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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전력상황 
1. 전력부족 위기 

2. 송전, 배전망 부족 

3. 낮은 전력보급률 



 01 페루 전력상황  

 1. 전력부족위기 

§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페루의 성장엔진인 광산업의 증가로 전력수요 급증하는 추세 

§ 전력수요는 최근 5년간 평균 8%씩 빠르게 증가, 그에 비해 전력공급 증가는 더딘 상태 

§ 2011년 전력수급요구는 10%가 증가하였지만 발전용량(공급량)은 단 1% 증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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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량 / 전력수요량 예상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전력공급량 9200 8300 8750 

전력수요량 7800  7200  7500  

2016년 전력 공급/수요량 예측 

전력공급량은 현재 건설중 /예정 중인 발전소 기준 

전력수요량은 경제성장 /  전력수요 증가율을 기준 

단위 : mw 



 2. 송전, 배전망 부족 

 페루의 전력위기는 각종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신속하게 이동시켜 줄 송전,배전망의 부족 때문이다 

                                                                                                    - 페루전력위원회(COES) -  

§ 전력공급을 위해 진행 및 예정중인 발전소의 대다수는 중부에 집중, 북부/남부 지방은 외면당한 상태 

CT Tablazo 북부 

CT Kallpa CC 중부 

CT Fenix 중부 

CT Olleros 중부 

CT Cold ReserveTalara 북부 

CT Chilca I CC 중부 

CT Huanza 중부 

CH Machupiccu 남부 

CT  Cold Reserve  - IIO 남부 

[ 2011~2013 발전소 현황 ] 

 

§ 대규모 광산프로젝트의 경우 중부가아닌 북부와 남부에 집중 

§ 북부와 남부로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송전라인, 배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  

 01 페루 전력상황  



 3. 낮은 전력보급률 

§ 2010년 페루의 전력보급률은 82.7%를 기록, 이 수치는 라틴아메리카 30여 국가중 22~26위의 낮은 수준 

§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전기보급률 불평등수치는 라틴아메리카 내 3위 

 0 ~   0 % 

 0 ~  20 % 

 20 ~ 40 % 

 40 ~ 60 % 

 60 ~ 79 % 

 79 ~ 99 % 

지역별 전력보급률 
§ 수도 ‘리마’와 멀리 떨어진 비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전력수급이 30%에 그치며 6백만 명 이상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페루 중부의 경우 전력 보급률이 79~99%로 높지만 

  북부와 남부의 경우 전력보급이 낮은 지역은  0.1~20%,  

  대부분의 지역도 20~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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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력부족위기 

2016년 이후 전력부족 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페루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전력보급률이 떨어지는  

북부/남부로의 배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 

- 향후 계획중인 500억 달러 규모의 15개 광산프로젝트 수행에 심각한 문제 발생 

- 전력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계획 부족은 국가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 

- 낮은 전력보급률은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전기세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01 페루 전력상황  



기업소개 
1. 일반현황 

2. 제품설명 

3. 캄보디아 성공사례 



 1. 일반현황 

경안전선은 1995. 6. 17 설립,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에너지의 바탕이되는 전선 및 케이블 생산업체이다.  

2011년 매출액 1300억, 영업이익률 4%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경안전선은 어떤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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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설명 

저발연성, 저부식성, 난연성 등 친환경전선을 개발, 친환경 케이블을  
포함한 380여 규격의 국내외 안전인증을 받은 세계 수준의 상품 생산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품안전의 날>에서 안전한 제품개발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높은 업체에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 수상  

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상품 생산 
(ISO9001, UL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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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캄보디아 현지법인 

 한국기업의 투자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경안전선이 유일하죠 

           - 속 첸다 캄보디아 국가개발위원회 사무총장 -  

2006년 4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투자금액 1,879만달러) 

주요생산품목은 전력 및 광통신 케이블로 약 600여종의 상품 생산 

한국인 직원 10여명과 캄보디아 현지인 300여명 정도를 고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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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력시장 점유율 

캄보디아 내의 유일한 전선 생산 업체로 

해외 수입품 30%를 제외한 전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70% 

30% 

경안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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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캄보디아 현지법인 

캄보디아 6개 지역 배전망구축 완공 

발 주 처 캄보디아 전력청 EDC 

자     금 자금원 :Wrold Bank 처용처 : 캄보디아정부 

 
입찰품목 

6개 도시 배전망 공사 
LOT1 : Sihanockvile / Kampot 
LOT2 : West Phrom Penth / Kompong Speu / Taeko 
LOT3 : Battambang 

수행기간 2007. 9. 18 ~ 2011. 11. 17 

계약금액 $ 7,339,728,78 

캄보디아 배전망구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 을 통해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실력을 검증받은 믿을 수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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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 
1. 관세 & 비관세장벽 철폐 

2. 중소기업 협력 강화 

3.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 



 1. 관세 & 비관세장벽 철폐 

§ 품목 수 기준으로 즉시철폐 67.9%, 조기철폐(5년이내) 81.3%, 10년내 철폐 98.8%, 양허제외 0.1% 

 

페루 평균 관세율은 5.3% 수준 

페루 품목의 53.3%가 이미 무관세이며 

평균관세율은 기체결된 중남미 국가 

칠레의 6.0% 보다 낮은 수준 
경안전선의 주력상품인 동축케이블 및 전선의 경우 

평균관세율보다 3.1% 높은 9% 관세가 즉시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 양국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관세철폐 

비관세철폐 

기술자의 이동 

내국민 대우 

서비스의 자유화 

27.8% 

FTA 체결 시 기대하는 효과  

 03 FTA 효과 



 2. 중소기업 협력 강화 

 한 – 페루 FTA 제20.4조  

 양 당사국은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할 것이다. 

§ 제휴관계를 조성 

§ 경제 행위자 간 협력 증진 

§ 관련정보의 교환 및 대화 촉진 

§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 증진 

§ 공공 및 민간기관의 협력 장려 

 

§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 인정 

§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촉진 

§ 중소기업 간 공동 입찰 참여 장려 

§ 입찰/낙찰 절차의 투명성 강화 

§ 입찰/낙찰 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한 – 페루 FTA 제16.17조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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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 

§ 중남미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 중 

 

안데스 공동체  관세동맹 69년 창설 

남미공동시장 경제보완협정 03.8 체결 

칠레 FTA 09.3 발효 

멕시코 FTA  11.4 서명 

[ 페루의 무역개방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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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오 항구의 경우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거리 

§ 중남미 FTA의 허브  

 

§ 페루-브라질을 연결하는 Interoceanica 고속도로 완공으로 

   카야오항구에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이동시간 단축 

§ 브라질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성공전략 
1. FTA 효과 활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활용 

3. 페루 직접투자 



 1. FTA 효과 활용 

§ 원산지증명 및 인증수출자제도 

§ 관세 철폐 효과 

§ 원재료 수입가격 하락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제도 

발효 후 5년간 기관증명방식 

인증수출자의 경우 자율증명 

9% 관세 

즉시철폐 

기체결된 미국,중국등과 동등 

발효 전 일본,멕시코,EU 우위 

전선원재료  

 수입가격하락 

 

전기동의 경우 5년간 균등철폐 

(관세율 5%, 2013.1.1 무관세) 

 04 성공전략 



 2.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활용 

§ 수출역량 강화사업 

§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어떻게 활용하나? 

수출역량 강화사업 

국내 컨설팅 업체 중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와 중소기업을 연결 

(페루의 경우 SAFI GLOBAL S.A.C. 업체) 

수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를 제공 

경안전선의 경우 IECEE인증과 멕시코 시장을 대비한 

멕시코제품안전규격(NOM), 중남미 진출을 위한  

아르헨티나 전기안전(IRAM) 해외규격 인증 준비 

FTA 및 무역실무에 관한 수출교육, 각종 정보제공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현지 언어를 사용한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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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페루 내 지사설립 

§ 영업활동 및 관련정보 획득을 위한 지사 설립   

§ 관련기간 및 현지 업체와의 교류 

적극적인 영업활동/ 
홍보/마케팅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제휴 

현지상황에 
빠른 대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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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성공스토리 
1. 배전망 구축 사업 

2. 인접국가 전력망 통합 사업 

3. 중남미 국가로 수출확대 



 1. 배전망 구축 사업 참여 

§ 전력 보급률이 낮은 북부와 남부의 배전망 구축 프로젝트 참여 

§ 캄보디아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명의 빛에서 소외된 가구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 

 

Moyobamba – Iquiots 

600km 

3억4천5만달러 52개월 

Carhuaquero - Cajamarca 

Norte -  Moyobamba 

400km, 1억3천만달러 38개월 

Machu Picchu-Quencoro 
Onocora-Tintaya 
300km, 7천만달러 3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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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접국가 전력망 통합 사업 

§ 페루는 현재 인접국가와의 전력망 통합 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 국가간 전력망 통합 사업 참여를 통해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페루 Trujillo-에콰도르 Yaguachi 638km 구간 

(용량 1000MW, 공사비 1억1744만 달러) 

칠레 Chuquicamata-페루 Montalvo 645km 구간 

(용량 1500MW, 공사비 4억160만 달러)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초석!! 

 05 가상성공스토리 



 3. 최종적으로 중남미 국가 전체로 수출확대 

§ 페루 현지 내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 

§ 중남미 FTA의 허브인 페루를 통해 중남미 국가로의 우회수출 가능 

 05 가상성공스토리 



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