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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은 에너지인프라전문관 및 해외건설협회(페루) 보고서 활용

< 에너지·자원 동향 >
□ 국민보호청(Defensoria del Pueblo), 광업분야에 사회환경갈등 가장 많아
ㅇ 국민보호청(Defensoria del Pueblo)은 페루 전체에 191건의 사회갈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42건은 진행중이고, 49건은 잠재적이라고 밝힘

ㅇ 갈등유형별로는 사회환경갈등 124건, 지역공동체갈등 18건, 중앙정부갈등 14건, 지방
정부갈등 11건, 그리고 나머지 24건으로 분류됨.

- 사회환경갈등 중 현재 진행중인 95건 중에서, 광업분야가 60건(63%)으로 가장 높
으며, 석유가스분야가 23건(24%)로 그 뒤를 이음. 나머지는 폐기물처리 및 상하
수도(5건), 에너지(2건), 농업제조(1건), 산림(1건), 기타(3건)임.
- 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은 Loreto 28건, Cusco 22건, Ancash 16건, Puno 14건,
Apurimac 11건의 순임. 이번 대선 결선투표에서 이들 다섯 개 지역중 Loreto지역만
Keiko가 우세하고, 나머지는 모두 Castillo 후보가 승리한 특징이 있음.
ㅇ 국민보호청은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사회정책을 통해
가난한 지역의 복지를 증가시키고, 지역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관련 기업이 해당 공동체와 조화되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를 갖춤으로서,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El Comercio

6.15일자)

□ 석유가스협회(SPH), Camisea 가스전 국유화시 가스생산 감소 가능성 시사
ㅇ 페루 석유가스협회(SPH) Felipe Cantuarias 회장은 Castillo 후보가 당선되어
Camisea 가스전*이 국유화되고, 동 후보가 선언한 천연가스 전면 내수화 공약이
이행될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 및 가스생산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힘.
ㅇ LPG 및 LNG 수출에 필요한 외국기업의 인프라 투자가 유지되고, 내수공급을 위한
가스 파이프망 건설 등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데, 국유화 및 내수화가
현실화될 경우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될 것을 우려함.
* Camisea(쿠스코) : 총 4개 광구로 구분. 56 및 88(Pluspetrol, 아르헨티나/ SK
이노세이션 참여중), 57(Repsol, 스페인), 58(CNPC, 중국)
(Gestion

6.9일자)

□ 에너지광업부(MINEM), 1~4월 광산 부문 투자의 50% 이상이 3개 지역에 집중
ㅇ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에 따르면, 2021년 1~4월 기간 광산 부문 투자의 50.2%는
Moquegua, Inca, Ancash 3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광업분야에는 12.98억불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대표적인 투자사업은
Quellaveco 광산(Moquegua), Mina Justa 광산(Ica), Antamina 광산(Áncash)임.
ㅇ 지역별로는 Moquegua 지역에 3.6억불(28.2%), Ica 지역에 1.5억불(11.5%),
Ancash 지역에 1.3억 달러(10.4%)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의 지역으로는 Junin 지역 1.1억불(8.4%), Apurimac 지역 0.76억불(5.9%),
Tacna 지역 0.68억불(5.2%)이 투자됨.
ㅇ 4월 한 달간의 투자 규모는 3.5억불로 전년 동기(2.62억불) 대비 34.4% 증가함.
(에너지광업부(MINEM) 홈페이지

6.9일자)

< 인프라 동향 >
□ 투자청(ProInversion), 1~5월 세금대체공사(OxI) 총 12건(1.1억솔) 입찰실시
ㅇ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올해 1~5월 세금대체공사(OxI, Obras por Impuestos)
방식으로 총 12건, 1.1억솔의 사업을 발주했다고 하며, 이는 전년도는 물론 2019년
실적도 이미 넘어섰다고 밝힘.

ㅇ 2009년부터 시행된 OxI 제도는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국가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돌려받는 사업방식임. 현재까지
55.87억솔, 431개 사업을 통해 1600여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Proinversion 홈페이지

6.11일자)

□ 투자청(ProInversion), 리마 순환도로 PPP사업 2022년 6월 사업자 선정 예정
ㅇ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총연장 34.8km(3차선 터널 4.22km 포함), 약 24억불
규모의 리마 순환도로(Anillo Vial Periferico) 민관투자사업(PPP)에 대한 양허계약서
최종버전에 대해 올해 3분기 내 승인을 완료하고, 90일간 관심기업 모집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2022년 6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동 사업은 8년 전 공동재정 민간발의형(iniciativa privada cofinanciada, IPC)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하반기 관심기업 모집 시 추가 관심기업이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
* 투자청 사업정보 링크 : 사업코드 IP-014-2013
https://www.proyectosapp.pe/modulos/JER/PlantillaProyectoIP.aspx?ARE=0&PFL=2&J
ER=7235&SEC=24
(Gestion 등 6.1일자)

□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 상하수, 전기 등 필수 인프라 여전히 부족 밝혀
ㅇ 페루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 Yovanna Ramirez 경제부문장은 지난 10년간
(2010~2020) 정부예산이 평균 4.2% 증가하면서 보건, 상하수, 교육, 전기 사업예산
또한 평균 5.9% 늘었고, 예산 집행비율도 2010년 63%에서 2020년 73%로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상하수 및 전기와 같은 필수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함.
ㅇ AFIN에 따르면, 96%의 의료시설은 의료 장비 및 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적합하지
않고, 45%의 교육시설은 붕괴위험이 높다고 함. 또한, 340만명은 상수관 미연결,
570만명은 하수관 미연결, 지방 주민의 14.6%는 전력망 미연결 등 인프라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이라고 함.
ㅇ AFIN은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 공급 방식 개선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 수립용역을 Videnza Consultores社에 의뢰하여 진행한 바 있
다고 하며, 전문 운영기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인프라 운영사업 발주 확대 도모).
* AFIN : Asociacion para el Fomento de la Infraestructura Nacional. 에너지,
교통, 보건, 위생 등의 부문 공공인프라 양허사업자가 회원사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현안사항과 법적
/제도적 정책 등을 정부에 제안 및 건의
(El Comercio 등 6.6일자)
□ 페루해운협회(ASMARPE), Chancay 항만 – Callao 항만 연결도로 필요성 강조
ㅇ 페루해운협회(ASMARPE)는 교통통신부(MTC)에 Chancay 항만과 Callao 항만을 잇는
도로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물류 운송을 위해 적합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
ㅇ 연간 230만 TEU(페루 물동량의 88%)를 처리하는 Callao 항만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Chancay 항만은 Cosco Shipping社(중국)가 13억불을 투자
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연간 1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
게 될 전망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Callao 항만까지 편도
3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ASMARPE는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육상 운송비가 증가하고 Callao 항만의
물동량 분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Gestion

6.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