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이슈 : 발전플랜트 산업 현황 및 국가별 전망 

◈ 전세계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 플랜트 건설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 제고와 사업모델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안

□ 세계 발전플랜트 산업 현황 

ㅇ 전세계 전력수요는 ‘12년 19,562TWh에서 ’25년까지 연평균 2.4%증가

하여 26,761TWh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로 전세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연평균 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개발도상국 중 인도가 연평균 4.0%, 중국이 4.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발전설비용량도 ‘12년 5,683GW에서 ’25년 8,179GW로 1.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세계 발전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발전(’12년→’25년 : 1.2배

증가)이지만, 환경문제 등으로 신규발전이 꺼려지면서 가스발전의 확대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 (’12년→’25년 : 1.4배 증가)

<전세계 발전설비 용량 전망>
(단위 : GW)

용량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기타

2012년 1,805 442 1,462 394 1,085 282 98 115
비중 31.8% 7.8% 25.7% 6.9% 19.1% 5.0% 1.7% 2.0%

2025년 2,245 325 2,095 489 1,483 798 505 239
비중 27.4% 4.0% 25.6% 6.0% 18.1% 9.8% 6.2% 2.9%

□ 국가별 전망 

ㅇ (아시아) 중국과 인도가 규모와 성장성 전반에 걸쳐 유망한 지역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도 높은 성장이 

예상됨 

- 특히 인도는 2020년까지 ‘매일 24시간 전력을 공급한다’는 724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플랜트 시장의 성장이 가장 기대됨 

* 인도의 발전용량은 ’12년 241GW에서 ’25년 556GW로 2.3배 증가 예상

- 또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원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2020년

까지 최초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



ㅇ (중동·아프리카) 성장가능성과 위험요인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시장으로

특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나이지리아 시장의 성장이 기대 

- 중동지역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민자 프로젝트가 증가

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발전설비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도 기대됨  

- 아프리카는 지역별 전기보급률 편차가 커서 시급한 전력난 해소가 요구

되나, 넓은 국토로 인해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독립형

발전플랜트 확대가 예상 

ㅇ (중남미) 에너지 분야 개혁으로 사업기회가 증가한 멕시코에서 발전 

플랜트 건설 확대가 예상 

- 멕시코는 ‘13년 에너지개혁법을 통해 발전·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였

으며, 주로 국제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진출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발전 플랜트

수주액은 ‘14년 기준 135억달러로 

지역별로는 중동비중이 축소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중이 확대됨

- 주요 시장이었던 중동에서 우리나라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다각화를 추진 

<해외 발전플랜트 지역별 수주비중>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나, 시공 

부문은 선진국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발전플랜트 설계·시공·O&M 역량 : 미국(100) ＞ 일본(94.7) ＞ 한국(74.9) ＞ 중국(60.4)

ㅇ 발전플랜트는 ’25년까지 신증설분 3TW 이상의 대규모 시장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접근성이 우수한 아시아 시장의 시장규모가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주력시장인 신흥국은 민자발전이 확대될 전망으로 MDB 인프라 

사업 지원 확대 등으로 수원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사업제안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의 역량강화도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및 사업 모델 고도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