 특혜요건 명시
- 2030년까지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1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8 мая 2013 г. N 449 "О механиз
ме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
ии на оптовом рынке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и мощности"
(https://base.garant.ru/70388616/#friends, 검색일: 2021년 5월 24일)

36

Global Market Report 21-016

◦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 제정
- ‘사하공화국(Sakha Republic)’에서는 2014년 11월 통해
(2017년 2월 법 개정), 공화국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관련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률적 기반 마련16)
- ‘타타르스탄 공화국(Tatarstan Republic)’의 관련 법안은 사
하공화국의 그것에 비해 더 구체적인데, 활용 가능한 신재
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고형폐기물, 소수력발전, 바이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에너지원별 계획을 제시17)
＊ 고형폐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원의 범주에는 포
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이를 포함시키고 2022년까지
55MW 규모의 도시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

- 이 밖에도 Krasnodar, Rostov지역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마련
□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35
◦ 러시아는 자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에
관한 국가차원의 장기 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
-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5(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
16)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от 27 ноября 2014 года N 1380З N 313-V “О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АХ ЭНЕРГИИ РЕСПУБЛИ
КИ САХА (ЯКУТИЯ)” (https://docs.cntd.ru/document/445029370, 검색일:
2021년 5월 25일)
1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от 17 июня 2015 года N 41-ЗРТ “О
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
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https://docs.cntd.ru/document/428595087, 검색일: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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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

а)’ 는 지난 2020년 7월 개정되었으며 2035년까지의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전략을 포함
＊ 기존에 발표되었던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5’를 보완하는 성격의 개정안
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 정부가 기존의 ‘에너지전략 2020’부터 2020 및 2035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국제에너
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
기존의 서구 시장이 아닌 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확대임.
-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개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35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등 현재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전략이 중심이
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은 미미18)
◦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에서 신재생·그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
-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전략적 차원에서의 생산 확대가
아닌, 전통 에너지원의 보조적인 수단이며 고립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이라는 시각 유지
- 다만,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그린에너지의 성장기조 자체는
유지하며 일부 전략적인 영역에서만 생산 확대
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9 июня 2020 г.
1523-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стр.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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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주요 관련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현황
그린에너지 관련 기업 현황

□ 수력발전
◦ (RusHydro) ‘RusHydro(러시아수력발전)’는 러시아의 국영
수력발전 기업이자 최대의 전력생산기업 중 하나
- 러시아 정부가 RusHydro의 지분 61.7%를 소유한 대주주로
국영기업임.
- 60개 이상의 수력발전소, 전력망 기업, 에너지판매 기업, 연구
개발기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총 발전량은 1억 486억
kWh에 이름.19)
- 2013년 1월 9일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1254-r’에 따라, 러
시아의 전력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결정되
어 2014년 12월 설립
＊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RAO UES(러시아 전력통합공사)’의 자회사 형
태로 설립되었음.

◦ 동 기업은 수력발전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극동지역
의 에너지 발전에 관여도 높음.
- 러시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입법 분야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 등의 그린에너지 개발에
19) RusHydro 홈페이지, (https://rushydro.ru/company/history, 검색일: 2021년 5월
25일)

39

참여
- 극동지역에서 PJSC Far Eastern Energy Company, JSC Far
Eastern Generating Company, Far Eastern Distribution
Grid Company 등의 기업을 보유
< 그림 13 > RusHydro Group 발전소 및 자회사

＊ 자료: РусГидро,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Группы РусГ идро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с перспективой до 2025 года,” стр. 4-5.

- 인구밀도가 높은 서부와 서남부지역,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수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음.
□ 풍력발전
◦ 풍력발전과 관련해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러시아내 다수의 기
업들이 존재
- 정부로부터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localization) 비중이 65% 이상 되어야하므로 러시아 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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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생산 비중은 이에 따라 높은 편
< 표 9 > 러시아내 풍력발전기 생산 주요기업과 생산 분야

＊ 자료: Arten Kudelin and Vladimir Kutcherov, “Wind ENERGY in Russia: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trends,” Energy Strategy Reviews, Vol.
34, 2021, p. 9.

- 기업에 따라,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의 일부
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러시아 내에서 부품 전
주기의 생산과 조립이 가능한 상황
-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
으로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사례들이 있음.
- ‘러시아풍력발전협회(Russian Association of Wind Power
Industry)’에는 약 170여개의 풍력발전 관련기업이 회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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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동 협회는 관련기업들을 OEM, 디벨로퍼&투자사, 건설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림 14 > 러시아내 풍력발전 관련 주요 기업 구분

＊ 자료: Russian Association of Wind Power Industry, “RAWI: 15+ year of joint
market cultivation,” p. 7.

◦ (Nova Wind JSC) 동사는 러시아 원자력기업인 Rosatom의 자
회사로 2017년 9월, 10억 1,000만 루블의 자본금으로 설립
- Rosatom社가 보유한 모든 풍력에너지 자원을 통합하고 풍
력터빈 생산, 풍력발전소 건립과 관리, 마케팅, A/S 등 풍력
발전과 관련한 일괄 체계 구축

42

Global Market Report 21-016

- Nova Wind JSC는 2개의 자회사를 통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를 관리하고 있는데, JSC VetroOGK는 2016년부터 수행하
고 있는 66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행
＊ 동 기업 지분의 49.5%는 Gazprombank의 자회사인 Vetroeneratsiya LLC
가 보유

- JSC VetroOGK-2는 총 532.5MW 생산규모의 풍력발전소
를 관리하고 있으며 Nova Wind JSC는 러시아 풍력발전시
장의 약 30%를 점유
- Nova Wind JSC는 네덜란드 기업인 Lagerwey社와 합작으
로 2017년 11월 Red Wind BV를 설립하였으며 합작을 통
해 2.5/4.5MW 풍력터빈 생산을 위한 기술을 이전받고 인
력교육 등을 추진 중
- Nova Wind JSC의 주요 풍력단지로 ‘아디게이스카야 풍력
단지’, ‘코추비프스카야 풍력단지’ 등이 있음.
< 표 10 > Nova Wind JSC의 주요 풍력단지
단지 명

주요 특징
- 아드이게야 공화국에 위치

아드이게이스카야

- 2020년 3월부터 전기 공급

(Адыгейская)

- 2.5MW 터빈 60개로 총 150MW 생산
- 국산화율 65%
- 스타브로폴에 위치

코추비프스카야
(Кочубеевская)

- 2021년 1월부터 전기공급
- 2.5MW 터빈 84개로 총 210MW 생산
- 러시아 최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카르말리노브스카야
(Кармалиновская)

- 노보알렉산드로브스크에 위치
- 2021년 4월부터 전기공급
- 2.5MW 터빈 24개로 총 60MW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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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첸코프스카야
(Марченковская)

본다레브스카야
(Бондаревская)

- 로스토프 지역에 위치
- 2020년 8월부터 건설시작
- 2.5MW 터빈 48개로 총 120MW 생산 추진
- 이파토프스키 지역에 위치
- 2020년 11월부터 건설시작
- 2.5MW 터빈 48개로 총 120MW 생산 추진

＊ 자료: Nova Wind JSC 홈페이지, (https://www.novawind.ru/production/our-pr
-ojects, 검색일: 2021년 5월 26일)

◦ (풍력에너지개발社) 동 사(Ветроэнергетика)는 러시아 국영
기업인 Rusnano社와 풍력에너지기업인 Fortum社가 설립
- 양 기업은 2017년 풍력에너지 개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펀드형태의 기업 설립
- 주요 풍력단지 가운데 하나는 ‘Ulyanovsk WPP-2’로서 2019
년 1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총 50MW의 전기
생산
- 이 밖에도 Rostov, Saratov, Orenburg 등의 지역에 풍력단
지 건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태양광발전
◦ (Hevel Group) 동 그룹은 2009년 설립된 러시아 최대의 태
양광발전 기업으로 러시아 내 다수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 태양광패널 제작, 설치, 운영, 관리, 서비스 등 태양광발전의
전 주기를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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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국영기업인 Rusnano社와 Renova Group*의 합작으
로 설립되었음.
＊ Renova Group은 1990년 러시아에서 설립되어 원유, 알루미늄,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중 하나

- 운영 중인 주요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푼토브스카야
(Фунтовская СЕС)’는 총 발전용량 75MW의 러시아 최대
태양광발전소로 2019년 1월부터 전력공급 시작20)
＊ 러시아 내 태양광발전 유망지역인 Astrakhan 지역에 위치

- ‘코쉬-아가치스카야(Кош-Агачская СЕС)’는 ‘알타이 공화
국(Altai Republic)’에 위치한 총 발전용량 10MW의 발전소
로 2014-2015년 건설되었으며 러시아 태양광발전 초기 단
계의 대규모 발전소
- ‘부르잔스카야(Бурзянская СЕС)’는 ‘바쉬키리아 공화국
(Bashkyria Republic)’에 위치한 총 발전용량 10MW의 발전
소로 2020년 2월부터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남는 전력은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
- 동 사는 러시아 외에 카자흐스탄에도 진출했는데, Akmola
주에 건설된 ‘누라(Нура)’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 100MW
로 CIS 최대 규모이며 2020년 5월부터 가동
◦ (Telecom-STV) 1991년 설립된 러시아 기업으로 실리콘웨이
퍼, 장비, 태양광 모듈생산 전문 기업
- 모스크바 인근의 Zelenograd 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전자재
20) Hevel Group 홈페이지, (https://www.hevelsolar.com/projects/funtovskaya-solnec
hnaya-electrostanciya/, 검색일: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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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반도체 기술기반으로 설립
＊ Zelenograd 시는 구 소비에트 시절부터 전자기기 및 관련분야에 특화된
도시로 현재는 시의 일부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주로 기술력 있는 기
업들 다수가 입주해 있음

- 동 사는 최대 직경 150mm의 실리콘웨이퍼 제조에 대한 특
허기술 및 태양광 모듈생산, 모듈생산을 위한 장비제조 기술
등을 보유
- 2015년 생산 전 공정에 대하여 ISO 9001-2015 표준에 따
라 승인 획득
- R&D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만큼, 다음의 분야에서 연구활동
을 지속; △태양광 모듈을 위한 태양에너지 집광기 개발 및
모듈 제조기술 향상, △제어 및 측정기술장비 설계, △마이
크로 전자재료 나노기술 등
- Hevel Group과 같이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히려 소비자 대상의 소형 모듈 생산에 주력
＊ 개인이나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태양광 모듈 등
혁신적인 제품 생산

□ 바이오에너지
◦ (Vyborg Forestry Development Corporation) 동 사는 세계
최대의 목재펠릿 생산기업
- 러시아 북서부의 핀란드와 국경을 면한 Vyborg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펠릿 생산량은 1백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 생산되는 목재펠릿의 대부분은 St. Petersburg를 통해 유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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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출
- 막대한 양의 목재펠릿 생산을 위해 정부로부터 인근의 삼림
채굴권을 부여받았으며 지속적인 삼림경매에도 참여하면서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
◦ (Lesozavod-25) 1898년에 설립된 목재 제재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북서부 Arhangelsk 지역에 위치
-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제재소 가운데 하나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2003년 대규모의 공정현대화 작업을 시행한 이후,
2014년 우드펠릿 생산라인 준공
- 동 사는 3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생산라인은 목재의 분류, 생산, 포장, 선적 등의
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 표 11 > Lesozavod-25의 연간 우드펠릿 생산량: 2016~20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라인 1

60,859

60,575

60,258

62,757

58,989

생산라인 2

53,866

55,316

50,020

53,685

56,149

생산라인 3

-

17,616

72,109

77,579

78,164

Total

114,724

133,507

182,387

194,021

193,302

＊ 주: 단위는 톤(ton)
＊ 자료: Lesozavod-25 홈페이지, (https://www.sawmill25.ru/о-предприятии/пр
едприятие-севодня/, 검색일: 2021년 5월 27일)

- 2016년 우드펠릿 생산량은 114,724 톤에 불과했으나 세 번
째 생산라인이 가동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
년에는 193,302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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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되는 우드펠릿의 80%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지역으로

수출되며

나머지

물량은

동사가

위치한

Arhangelsk 시와 협력을 통해 로컬사용 확대
◦ (Dok Enisey) Krasnojarsk 지역에 위치한 목재가공 및 펠릿
생산업체
- 생산되는 우드펠릿의 약 95%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데 주요 수출국은 일본, 독일, 덴마크, 세르비아, 터키 및
CIS 국가들
- 연간 우드펠릿 생산량은 2020년 기준 10만 7,000톤이며 현
재 계획 중인 생산설비 증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2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21)
□ 지열 발전
◦ (Kamchatskenergo) 러시아내 지열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RusHydro의 자회사
- ‘무트노브스카야 지열발전소(Мутновская ГеоЭС)’를 건설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Geotherm’社가 2019년 12월 청산되면서
동사의 자산을 신규설립 기업인 Kamchatskenergo로 이전
- 러시아내 지열발전소가 Kamchatka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 수행

≪

≫

21) Lesprom, 25, Фев. “ДОК
Енисей увеличит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пливны
х пеллет до 200 тыс. т в год,” (https://www.resprom.com/ru/news/ДОК_
Енисей_увеличит_производство_топливных_пеллет_до_200_тыс_т_в_г
од_97673/ 검색일: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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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가 관리하는 주요 지열발전소로는 ‘무트노브스카야 지열
발전소’를 포함하여 ‘베르흐니에-무트노브스카야(Вехне-Мутн
овская ГеоЭС)’, ‘파우제스카야(Паужетская ГеоЭС)’ 지열발
전소 등이 있음.
< 그림 15 > Kamchatka 지역의 지열발전소
무트노브스카야 지열발전소

파우제스카야 지열발전소

＊ 자료: (좌) www.elec.ru, (우) www.studfile.net

- 파우제스카야 지열발전소는 러시아 최초의 지열발전소로
Kamchatka 반도 남부의 고립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
한 목적으로 1966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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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

□ Enel (이탈리아-풍력발전)
◦ Enel社는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으로 1962년 설립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
- 동 사는 1962년 이탈리아의 전기·가스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2년 유한회사로 변모한 뒤, 1999년 이탈리
아의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자 민영화되었음.
- 1970년대부터 원자력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1993년 유럽최대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활동
- 2008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생산을 총괄하는 Enel Green
Power社를 설립하고 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장 확장
◦ Enel社의 러시아 진출은 2004년 7월 St. Petersburg의 발전
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러시아 ESN Energo 그룹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시작22)
- 이후 2006년 ESN Energo 그룹 산하의 Rusenergosbyt社의
지분 49.5%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전력시장 진출
＊ Rusenergosvyt은 러시아 최대의 전기 소매판매 기업으로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전기 공급

- 2007년 ‘러시아연합전력시스템(RAO UES)’이 보유한 전력생
산기업인 ‘OGK-5’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등 러시아
22) Enel Russia 사업보고서, p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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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민영화 단계에서 인수를 통해 진출확대
- 이후 ‘OGK-5’의 명칭을 ‘PJSC Enel Russia’로 변경하였고
지분은 56.4% 보유
＊ 동 사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에 상장되어 있음.

-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출 및 개발을 본격화하
기 위해 2017년 ‘Enel Green Power Rus LLC’를 PJSC
Enel Russia의 자회사로 설립
◦ 2017년 이후 러시아 그린에너지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면서 3개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
< 그림 16 >

Enel 그룹이 러시아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 자료: Enel Russia 사업보고서,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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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Enel 그룹의 투자는 약
4억 9,500만 유로에 달하고 있음.
- ‘아조프스카야 풍력발전소(Азовская ВЭС)’는 2019년 5월
착공했으며 133헥타아르의 지역에 26개의 풍력터빈을 설치
하여 연간 32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
＊ PJSC Enel Russia의 자회사인 Enel Russia Wind Azov LLC가 동 프로
젝트의 투자와 관리를 담당

- ‘콜스카야 풍력발전소(Кольская ВЭС)’는 2019년 9월 착공
했으며 러시아 최북단인 콜라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257헥
타아르의 지역에 총 57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연간
7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만 2억 7,3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로드니코프스카야 풍력발전소(Родниковская ВЭС)’는 스타
브로폴 지역에서 동 사가 2019년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총 19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하여 220GWh의 전기생산 추진
◦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Enel 그룹의 전략은 전통적인
에너지관련 사업과 분리된 기민한 조직구성과 대응
-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Enel Green Power Rus
LLC’를 통해 동 분야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제 마련
- 최근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풍력발전 시장에서 수주에 연속
적으로 성공하여 ‘Fortum’, ‘Nova Wind JSC’와 함께 풍력
발전에서 3대 기업으로 발돋움
◦ 2018년 ‘Enel-X Rus’를 설립하고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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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영역 확장
- E-mobility 분야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판단하고 전기차충전
기 개발에 힘쓰고 있음.
- 2019년에는 러시아 내에 17개의 전기차 고속충전기를 설치
했는데, 3개는 러시아 전력공급기업인 ‘Rosseti’와 공동으로
첼랴빈스크에, 13개는 ‘RusHydro’와 함께 극동지역에, 1개
는 스콜코보 혁신센터 안에 위치
- 동 기업은 러시아 진출초기에는 전통에너지자원 개발에 초
점을 두었으나 점차 그린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
였고, 에너지 연관분야까지 진출분야 확대
- 각 사업 단계에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밀
접히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
□ Vestas (덴마크-풍력발전)
◦ Vestas社는 2018년 러시아의 Rusnano社와 합작으로 풍력발
전기 제조를 위한 합작사를 설립
- 러시아 남부 Ulyanovsk 지역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약 27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 20억 5,000만 루블
에서 Rusnano는 5억 225만 루블 투자23)
- 2018년 2월 Vestas는 Ulyanovsk주,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체결을 통해 Ulyanovsk 산업클러스터
23) Rusnano 홈페이지, (https://www.rusnano.com/projects/companies/vestas, 검색
일: 2021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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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Vestas의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생산시설 입주합의
- Vestas社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풍력발전 기업으로 유리
및 탄소섬유로 만든 강화리브를 사용하여 풍력발전기용 복합
블레이드 생산
- 러시아 풍력시장의 확대와 함께 러시아 녹색에너지 시장의 투
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Rusnano와의 합작을 통한 풍
력발전 시장 진출
＊ Rusnano는 풍력터빈 제작은 Vestas와 합작을 통해, 설치 및 운영과 관련
하여는 핀란드 국영에너지 기업인 Fortum社와의 합작으로 협력을 양분
화하고 있음.
< 그림 17 > Vestas의 공장 내부

＊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Ветроиндустрии, “ОБЗОР российского в
е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и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за 2019
год,” стр. 39.

◦ Vestas-Rusnano-Fortum의 3각 협력 체제 하에서 베스타스
는 안정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매출기반을 유지
- 러시아 국영기업인 Rusnano의 시장지배력이 공고히 유지됨에
따라 다수의 신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Rusnano-Fo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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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Vestas는 발전기 생산을 통
해 안정적인 시장기반 구축
- Ulyanovsk 주가 발주하여 2019년부터 가동된 ‘Ulyanovsk
WPP-2’ 풍력단지에 동사의 3.6MW 용량의 풍력발전기 14개
를 납품
- Rostov 지역에 건설 중인 총 300MW 규모의 3개 풍력단지인
‘술린스카야(Сулинская)’, ‘카멘스카야(Каменская)’, ‘구코
브스카야(Гуковская)’에도 풍력발전기 78개를 납품24)
◦ Vestas는 러시아 시장에서 단순히 풍력발전기 제조뿐만 아니
라, 혁신을 통해 품질 개선작업 지속
- 2020년 10월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 주최한 신소재분야 경
진대회에서 Vestas와 Rusnano가 합작으로
Galen이 풍력발전기용 특수소재 개발로 수상

설립한

JSC

- 또한, Vestas가 소재한 Ulyanovsk 산업클러스터 내의 복합나
노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소재개발을 추진
예정
□ Solar System LLC (중국-태양광 발전)
◦ Solar Systems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기업인 Amur Sirius의
자회사로 2014년 러시아에 진출
- 타타르스탄에 위치한 ‘알라부가 경제특구(Alabuga Special
24) Russian Association of Wind Power Industry, “RAWI: 15+ year of joint
market cultivation,”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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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Zone)’에 태양광패널 생산을 위한 투자를 시작
- 이후 러시아 내에서 수행되는 다수의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러시아의 Hevel Group에 이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
◦ 동 사가 러시아 내에서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2021년 6월 현재 총 28개, 용량으로는 404.56 MW에 달함25)
- 최초의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은 Astrakhan 지역에 15MW
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전기생산 시작
< 그림 18 > Solar System社의 러시아 내 프로젝트 추진 지역

＊ 자료: Solar System 홈페이지 (http://www.solarysstems.msk.ru/areas/#projects,
검색일: 2021년 6월 1일)

- 이후 Samara 지역에서는 3단계에 걸쳐 총 75MW의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는 단일 태양광 단지로
는 러시아 최대 규모이며 2018~2019년부터 가동 시작

25) Solar System 홈페이지 (http://www.solarysstems.msk.ru/areas/#projects, 검색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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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vropol 지역에서도 총 3단계로 이어진 프로젝트를 통해
50MW의 전기를 2020년부터 공급하고 있음.
- 현재 Krasnodar 지역에서는 2단계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데 규모는 각각 4.99MW로 2022년 완공 예정
□ SINOMEC (중국-수력, 풍력)
◦ 중국의 에너지 기업인 ‘SINOMEC(China Energy Engineering
Group. Ltd.)’은 최근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
로 진출 추진
- 동 기업은 1987년 설립되어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 투
자,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중국의 SINOMACH 그룹의 자
회사로 에너지개발 엔지니어링 부문에 특화26)
- 해외에너지 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CIS 시장
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사업 진행
◦ SINOMEC社는 카렐리아공화국의 ‘켐(Кемь)’강에 ‘벨로파로
쥐스카야 수력발전소(Белопорожская ГЕС)’ 건설 중
- 동 수력발전소는 24.9MW 용량의 2개의 발전소로 구성된 소수력
발전소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Russia Direct Investment
Fund)」와 동 사가 공동으로 118억 루블을 투자
- 1기 발전소는 2020년 11월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으나 2
기 발전소는 2020년 10월 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완공
26) SINOMEC 홈페이지, (http:www.sinomec.com.cn/jt/index_73.aspx, 검색일: 2021
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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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기되고 있음.
◦ SINOMEC社는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Rosatom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이며 극동지역에 다양한 투자계
획 준비
- 또한 동 기업은 카렐리아공화국이 인접한 ‘백해(White Sea)’
연안에 총 용량 60MW의 해양풍력단지를 2022년까지 건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풍력단지는 러시아 최초의 해양풍력발전단지로 벨로파로
쥐스카야 수력발전소 건설에 공동 투자했던 러시아직접투자
펀드와 공동으로 약 90억 루블 투자 예정
- 건설사로는 Rosatom의 자회사인 Nova Wind JSC가 될 것이며
사용되는 부품의 65%는 러시아 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함.
- 지난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Far
Eastern Economic Forum)’에서 연해주정부는 SINOMEC社
와 합작으로 ‘극동에너지기업(Far Eastern Company)’ 설립에
관한 계약체결27)
-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은 향후 극동지역에서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동투자를 모색할 계획
□ 러시아 극동 우드펠릿 사업과 한국기업 진출
◦ 러시아 극동의 우드펠릿 사업에는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의
27) Тасс, 5, Сен. 2019,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ую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компанию
создали в Приморье,” (https://tass.ru/ekonomika/6847167?utm_source=yxne
ws&utm_medium=desktop, 검색일: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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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타진해오고 있음.
-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러시아에 목재가공공장을 설립하
고 목재를 채취하여 우드펠릿으로 가공한 뒤 한국으로 수입
하는 것

< 극동지역 우드펠릿 사업의 이점28) >
◦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 합작 우드펠릿 가공공장을 설립의 이점은 다음
과 같이 볼 수 있음.
- 첫째, 우드펠릿의 주원료인 목재 생산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은 연해
주나 Khavarovsk주를 중심으로 이미 다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펠릿으로 가공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음
＊ 극동지역의 다른 주와는 달리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나 항만 등의 운송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이 양호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에 적합

- 둘째, 극동지역은 러시아 타 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여 펠릿
생산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
- 셋째, 극동지역의 우드펠릿 생산시설은 향후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
- 넷째, 중국은 아직까지 우드펠릿 수요가 많지 않고 생산된 펠릿을 주
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입장이지만, 향후 국내 환경정책에 따라 바이오
매스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다섯째, 현재 많은 러시아 우드펠릿 시설은 서구 수출을 목적으로 지
역적으로 서부에 치우쳐 있고,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대한 제조업
유치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 극동지역에 대한 생산기지구축은 정부
차원의 협조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여섯째, 극동지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아 운송기일과
비용이 적게 소용되는 장점이 있음.

59

- 국내 기업들은 극동지역으로부터 완제품 우드펠릿을 단순히
수입해왔으나 극동지역 생산공장 설립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현지 생산체계 구축 추진
＊ 러시아산 우드펠릿은 대부분 열량과 효율이 높은 1등급 우드펠릿이며 한국
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우드펠릿은 동남아산으로 저효율인 경우가 대부분

◦ S社는 수년 전부터 극동지역에 우드펠릿 가공공장 설립을 추
진해왔는데, 제재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 계획
- 1단계로는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Nadzhejinskaya 경제특구’
에, 2단계로 ‘Khavarovsk 경제특구’에 우드펠릿 가공 공장
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생산된 제품은 한국의 바이오 기반 발전소 및 가정용으로
수출될 계획
＊ 이와 같은 러시아 자원가공-해외수출 방식의 제조업은 러시아 정부가 가
장 선호하는 방식의 자원개발 방향

- 다만, 현재까지는 Nadzhejinskaya 경제특구에 대한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장설립과 제품생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28)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8-001, 2018,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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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러 그린에너지·그린뉴딜 협력방안

□ 러시아 그린에너지 정책과 시장의 주요 시사점
◦ 러시아의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은 원유나 천연
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 개발의 보완적 개념
- 현재로서는 동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메인스트림 전략으로 보기 어려움
＊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린에너지 시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이나 중·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체계 변환은 어려움.

- ‘에너지전략 2035’ 등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중기 에너지 전
략은 여전히 전통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 개발 전략은 미미
＊ 현실적인 시각에서 러시아는 중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전통적인 에
너지 부문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시각 유지

- 중앙연방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은 기존의 에너지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급 지속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지역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 △기존 전력그리드 소외지역, △신재생에너지의 경제
성이 보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그린에너지 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
◦ 그린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발전비중을 보이는 것은 수
력발전이나 바이오, 태양광 및 풍력발전분야의 발전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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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 부문은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소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성장성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특히,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인구밀도가 낮고 미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는 서부지역은 일정 부분 시장이 포화되었으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성장여지가 있음.
- 지열발전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Kamchatka 반도 등 일
부지역에서만 가능한 발전 형태로 확장성은 낮음.
◦ 주요 국영에너지 기업이 그린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합작투자 이행
- 공기업인 RusHydro는 수력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풍력·태양
광 등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확대
- 러시아 원자력기업인 Rosatom은 Nova Wind JSC라는 자회
사 설립을 통해 풍력발전분야에 진출하였으며 Rusnano도
풍력발전에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 Rusnano는 또한 Renova Group과 합작으로 태양광발전 기
업인 Hevel Group을 설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
극적인 행보
- 지열발전 분야에서도 Kamchatskenergo가 Kamchatka 반도
의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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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 국영기업은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으로 기술도입과
국내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사실
상 과점하고 있음.
◦ 외국계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 합작하거나 현지 공장설립을
통해 그린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대부분
- 핀란드 Fortum社와 덴마크 Vestas社는 Rusnano와 합작으
로 풍력발전 분야에 진출했는데,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서 러시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SINOMEC社도 Rosatom과 카렐리아공화국에서 대
규모 풍력단지개발을 추진
- 중국의 Solar System LLC는 현지에 태양광 조립공장을 설
립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Enel은 전기차 사업 등
에서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진행
□ 한국의 그린에너지 발전 추진방향
◦ 한국은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정책
을 발표하면서 그린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본격화29)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에너지관
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
지 확산기반 구축 및 전환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
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있음.
-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지능형
29)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14,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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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여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절감 추진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풍력분야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13개 권역의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할 예정
＊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약 20만 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
원하여 산업분야보다는 가정이나 상가 등의 태양광 활용도 제고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각각의 충전 인
프라를 확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밖에도 자원순환, 폐자원 관리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등
을 촉진하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
폼도 조성하기로 함.
◦ 이어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그
린뉴딜 정책을 더욱 구체화30)
-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으로 풍력 발전 등을 가속화하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ESS를 활용하고 IT 기반의 에너
지 시장 창출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을 저탄소화 하고, 산업밸류체인
혁신으로 탄소중립 실현

-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하여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 철도, 선박 등 모빌
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30)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2020. 12. 7,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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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1 전략 추진
3대
정책
방향

10대
과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적응

新유망

기회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공정

탄소중립

저탄소산업

사회로의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新유망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취약 산업 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도시‧국토 저탄소화

▪재정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녹색금융

▪R&D

▪국제 협력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추진

(조직)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체계

(운용) 사회적 합의 도출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단계적 성과 확산

＊ 자료: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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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방
향인데, 2차 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등의 분
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
업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화하여 제품 지속가능성
을 제고하고 부문별 폐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 한-러 그린에너지 협력방향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업과
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인
-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 합
작을 하거나 현지에 생산기반을 갖고 있음.
- 현지 생산이 없는 경우, 정부의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여건 조성 필요
- 다만,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의 공기업과 함께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
이 틈새시장을 전략적으로 찾을 필요 상존
＊ 소수력발전의 경우, RusHydro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동 사와
의 협력이 필수적

- 신재생 프로젝트에 일부 포함되는 장비의 완제품 수출도 가
능하지만 현지의 유력한 디스트리뷰터를 연계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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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와의 협력 필요
-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체가 주로 에너지그리드에 연결이 되
어있지 않은 지방의 소외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
방정부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 도모
- 소외지역이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소수력 등의 발전여건이
양호한 지방을 중심으로 진출 타진
-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도 임업자원이 풍부한 극동 및 시베
리아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모색
◦ 사실상 러시아에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느리게 나타
나고 있으므로 전통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 기회 포착필요
- 러시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제조
공정상의 저탄소 기술협력 등이 가능
- 공정단계에서 파생되는 탄소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 모색
◦ 그린에너지 연관 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정보 및 기술교류 필요
- 러시아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차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전기차 판매는 연간 수백 대에 그치고 있으나 Enel과 같은
글로벌에너지 기업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적극적
＊ 동 사는 러시아 공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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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하기 위한 전략 추진

- 현대차-러 얀덱스(Yandex)는 이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공
동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러 간 신사업협력 경험이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 신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공동육성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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