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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개요

1. 일반 개요

수도  바쿠(Baku, 인구 180만)

인구

(2006년)

850만명 (아제르바이잔인 90.6%, 다게스탄인 2.2%, 러시아인 1.8%, 

아르메니아인 1.5%, 기타 3.9%)

면 86,600㎢

치 카스피해 연안, 러시아ㆍ이란ㆍ터키ㆍ아르메니아ㆍ그루지아와 경

기후 건조( 서부), 아열 (남부), 륙성(북부)

주요도시 간자(인구 30만), 숨가이트(인구 28만)

언어 아제르바이잔어(러시아어 통용)

종교 회교(시아  75%, 수니  25%)

정부체제 통령 심제 공화국 (5년 임기)

의회 단원제(125석 지역구, 5년 임기)

정부주요인사

․  통 령 : 알리 (Ilham Aliyev)

․총리 : 라시자데(Artur Rasizade)

․국회의장 : 아사도 (Ogtay Asadov)

주요정당 신아제르바이잔당, 평등당 

외교정책기조 주변 강 국과의 균형외교

국제기구가입  UN(92.3.2)  CIS, EBRD, IMF, World Bank, MIGA, WTO(옵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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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명목, 억 달러)
72.7 86.5 132.4 198.5 299

GDP 성장률 (%) 11.2 10.2 26.4 34.5 24.0

    석유부문 0.6 2.5 65.4 61.9 52.6

    비석유부문 15.3 13.8 8.4 12.8 7.0

경상수지

(% of GDP)
-27.77 -29.83 1.26 18.68 26.80

인 이션 2.20 6.70 9.60 8.30 14.00

수출 

(백만 달러)
2,625 3,743 7,649 13,015 20,361

수입 

(백만 달러)
2,723 3,582 4,350 5,269 3.06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85 1,061 1,164 2,485 4,500

총외채잔액/GDP 23.7 22.4 13.8 9.5 7.7

출처: ADB, 2008

3. 에 지 소비 개요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에 지소비 

(백만 toe)
14 15 16 18 20

력 소비 

(십억 kwh)
28 19 19 20 21

원유 소비 

(1,000b/d)
111 113 115 126 140

천연가스소비

(백만 ㎥)
9,200 9,940 10,380 11,300 11,696

출처: EIU,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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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  경제 개요

1. 정치

○ 정치  사회

- 1918년 회교국 최 의 의회제 민주공화국인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

국으로 독립하 으나 1920년 소련군이 령하고 1936년 소연방의 

일부가 됨.

- 1991년 10월 18일 독립선언, 1991년 12월의 소연방 붕괴 후 국민투

표에 의해 독립하 음.

- 독립 이후 인 국인 아르메니아와 Nagorny-Karabakh(나고르니-카

라바흐) 토분쟁으로 나고르니-카라바흐 지역을 포함한 국토의 

16% 상실. 재도 아르메니아와의 토분쟁이 진행 임.

- 1993년의 군부 명으로 친소세력 심의 신아제르바이잔 당의 헤이

다르 알리에 (Heydar Aliyev)가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후 외국자

본  기술을 도입한 유․가스 의 개발로 사회경제  안정기에 

어들었음.

- 2003년 10월 신아제르바이잔당의  통령이었던 헤이다르 알리

에 의 아들인 일함 알리 (Ilham Aliyev) 통령이 집권하 음.

- 2005년 11월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이 체 의석에

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는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

음. 

- 일함 알리  통령은 2008년 10월 선 승리를 해 국민생활 

수  향상을 목 으로 한 경제 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상됨.

- 그러나 국내 가스수요 증   가스공 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마찰 

등의 향으로 기, 가스 등 국내에 지 가격이 등하고 있으며, 

석유산업의 발 이 비석유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해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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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Disease’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 인 경제 정책 운

이 쉽지는 않을 망임.  

- 료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법치주의의 기반이 약하며 빈부 격차가 

심해 향후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석유산업 발 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효율 인 활용을 통한 비에

지분야 개발과 산업 다변화, 국민 생활수  향상 등 주요 정책목표

의 달성가능 여부가 향후 정국 안정에 건이 될 것임. 

○ 행정부

- 아제르바이잔 행정부는 통령이 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집

행권을 행사함. 

- 아제르바이잔의 내각은 1명의 총리와 5명의 부총리, 20명의 장 , 

10명의 국가 원장 등으로 구성됨. 

- 총리는 통령이 의회의 동의하에 임명하며, 부총리  장 , 기타 

주요 기 장은 통령이 임명, 해임권을 모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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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총리 증권 원회

부총리(5) 최고인증 원회

외무부 표 화․도량․특허청

국방부 감사원

법무부 국가석유기

내무부 세 원회

재무부 통계 원회

국가안보부 재외국민문제 원회

비상사태부 건설 원회

경제개발부 국가올림픽 원회

문화․ 부 토지․지도제작 원회

산업․에 지부 난민문제 원회

환경․천연자원부 종교 원회

교육부

통신․정보기술부

노동․사회보장부

교통부

농업부

조세부

군수산업부

보건부

청소년․스포츠부

<표 1> 행정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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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석유․가스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

- 고유가로 인한 석유․가스 산업 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6년

과 2007년에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4.5%, 25.4%를 기

록함. 

- 석유․가스 부문의 생산량  수출량은 각각 2005년 비 48%, 

60% 증가하 으며, 동 부문은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하여 아제르

바이잔의 경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임.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 

        출처: ADB, 2007

○ 에 지 산업  련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비에 지 부문 산업  농업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되어 있음. 

- 특히 서비스  건설 부문이 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통신  

수송 산업의 확 로 서비스 부문의 2007년 성장률은 25.1%, 건설 

부문은 19% 성장하 음.  

- 수송부문의 성장과 세  통과세 개 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에

지수송량이 크게 증가하 음.  

- 반면 총 고용인구의 4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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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지 에도 불구하고 인 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 등

으로 1.7% 축되었음. 

- 석유․가스 산업의 속한 성장이 비에 지 부문의 성장을 해하

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망이므로, 에 지  에 지 통 세 수

입 증에 따른 인 이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의 도 과제임.

구  분 1995 2000 2003 2004 2005

에 지산업(원유․가스) 19.6 53.5 56.9 57.5 66.7

공공서비스( 기, 가스, 수도) 21.0 15.2 10.0 8.9 6.8

제조업

체 59.4 31.3 33.1 33.6 26.5

식료품 10.8 3.2 4.1 4.9 3.5

정유 26.8 18.4 15.4 13.8 10.5

속 1.5 0.4 3.6 4.8 4.1

 출처: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07

<표 2> 아제르바이잔 산업의 부문별 비  추이

(단 : %)

   

○ 아제르바이잔의 FDI는 2005년 이후 속히 감소하 으며, FDI 증가를 

견인해 왔던 석유․가스 부문의 사업 로젝트가 종료되고 있는데 따

른 것임. 

- 특히 BTC(Baku-Tbilisi-Ceyhan) 이 라인의 완공과 함께 Shah 

Deniz 가스   ACG(Azeri-Chirag-Guneshli) 유 에 한 주요 투

자가 2007년 마무리 될 정이므로 2008년 이후 외국인 투자는 뚜

렷하게 하락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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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유생산(1천 b/d) 320 319 441 648 860 1,300

원유수출(1천 b/d) 215 204 314 521 721 -

FDI 3,285 3,556 1,680 -219 -4,750 476

석유부문 FDI 3,246 3,461 1,459 -573 -5,198 366

원유부문 수입액 886 946 1,337 2,921 5,272 19,417

총 수입 비 (%) 42% 38% 39% 51% 59% -

GDP 비 (%) - - 9.8% 15.0% 19.7% 43.3%

Oil Fund Assets 816 972 1,394 1,936 3,093 36,387

 출처: EIA, 2007

<표 3> 아제르바이잔 경제  에 지 지표

(단 : 백만 달러)

- ADB는 향후 5년간 FDI가 지속 으로 감소할 것으로 망하 으나, 

이에 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공투자 확 가 외국인투자 감소

분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  입장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재정 지출을 2006년 67% 증가하 으며, 부분 

공공 부문의 임 , 연 , 사회 서비스, 국방, 인 라 개발 등에 사용

되었음. 

- 재정수입의 1/3은 국  석유기업 SOCAR(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 Republic)로부터, 17%는 국가 석유기 인 SOFAZ(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로부터 충당되고 있음. 

- 2006년 재 아제르바이잔의 재정 자는 GDP의 3.3%로, 이는 인

라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아제르바이잔의 무역수지는 2006년 $79억 흑자를 기록하 으며, 체 

수출의 84%에 달하는 원유수출 증가에 따른 것임. 

- 반면 2006년 수입량은 년 비 4.5% 감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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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제르바이잔의 교역 추이 

       출처: ADB, 2008

구  분 수입량 수입비  (%) 수출량 수출비 (%)

유럽 3,287.5 57.6 2,283.5 37.7  

아시아 1,956.5 34.3 3,293 54.4  

아메리카 433.3 7.6 477.6 7.9  

아 리카 17.6 0.3 1.5 0  

오세아니아 13.8 0.2 2.6 0 

총계 5,708.6 100 6,058.3 100  

출처: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표 4> 2007년 아제르바이잔 지역별 교역 황

(단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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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입 비 (%) 수출 비 (%)

터키 624.5 10.9 1056.3 17.4

러시아 1002.7 17.6 527 8.7

이탈리아 140.8 2.5 940.9 15.5

이란 105.2 1.8 434.7 7.2

미국 268.4 4.7 228.1 3.8

 출처: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표 5> 2007년 국가별 수출․입 황

(단 : 백만 달러)

      

○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최고에 달했으며 2007년에도 

석유․가스 생산  수출, 재정확  정책 등에 힘입어 약 25%의 성

장률을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약 17% 경제성장을 이

룰 것으로 망됨.

○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거시  안정과 환율상승에 의한 문제 의 방지

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석유수출로부터의 재정수입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에 달려 있음. 

- 고유가 지속으로 원유수출수입 증가에 따라 환율이 격히 상승할 

경우 비석유 부문의 경쟁력이 히 하락하게 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아제르바이잔 정부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외 계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의 에 지 자원의 유럽 수출을 해 필요한 

에 지 수송의 요충지인 앙아시아  카스피해에 치하고 있어 

유라시아의 략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음. 

-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터키 등과 연 하여 친 

서구정책을 기조 하에 균형 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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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994년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Nagorny-Karabakh

(나고르니 카라바흐) 분쟁 당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함에 따

라 양국은  계를 유지하 으나, 푸틴 통령 집권 이후 테

러 공동 응  국경 통제 력 등을 통해 우호 인 력 계를 강

화해 오고 있음. 

○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이란 견제 목 으로 미국과의 계

를 강화, 략  우호 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아 가니스탄  이라크 쟁에 소수의 병

력을 견하고 물자수송로를 제공하는 등 미국과의 정치  계를 

강화해 왔음.  

○ 그루지야 등 CIS 국가들과는 러시아의 향력 탈피라는 공동의 이해

를 가지고 있으며, CIS외에 러시아 견제 성향을 보이는 4개국인 그루

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간 력체인 CUAM에 참

여하고 있음. 

- 그러나 기타 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앙아시아 력기국(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상하이 력기구(SCO),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 등 주요 CIS 역내 다자 력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4. 한국-아제르바이잔 외교․통상 계

○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2월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2006년 5월 

통령 순방 이후 양국 간 경제 력이 극 으로 추진되어 왔음.

- 이후 2006년 8월 한국 민 동조사단이 견되고, 10월 아제르바

이잔 경제사 단 방한, 양국 사  정식 개설 등이 추진되면서 한

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계는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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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교역 계는 2005년 $32.3백만, 2006년 $47.4백만으로 2005~2006 

기간  40% 이상 증가하 음.

- 아제르바이잔의 한국의 수출 상국 227개  115 를 기록하 으

나,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수입 상국 212 로 양국 간 무역 불균

형이 심한 상황임.   

-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라스틱  고무, 

기계, 기, 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임. 

[그림 3]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교역 동향

      출처: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07

5. 한국-아제르바이잔 에 지 력 황

○ 에 지 부문에서는 한국의 자원외교가 극 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5월 석유공사와 SOCAR간 카스피해 Inam 구 지분인수를 

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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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석유공사는 Shell, SOCAR, BP와 함께 지분 인수 승인 

차를 거쳐 Inam 해상 탐사 구의 지분 20%를 확보하 음.

   ※ Inam 구의 지분은 SOCAR 50%, BP 25%, Shell 25% 으며, 석유공사는 

Shell의 지분  20%를 인수하 음. 

- 그 외 물자원에 한 력과 기  산업인 라 구축 분야에서 

계 부처 간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7년 아제르바이잔을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수사업 상국으로 선정하고, 경제개발을 한 종합 컨설 을 제공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MOU 사업 내용 체결기

민자발 사업 가스복홥화력발 소 한 -경제개발부

풍력발 풍력발  사업 부문 진출 STX-산업에 지부

조선소 건설 조선소 건설 로젝트 참여 STX-아제르투자회사

신행정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 경험 수  

로젝트 참여
건교부-환경․천연자원부

바쿠시 개발
바쿠시 재정비  재개발 

참여
건교부-환경․천연자원부

도로 건설
포 인 교통인 라 사업 

력
도로공사-도로청

교통통제시스템 서울의 교통통제시스템 수 건교부-교통부

철도 력
철도건설 인 라 부문의 

포  력
건교부-교통부

수자원 력
수자원  상하수도 부문 

사업 참여
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출처: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07

<표 6> 한․아제르바이잔 간 인 라 부문 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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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 지 자원 정책  조직

1. 에 지 정책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가 최  산업인 에 지 산업의 발 을 통한 

국가경제개발 가능성을 극 화하기 해 신규 석유․가스  개발을 

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석유․가스 이 라인과 같은 련 

인 라의 건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유  개발  석유 산업 부문 개발을 해 ‘국가 연료  

에 지 산업 개발 계획(Stat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el and Energy Sector of the Azerbaijan Republic, 2005-2015)’을 

발표함. 

- 동 계획은 SOCAR의 역할 분할, 석유개발  석유산업과 련한 

모든 부문에 한 투자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EBRD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 지 계획

(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시행, 에 지 산업 발   산

업 구조 개 을 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장기 경제개발 략은 에 지 수출에 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이고 비에 지 산업부문 개발에 을 두

고 있음. 

- 에 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립하는 ‘석유기 (SOFAZ)' 제도를 시

행, 비에 지 산업  소기업 지원, 인 라 부문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비에 지 산업은 첨단 IT 산업 

 운송 산업임. 

- 이를 해 ‘국가 IT 략 2003~2012’를 수립, EBRD와 함께 국가 통

신 인 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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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개발 담당 정부 기구

○ 에 지 부문의 정책수립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서는 경제

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MED)와 산업에 지부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MoIE)로, 각각 2001년과 2005년

에 설립되었음. 

- MED는 정책결정, 규제, 가격  조세정책, 라이센싱, 고정자산 운

용과 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음. 

- MoIE는 석유․가스 생산, 수송, 정제, 발 , 송 , 난방, 가스 송․

배 에 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함. 

- 그러나 이들 두 부처의 기능은 복되는 부문이 많음. 

- 실질  정책 수립은 행정부  각 부문에 해당하는 공기업이 담당

하고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의 분쟁 가능성

이 존재함. 

○  다음은 아제르바이잔 에 지 부문의 규제환경에 한 개요이며, 정

부 부서별 역할  책임의 분담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 재 아제르바이잔에는 에 지 부문을 공식 으로 할하는 독립

인 에 지 규제기 이 없으며 경제개발부(Ministyr of Economic 

Development, MED)  산업에 지부(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MoIE),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가 공동으로 에

지 부분의 규제․감독기 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유틸리티 서비스 규제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할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라이센스  조세 제도와 련한 법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함. 

- 민간 투자가 히 유입되어 산업발 에 기여하기 해서는 일

성 있고 효율 인 규제체제 수립이 요구됨. 



－   －16

3. 에 지 부문 주요 기   기업

가. SOCAR (State Oil Company of the Azerbaijan Republic)

○ 1992년 Azerineft와 Azneftkimiya의 합병으로 설립된 국 기업임.

- 석유․가스 자원 련 국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SOCAR

와 다수의 자회사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스 생산과 2개의 정

제시설  BTC를 제외한 모든 이 라인 운 , 에 지 수출입을 

총 하고 있음. 

   ※ BTC 이 라인의 통과세는 $0.89~$1.86/톤으로 2005년 그루지야의 통과

세 수입은 $6,250만에 달하 음. 

- 외국기업과의 석유채굴  생산물분배 정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모든 계약은 SOCAR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음. 

- SOCAR가 운 하고 있는 40여개 가량의 육상  해상 유  부분

의 장비는 노후화로 인해 생산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나, 규모 외

국인투자 유입으로 신규 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약 30개 기업들과 20여개의 PSA를 체

결하 고, 자회사인 Azneft 통해 천연가스 생산의 77% 담당하고 있

음.

[그림 4] SOCAR 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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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회사 명 지분 황 계약 체결

Enerji Solunshnz 
Group QSM

SOCAR 51%, Baku Oil Tools LTD 49.00%

Anshad Petrol MM
Rusneft Neftçala investment Limited 31.85%,
LAND&GENERAL BERHARD 17.15%, 
SOCAR 51%,

1993년 

Caspian Geofizikal 
Company

Soks Company Ltd 55%, SOCAR 45% 1993년 

Azgerneft MM
SOCAR 40%, Grunewald & Co 30%, 
GI & EM 30%

1994년

Azeri-Fuqro MM Azneft JV 60%, Fuqro N.V. 40% 1995년 

Shirvan Oyl MM Kaspian Enerji Qrup 51%, SOCAR 49.00% 1995년 

AzTurqaz MM
SOCAR 50.00%, 
Altintash Keramik Indastri&Treyd 50.00%

1995년 

Azfen BM SOCAR 60.00%, Tekfen 40.00% 1996년  

Caspian Drilling 
Company

SOCAR 55.00%, Transocean Inc 45.00% 1996년  

Azeri M.I. Drilling
SOCAR 51.00%, 
Azeri M.I. Drilling Fluids Company Ltd 49.00%

1996년 

Ateshgah Insurance 
Company

SOCAR 30.00%, Atlantik 30.00%, 
Ran Eksim 21.00%, LUKoil 19.00%

1996년 

Caspian Shipyard 
Company

Azcr Fels Ltd 75.00%, SOCAR 20.00%, 
LUKoil 5.00%

1997년

AzLAB QTSC
Shlumberce Oyfild Holding 25.05%, 
Turkish Petrolium 25.05%, Azneft JV 49.90%

1999년

Bosshelf MMC SOCAR 50.00%, Star Gulf FZJO 50.00% 2001년

Caspian Offshore 
Fabrikatorz MMC

SOCAR 50.00%, 
McDermott Caspian Kontraktorz 50.00%

2004년

Azerineftqaz-tikinti 
MMC

Berelink LLC 40.00%, RNQS 35.00%, 
SOCAR 25.00%

2005년

<표 계속>

<표 7> SOCAR 참여 합작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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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회사 명 지분 황 계약 체결

OYL and Qas Pro 
Servis MMC

Target Petrolium Azerbaijan 45.10%, 
SOCAR 29.90%, Simens 25.00%

2005년

Ekol Engineering 
Service

SOCAR 51.00%, Lanser Service 49.00% 2006년

Azeri Drilling 
Company MMC

SOCAR 35.00%, Target Petrolium 
Azerbaijan 35.00%, FistDrill Limited 30.00%

2006년

SOCAR-ASM MMC
A.S.M 40.00%, SOCAR 30.00%, 
EYROS MMC 30.00%

2007년

SOCAR-RODAN 
MMC

RODAN 50.00%, SOCAR 30.00%, 
Reiz Factor LLC 20.00%

2007년

 출처: SOCAR

○ 최근 SOCAR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원유는 구소련시  개발된 육상

유 과 Guneshli 연해 유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981년 개발된 동 유 은 ACG 유 의 Guneshli 심해 유 과는 별

개의 것으로, 기술 제약으로 최  시추 깊이가 약 120m에 불과하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SOCAR는 Guneshli 연해 생산능력 회복을 

해 2002년부터 독자 으로 신규 랫폼을 건설, 20여개 이상의 유

정을 연결할 계획임. 

- 동 유 의 재 생산량은 3만b/d에 불과하나, 잔존 매장량은 130억 

배럴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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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추정 매장량

컨소시엄원유 
(백만 톤)

가스
(십억㎥)

1

Azeri, Chirag, Guneshli 

(ACG, AIOC)
730 

96

BP (operator) 34.1367

Unocal 10.2841

SOCAR 10

INPEX 10

StatOil 8.5633

ExxonMobil 8.0006

TPAO 6.75

Devon 5.6262

Itochu 3.9205

Delta Hess 2.7213

2 Araz, Alov, Sharg
300 

400

SOCAR 40

BP (operator) 15

ExxonMobil 15

StatOil 15

TPAO 10

Alberta Energy 5

3 Abzheron 120 3000

SOCAR 50

ChevronTexaco
(operator)

30

Total 20

4
Ateshgyakh, Yanan-Tava, 

Mugan-

Deniz (JAOC)

75-90

SOCAR 50

JAPEX 22.5

INPEX 12.5

Itochu 7.5

Teikoku 7.5

5
Hovsany, Zyh 17-20 LUKoil 50

SOCAR 50

6
Zafar-Mashal

140

SOCAR 50

ExxonMobil

(operator)
30

ConocoPhillips 20

7
Inam

170 100

SOCAR 50

BPoperator) 25

Shell 25

8
Karabakh (Caspian 

International
Petroleum Co., CIPCO)

40
Pennzoil 

(operator)

<표 계속>

<표 8> SOCAR 참여 컨소시엄



－   －20

구

추정 매장량

컨소시엄원유 

(백만 톤)

가스

(십억㎥)

9 Kurdashli Agip (operator)

10
Kursangi, Karabagli

(Salyan Oil)

100-

150

CNPC (operator) 50

50SOCAR

11 Lenkoran - Talysh

Total (operator) 35

SOCAR 25

Wintershall 30

OIEC 10

12
Mishovdag, Kalameddin,

(Karasu Operating Co.)
9

Nations Energy

(operator)
85

13 Muradkhanli
Ramco 

(operator)

14
Nakhichevan

110 85

ExxonMobil

(operator)
50

SOCAR 50

15 North Abzheron 20-40
Amoco 

(operator)

16
Oguz

95 50

ExxonMobil

(operator)
50

SOCAR 50

17
Padar

50

Moncrief Oil 

(operator)
64

SOCAR 20

ISR Oil 16

18
Pirsagat

Sinopec

(operator)
50

SOCAR 50

19
Savalan

120

SOCAR 50

ExxonMobil

(operator)
3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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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추정 매장량

컨소시엄원유 

(백만 톤)

가스

(십억㎥)

20
Shah-Deniz

101 625

BP (operator) 25.5

StatOil 25.5

SOCAR 10

LukAgip 10

OIEC 10

Total 10

TPAO 9

21 South-West Gobustan 30 12

 CNPC 

(operator)
80

SOCAR 20

22 Yalama 150

LUKoil 

(operator)
80

SOCAR 20

 출처: Energy Charters Secretariat, 2005

○ SOCAR가 수행하는 규제기 으로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자원 개발 로그램  석유․가스 처리시설 허가,

- 석유․가스 산업개발  동 부문 인 라 건설, 수출 진을 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이행,

- 국가 석유․가스 기업  개발 활동을 한 실직 인 감독기 의 

역할을 담당함. 

○ SOCAR의 사업 략 

- SOCAR는 고유가  낮은 생산비용으로 Azeri유 에 한 투자를 

상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하며, 비용 회수 이후에

는 아제르바이잔이 Azeri 유 에서의 수익  80%를 부여받을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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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SOCAR의 원유 생산은 ACG 유 의 생산량에 의해 크게 좌

우되며, ACG 유 의 총 생산량은 2007년 73만b/d를 기록하 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85만b/d, 100만b/d로 증가할 망임. 

- SOCAR가 생산한 원유는 부분 BTC 이 라인을 통해 수출될 

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SOCAR는 국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 SOCAR는 최근 세계 석유메이져 기업들의 로컬 트 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국제 기업으로 성장하기 해 사업 운 의 범 를 확 하

고 있음.

- 특히 SOCAR는 에 지 수출 사업을 확 를 해 정제  수송 부

문에 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  

- SOCAR는 재 2개의 정제시설을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Ceyhan에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120~150억으로 201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용하

여 유럽의 주요 원유 허 인 Rotterdam의 상을 넘어서는 에 지 

허 로 도약하기 한 략임. 

   ※ SOCAR는 최근 제네바  런던, 이스탄불, 부다페스트에 표 사무소를 

설치하 음. 

- 한편 수송부문의 사업 확 를 해 SOCAR는 인 국과의 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그루지야는 아제르바이잔 에 지 자원의 매  수출을 한 

경유국이자 략  시장임. 

- 철로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루지야로 수송된 자원은 SOCAR

가 그루지야의 북해 연안에 건설한(’08년 1월 완공) Kulevi항을 통

해 각 지역로 수출될 정임. 

   ※ Kulevi항은 카스피해의 자원을 터키 지 해로 운송하는 BTC 이 라인

의 안 루트로 활용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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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최  투자국으로, 터키의 지역 석유  가

스 송 기업 Turcas와는 략  트 십 계를 맺은 바 있음. 

○ SOCAR의 구조 개  

- SOCAR의 구조개  작업은 2003년 발표된 통령령 제844호에 의

해 구체화되었음. 

- World Bank  EBRD의 원조와 USTDA의 자  지원 하에 SOCAR

는 2004년 ‘Commercialization and Restructuring Task Force'를 구

축하 고, 2004~2006년간 구조개 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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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OCAR 사업 운 지주회사 활동 규제 역할

재

- 수직화 된 석유․가스 

상류 부분 리  사업 

운

- 회계는 아제르바이잔 

회계기 에 따라 유지

- SOCAR의 재정  운용에 

해 외부 보고 없음.

- SOCAR는 사업 운  

과정에서 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해 책임 지지 

않음.

- SOCAR하에 다수의 

합자회사를 보유

- 동 회사들은 

운 권은 없음 

(운 은 민간 

트 의 역할).

- 동 활동을 통한 

수익은 다른 수익과 

구분해서 회계 처리

- SOCAR가 석유  

가스 상류부문의 

외국 투자자에 한 

법  권한을 수행

- 해외투자국은 

인허가 발행, PSA 

상 등을 담당,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상류부문에 

한 실질  규제 

역할 수행

1단

계

- SOCAR을 통한 IFRS 

이행에 한 Ernst & 

Young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이행

- USTDA 지원의 구조개편 

연구를 발의

- 재정  운용에 한 보고 

공개

- 구조개편 감시 벤치마크 

수립

- SOCAR 운용이 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SOCAR의 비주력 사업 

식별

- 환경 문제를 해결 방안 

개발

- 지주회사 활동을 

SOCAR에서 독립된 

지주회사로 이

- 이들 사업체의 재정 

 운용에 한 

보고서 공개

- SOCAR가 담당하는 

규제 기능을 수행할 

독립 인 법 기  

설립

- 새로운 기 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 독립 인 

산을 확보하고 

수상이나 통령과 

같은 상  기 에 

직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가격 설정 기능을 

신규 에 지 규제 

기 으로 이

2단

계

- USTDA의 구조개편 보고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수행

- 구조개편 벤치마크를 

찰하고 결과를 재정  

운용에 보고와 함께 보고

- 비주력 사업의 매각

- 환경 문제 해결을 한 

로그램 수행

- 지주회사를 

개별 인 주 소유 

운 으로 유지

 출처: Energy Charter Secretariat. 2005

<표 9> SOCAR의 단계별 구조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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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OC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 AIOC는 아제르바이잔 최  유 인 ACG(Azeri-Chirag-Guneshli) 개

발을 해 설립된 컨소시엄으로, BP를 포함한 10개의 석유 기업들로 

구성됨. 

- AIOC는 확인매장량 54억 배럴에 달하는 ACG 유 의 연간 원유 

생산량을 2020년까지 총 생산량의 1/3 수 인 5억배럴까지 증 할 

계획임. 

- 1997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원유 증산의 부분  원유 수출의 

70%가 AIO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AIOC 구성 

     출처: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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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유(백만 톤) 천연가스 (10억 ㎥)

SOCAR AIOC SOCAR AIOC

1997 9.0 0.1 6.0 0

1998 9.0 2.4 5.2 0.4

1999 9.0 4.8 5.8 0.2

2000 9.0 5.1 - -

2001 9.0 5.9 4.7 0.9

2002 8.9 6.5 4.2 1.0

2003 8.9 6.5 4.2 1.0

2004 9.0 6.6 - -

2005 8.9 14.0 - -

 출처: EIU, 2006

<표 10> SOCAR  AIOC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 추이

다. SOFAZ(State Oil fund of the Azerbaijan Republic) 

○ 기  설립 목

-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재정은 차 악화되어 1995년 정부 

재정수입은 GDP의 15% 수 , 재정 자는 GDP의 10% 수 이었음. 

- 통화확  정책으로 아제르바이잔 화폐인 'manat' 가치가 하락하고 

인 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수출의 61%를 차지하는 

석유 수입은 국제유가에 따라 크게 변동해 왔음. 

- 1994년 $100억 규모의 ACG 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생

산을 개시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남.  

-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생산이 2010년에 7,100만b/d로 피크에 

달했으며, 이는 차 하락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정부재정에 부

정  향이 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석유자원으로 발생한 수익의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원수익의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해 제도  장치의 필요성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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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1999년 12월 통령령에 의해 석유 기  ‘SOFAZ’가 설

립되었음. 

[그림 6] SOFAZ 조직도

   출처: SOFAZ

○ 기  운용

- SOFAZ의 주 수입원은 석유 매, 석유수송 수익, 외국기업으로부터 

지불받은 보 스, 시장가격과 측가격으로 인한 차액(excess 

between market and projected oil prices), 재정 투자 수익 등임. 

- 2003년 SOFAZ의 자산은 $8.1억이었으며, 2007년 2월 정부로 이

된 액을 제외한 총 잔액은 약 $15.5억에 이름.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4~2024년 간 SOFAZ의 자산은 약 $500억(투

자수익 제외)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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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 액 비  (%)

은행 296 30.7

융시장 펀드 146 15.2

환거래 계좌 27 2.9

국가 부채 5 0.6

미 연방정부 기 채 55.1 5.7

은행 채권 309 32.0

기업 부채 10 1.0

해외 운용 펀드 115 11.9

총계 963.1 100

출처: ADB, 2006

<표 11> SOFAZ 자산 유형 (2004년, 백만 달러)

- 동 기간에 SOFAZ는 약 $200억 정도를 정부재정  국 투자기업

의 재원으로 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데, SOFAZ가 국가 

산으로 용될 수 있는 액수는 제한 이며 반드시 Budget Systems 

Law에 부합해야 함. 

- SOFAZ의 사용은 비석유 산업에 국한되며, 각종 인 라  사회개

발 부문에 지출을 집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BTC 이 라인 건설

에 투자하기도 하 음. 

- 2007년 2월 SOFAZ의 립   $20억 가량이 인 라 투자  난

민 지원에 사용되거나 정부 재정  국 투자기업의 재원으로 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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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지출 액 (백만 달러)

BTC 송유  건설 344

남민 보호  정착 지원 261

Oquz-Qabala-Baku 수시설 건설 96

Samur-Absheron 개시설 재건 49

정부재정으로 이 1,171

국  투자기업으로 재원 이 104

총계 2,025

 출처: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7

<표 12> SOFAZ 주요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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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 지 자원 황1) 

○ 2006년 말 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70억 배럴로 세

계 매장량의 0.6%를 차지하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8,500억㎥로 세

계 확인 매장량의 0.7%를 보유하고 있음.

- 한편 카스피해 지역 체 석유 매장량의 약 17%, 가스 매장량의 약 

11%를 보유하고 있음. 

- 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은 자원 부국으로 고유가에 따른 

에 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에 지 자원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최  산업은 단연 석유․가스 산업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수출은 2005년 이후 증하고 있으나 간신히 

순수출국 지 를 유지하고 있는 수 임. 

○ ACG 해상 유 에서의 생산량 증가로 BTC 이 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이 증가할 망임. 

- 한 아제르바이잔 최  가스 인 Shah Deniz 가스 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생산이 2007년 이후 본격화 될 망임. 

- 그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천연가스 부족으로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45억㎥의 가스를 수입해 왔음. 

○ 해당 정부부처들이 명분상 외국 기업들과의 자원 탐사  생산 정

을 주 하고 있을 뿐, 아제르바이잔의 신규 석유․가스 개발 로젝

트는 실질 으로 모두 SOCAR가 담당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가 자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SOCAR의 

1)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석유  가스 련 수치는 EIA  EIU, BP, Energy Charters Secretariat 

등의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출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문은 

미국의 에 지정보청(EIA)의 자료를 기 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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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를 증 하기 한 수단

으로 생산물분배 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이용하고 

있음.  

1. 석유 자원

가. 황

○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70~130억 배럴로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EIA에 따르면 2007년 기 으로 약 70억 

배럴로 추정되며 세계 20 의 자원보유국임.  

- 부분의 자원은 카스피海에 매장되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원

유 생산의 80%가 카스피海 ACG(Azeri-Chirag-Guneshli) 유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원유생산량 288.6 308.9 315.4 325.2 317.6 441 647.7 850

소비  136.9 119.9 110.4 110.8 112.6 115 126.7 NA

순 수출/수입(-) 151.7 189 205.1 214.4 205 326 521.1 NA

정제능력  441.8 441.8 441.8 441.8 399 399 399 399

확인매장량(10억, bbl) 1.2 1.2 1.2 7 7 7 7 7

 출처: EIA, 2007

<표 13> 아제르바이잔 원유 련 주요 지표 (천 b/d)

○ 아제르바이잔은 CIS국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은 제3의 석유

생산국임. 

- 美에 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07년 원유생산량

은 년 비 약 11만 상승한 86만b/d로, 2006-2007년간 아제르바이

잔의 원유생산 증가는 비OPEC 증산에 크게 일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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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Azeri 유 에서의 생산이 본격 으로 개시됨에 따라 아제르

바이잔의 2006년 원유생산량은 2004년 비 약 90% 증가하 음.  

- 아제르바이잔의 2007년 원유 수출량은 약 70만 b/d로 추정되며, 주

요 수출국은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독일임. 

[그림 7] 아제르바이잔 원유 수  추이 (1996~2008)

    출처: EIA, 2007

나. 주요 유

○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기존 유 에서의 생산량은 감소하

고 있으나, FDI를 통해 신규 유  개발이 본격화 되고 기존 인 라

에 한 개․보수가 실시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왔음. 

- 아제르바이잔은 재 30개 기업과 20개 이상의 석유․가스  개발 

정을 체결하 음. 

- 1997년 이후 부분의 석유생산은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AIOC)라는 국제 컨소시엄이 담당해 왔으며, 아제르바이

잔 총 수출의 70%가 AIO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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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eri, Chirag, Guneshli(ACG) 해상유

- 바쿠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스피海 상에 치한 아제르바이잔 최

 유 으로, 가채 매장량은 54억 배럴로 추정되며 그 외 컨덴세이

트 4,500만 배럴, 천연가스 620억 ㎥이 매장되어 있음.  

- BP-아제르바이잔 정부간 1994년에 동 유  개발을 한 생산물분배

정이 체결되고 1995년에 AIOC가 설립되어, 1997년 11월 Chirag 

랫폼에서 생산이 개시되었음. 

- ACG의 개발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Azeri 랫폼의 동․서쪽 

 앙 구역에 한 개발이 2단계를 거쳐 진행 에 있음. 

- 3단계는 Guneshli 심해 지역 개발로 2008년 2/4분기 개시 정임. 

- BP는 ACG 유  개발 완료 이후인 2009년의 생산량은 약 1백만 

b/d로 증가할 망함. 

유 생산 개시
생산개시~2

007
2007년 2008년

Azeri

Central 2005.2 216 89.1 89.1

West 2006.1 97.6 62.5 86.1

East 2006.10 4,940 45.2 52.9

Chirag 1997.11 429 47.1 49.1

Guneshli 2008년 정 - - 30.3

합계 -

 출처: BP, 2008

<표 14> 2007년 ACG 유  생산 황

(단 : 백만 배럴)

- 동 유  Azeri 랫폼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는 Sangachal 터미

로 수송되어 아제르바이잔 국내에서 소비되며, 이는 Azerigas의 수

송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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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rag 랫폼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는 Oil Rock에 치한 SOCAR

의 압축 시설로 수송되며, 2006년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송된 가스는 

22억 ㎥에 달함. 

○ 동 유 에 한 투자 비용회수가 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아제르바

이잔의 유  수입 취득 비 이 역시 높아지고 있음. 

- 2007년 아제르바이잔은 ACG 유  수입의 25%를 받았으나 2008년

에는 55%, 2009-2010년에는 80%로 증가할 망임. 

다. 탐사 작업

○ BP는 재 Chirag와 Guneshli 유  사이에 치한 미개발 지역에 

랫폼을 설치하는 문제에 해 논의 임. 

- Central, East, West Azeri 랫폼에 치한 유정에 해 추가 시추

를 실시하여 생산량을 증 하기 한 노력도 진행 임. 

- AIOC의 2007년 자본지출은 약 $26억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운

비 지출은 약 $4억에 달함. 

○ ACG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한 외국인 투자 로젝트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ExxonMobil  Lukoil은 Zafar-Mashal과 Yalama 구 탐사에

서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 매장지를 발견하는데 실패하 음. 

- Zafar-Mashal 구 첫 유정은 카 피해에서 가장 심해에 치하고 

있어 탐사 비용이 아제르바이잔 유  개발 비용  최 인 약 $1억

이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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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제르바이잔 해상 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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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 가스

가. 자원 황

○ EIA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약 8,500억㎥

으로 세계 24 의 천연가스 자원국임. 

- BP의 추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확인 매장량은 약 1.36조㎥이

며, 추정매장량은 약 2.9조 ㎥에 달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확인매장량 1,245 1,245 1,245 8,495 8,495 8,495 8,495 8,495

생산 56.6 57.2 51.5 51.3 50.1 58.2 68.2 NA 

소비 56.6 67.2 90.6 92 99.4 103.8   113 NA

순 수출/수입(-) 0.0 - 9.9 - 39.1 - 40.6 - 49.3 - 45.6 NA NA 

 출처: EIA, 2007

<표 15>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련 황

(단 : 억, ㎥)

○ 2006년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68억㎥으로, 이는 2005년 

비 17% 증가한 것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8년 천연가스 생산량이 연간 약 110억㎥에 

이를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연간 93.4억㎥으로 증

되기를 기 하고 있음. 

- 그러나 련 인 라 부족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여 히 천연가스 순

수입국으로 남아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45억~50억㎥의 가스

를 수입하고 있음. 

- 2007년부터 Shah Deniz 가스 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러

시아에 한 수입 의존도는 감소, 차 순수출국으로 환될 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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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생산량  약 77%가 SOCAR의 자회사인 Azneft에 의해 생산되

며, 나머지는 AIOC와 같은 합작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그림 9]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수  황 (1992~2005)

        출처: EIA, 2007

나. 주요 가스

○ Bakhar 가스

- Absheron 반도의 남부에 치한 Bakhar 유․가스 으로, 아제르바

이잔 체 생산량의 약 1/2가량이 동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Bakhar 가스 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Bakhar-2로 알려진 신규 가스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 가스

에서의 생산량은 수출에 이용할 계획임. 

○ Guneshli 연해 가스

- Guneshli 연해 가스 (Shallow Water Guneshli)의 재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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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억㎥으로 2008년에는 69억㎥으로 증가하기를 기 하고 있으며, 

동 가스 의 생산량은 총 천연가스 생산량의 반가량을 차지함. 

- SOCAR는 향후 10년간 $2.5억을 투자하여 Guneshli 연해 가스 에 

23개의 유정 시추, 랫폼 확장, 해  가스 이 라인 건설 등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을 증 할 계획임. 

- SOCAR는 최근 2,900만 규모의 Bakhar-Neftyaniye Kamni 이 라

인을 완공, 2010년까지 Guneshli 가스 으로부터의 수송량을 재

보다 2배 가량 증 할 계획임.  

○ Shah Deniz 가스

- 세계 최  가스 의 하나로 평가되는 동 가스 은 Baku에서 남쪽

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치하고 있으며, 잠재 매장량은 약 

4,247억㎥, 컨덴세이트 매장량은 6억 배럴에 이름.

- 동 가스 에 한 생산물분배 정은 1996년 체결 되었으며, BP 주

도의 컨소시엄이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10] Shah Deniz 개발 기업

   출처: B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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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참여기업 추정매장량 투자액 진행 상황

Azeri, 

Chirag, and 

Deepwater 

Guneshli 

1994년 9월 

BP(34.1%,Operator), 

Chevron(10.2%), 

Lukoil(10%), 

SOCAR(10%), 

Statoil(8.6%), 

ExxonMobil(8%), 

TPAO(6.8%), Devon 

Energy (5.6%), Itochu 

(3.9%), Amerada Hess 

(2.7%)

원유 65억 

배럴  

천연가스 

39.6억㎥

$2백억
1997년 수출 개시

<표 계속>

<표 16> 해상 석유․가스  생산물분배계약 황

- Shah Deniz 가스  개발 1단계에서는 신규 해상 랫폼  2개의 

해  이 라인, 육상 가스 처리 터미 이 건설되었으며, 2007년 

 생산을 개시하 음.  

- Shah Deniz 1단계에서 발견된 추정 가스매장량은 1,800억㎥으로, 

연간 86억㎥의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됨. 

- BP에 따르면 2007년 Shah Deniz의 생산량은 천연가스 30억㎥, 컨

덴세이트 700만 배럴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각각 77억㎥  1,600

만 배럴로 증가할 망임. 

- 2단계 사업은 가스 의 사업성  비용 평가 등을 거쳐 2013년경에 

생산이 개시될 것이며, 추정매장량은 1조㎥로 생산량은 연간 최고 

19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가스  개발 2단계 사업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터키  그리스, 이

탈리아를 잇는 이 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될 정이어서 유

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의존도가 감소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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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참여기업 추정매장량 투자액 진행 상황

Shah Deniz 

1996년 6월 

BP(25.5%,Operator), 

Statoil (25.5%), SOCAR 

(10%), LukAgip (10%), 

TotalFinaElf (10%), OIEC 

of Iran (10.0%) TPAO 

(9.0%)

컨덴세이트 

25억 배럴 

 천연가스 

6,300억㎥

$30억 이상 2007년 생산 개시 

Lankaran-T

alysh

1997년 1월

TotalFinaElf(35%, 

operator), 

Wintershall(30%), 

SOCAR(25%), 

OIEC of Iran(10%)

원유 7억 

배럴

총 $20억 

 2001년 

$3,660만 

투자

2001년 첫 유정 

테스트, came up 

dry. 

Yalama

/D-222

1997년 7월

Lukoil(80%), 

SOCAR(20%) 

원유 7.5억 

배럴
$25~-55억

첫 유정 테스트 

실패 후 Lukoil은 

2008년까지 

잠정  탐사 

작업을 단, 

SOCAR와 2번째 

유정 테스트 시도 

Absheron

1997년 8월

SOCAR(50%), 

Chevron(30%, operator), 

TotalFinaElf (20%)

원유 8.6억 

배럴  

천연가스 

2.8조㎥ 

이상

$35억, 

2000년까지 

약 $1천만 

투자 

로젝트 종료. 

2001년 

Chevron은 1번째 

유정 탐사에 

실패, 2003년 

Total과 함께 

유정 탐사 포기에 

한 보상액 

$4천만을 지 함. 

Oguz 

1997년 8월

ExxonMobil(50%, 

operator), SOCAR(50%)

원유 2.9억 

배럴  

천연가스 

194억㎥

총 $20억, 

2000년까지 

$550만 

투자 

1번째 유정 참사 

실패 후, 

ExxonMobil 

2002년 4월 

로젝트 포기

Nakhchivan 

1997년 8월

ExxonMobil(50%, 

operator), SOCAR(50%)

원유 7.5억 

배럴

총 $20억, 

2000년까지 

$2,250만 

투자

1번째 유정 시추 

후, 탐사 포기에 

한 보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1천 8백만 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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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참여기업 추정매장량 투자액 진행 상황

Kurdashi-A

raz- Kirgan 

Daniz 

1998년 7월

SOCAR(50%), Agip(25%, 

operator), Mitsui(15%), 

TPAO(5%), Repsol(5%)

원유 7.3억 

배럴
$25억

1번째 유정 탐사 

후 Agip 

로젝트에서 

탈퇴

Inam 

1998년 7월

SOCAR(50%), BP(25%, 

operator), Royal 

Dutch/Shell(25%)

원유 22억 

배럴

총 $20억 

 

2000년까지 

$750만 

투자

2001년 유정 탐사 

작업 단, Shah 

Deniz 가스  

생산 개시 이후 

신규 탐사 개시 

정

Araz, Alov, 

and Sharg 

1998년 7월 

SOCAR(40%), BP(15%, 

operator), Statoil(15%), 

ExxonMobil(15%), 

TPAO(10%), Alberta 

Energy(5%)

원유 66억 

배럴
$100억

카스피해 자원에 

한 이란과의 

이견으로 탐사 

작업 단된 상황

Atashgah

1998년 12월 

SOCAR(50%), JAOC 

consortium(50%)

JAOC: Japex(22.5%, 

operator), Inpex(12.5%), 

Teikoku(7.5%), 

Itochu(7.5%)

원유 6억 

배럴

총 $23억 

 

1999년에 

$3,500만 

투자

탐사 결과 

경제성이 없어 

2003년 JAOC 

로젝트 탈퇴

Lerik, 

Jenab, 

Savalan, 

Dalga 

1999년 4월

SOCAR(50%), 

ExxonMobil(30%, 

operator), 미정(20%)

원유 10억 

배럴
$30억

D-43, D-44, D-73 

구 탐사

Zafar-Mash

al 

1999년 4월

SOCAR(50%), 

ExxonMobil (30%, 

operator), Conoco(20%)

원유 

10~20억 

배럴  

천연가스 

510억㎥

$30억

ExxonMobil 

경제성 있는 구 

발견 실패, 

2006년 $3,200만 

지불 후 탐사권 

포기

Surakhani

2005년 8월

Rafi Oil (75%), SOCAR 

(25%) 

원유 5천억 

배럴
$4억 25년 PSA 계약

 출처: E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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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스피해 해 분할 

가. 카스피해 석유 자원

○ 카스피해 추정 자원 매장량은 출처에 따라 다양하나, EIA에 따르면 

동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170~490억 배럴에 이름.

국가 총 확인매장량
카스피해 확인매장량

최 최

아제르바이잔 959 959 959

이란 18,667 14 14

카자흐스탄 4,110 1,232 5,479

러시아 8,129 41 41

투르크메니스탄 82 75 233

총계 31,947 2,321 6,726

 출처: Energy Charter, 2008

<표 17> 카스피해 인  5개국 원유 매장량

(단 : 백만 톤)

○ 2006년 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230만b/d로 라질의 연간 생산량

과 유사하며, 2010년에는 290~30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생산량을 과하는 수 임. 

- 특히 Tengiz  Karachaganak 유 을 개발 인 카자흐스탄과 

ACG 유 을 개발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생산량이 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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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카스피해 원유 생산 증가 추이 ( 년 비 변화)

  출처: EIA, 2007

○ 러시아의 Lukoil은 1995년부터 카스피해 자원 개발에 착수하 으며, 

2006년 V. Filanovsko 유 에서 원유를 발견하 음. 

- 한 Y. Korchagina 유 에 치한 6개 유정에서 2008년부터 생산

을 개시할 정임. 

○ 한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해상 경계선에 치한 Kurmangazy 유

에 해 양국은 2002년 공동 개발을 합의하 음. 

- 동 유 의 추정 매장량은 73.3억 배럴로, 동 유  개발을 해 Rosneft

와 Kazmunaigaz는 2005년에 $230억 규모의 생산물분배 정을 체결

하 음. 

○ 이란은 1990년  반 이후 카스피해에서 6개의 유정을 시추하 으

나 상업성 있는 자원 발견에 실패하 음. 

나. 카스피해 천연가스 자원

○ 카스피해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약 6.7조㎥로 나이지리아의 매장

량과 유사한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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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2005

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1,472억㎥으로, 이는 캐나다 연간 생산량의 

3/4 수 임. 

[그림 12] 카스피해 천연가스 생산  총 수출량

    출처: EIA, 2007

○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지역 수출의 

부분을 차지하며, 카자흐스탄은 인 라 부족으로 수출량이 많지 않

음. 

- 한편 South Caucasus 이 라인 개시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수

출은 폭 증가할 망임. 

다. 카스피해 해 분할 분쟁

○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5개국이 

하고 있는 카스피해는 미개발 에 지 자원이 풍부하여, 최근 가치

가 부상하고 있음. 

- 면  38.6만㎢에 달하는 카스피해의 원유 매장량은 2,032억 배럴, 

가스 매장량은 15.9조㎥로 추정됨.



－   －45

[그림 13]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출처: EIA, 2007

○ 카스피해 분할에 한 인  5개국 간의 입장 립으로 동 지역에 

한 유권 상이 집행 임. 

- 구소련 붕괴 이후 유권 분쟁이 시작 되었으며, 1996년부터 상

이 시작되었음. 

- 해안선 비율에 한 분할과 20% 씩 균등하게 분할하는 두 가지 방

안이 논의되고 있음. 

- 해안선 비율에 따를 경우 유권은 카자흐스탄 29%, 아제르바이잔 

20%, 러시아 19%, 투르크메니스탄 18%, 이란 14%로 분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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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 개발 로젝트

 출처: E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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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에 지 산업

○ 아제르바이잔은 독립 이후 석유․가스 부문에 한 탐사  개발을 

해 20개 이상의 PSA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성공 으로 유

치하 고, 그 결과 아제르바이잔의 에 지 산업은 비약 인 발 을 

해왔음. 

- 석유부문이 국가재정이 기여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지는

데, PSA 수익, 원유 사업 개발 운 과 련한 조세수입, PSA 지분 

보유에 의한 직  수익, 국  기업 SOCAR로부터의 이익배당 임.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천연가스 수출국으로써 입지가 강화되고 있

는 동시에, 카스피해 지역과 유럽을 잇는 문에 치하고 있어 에

지 수송의 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2007년 이  천연가스 수입국이었으나, Shah Deniz 

가스 의 생상 개시로 2007년부터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함. 

- 아제르바이잔은 자원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해 러

시아를 우회하는 원유․가스 이 라인을 개통하 고, 석유제품 

매를 통한 수익 증 를 해 신규 정제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

는 등 공격 으로 사업을 확 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아 리카 지역의 가스 수입의존도를 감소하고자 하

는 EU와 구소련 지역에서의 향력을 유지․확 하려는 러시아간

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발  시설 용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만 련 인 라시설, 특히 력망 취약으로 러시아 등 인 국가로부

터 부족한 력을 수입하고 있음. 

- 최근 석유부문을 비롯한 경제성장으로 력  가스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력부문의 효율 상승은 아제르바이잔 정부

에 큰 도 과제로 남아 있음. 



－   －48

1. 석유 산업

가. 정제 사업 

○ 아제르바이잔에는 SOCAR가 운 하는 2개의 정제시설 Azernefyag와 

Azerneftyanajag이 있음. 

- Azernefyag  Azerneftyanajag의 정제능력은 각각 연간 1,170만 

톤, 800만 톤으로, 2개 시설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여 재정비가 필

요하지만 아제르바이잔 국내 휘발유  나 타 수요는 상기 2개 

시설에서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동 시설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의 일부는 이란으로 수출되고 등유  

경유는 남 코카서스 지역과 흑해, 지 해로 수출되고 있음. 

- 흑해  지 해연안으로 수출되는 원유  석유제품은 그루지야 흑

해 연안에 치한 Batumi항을 통해 수출되는데, 그루지야 육상 통

세는 휘발유  등유, 경유의 경우 $29~33/톤임. 

- 기타 육상으로 수송되는 원유에 한 통 세는 $25/톤임.

○ 아제르바이잔 국내 도매 시장에 한 석유제품 공 은 SOCAR가 담

당하고 있음. 

나. 수송

○ BTC 이 라인 

- BTC 이 라인은 총 1,768㎞로 아제르바이잔 Baku 남부의 Sangachal 

터미 에서, 그루지야의 Tbilisi, 터키의 Ceyhan 항으로 연결되어 

있음.  

   ※ BTC 이 라인의 통과세는 $0.89~$1.86/톤으로 2005년 그루지야의 통과

세 수입은 $6,250만에 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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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 개발  운 은 BP가 담당하고 있으며, SOCAR를 비롯한 11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그림 15] BTC 참여기업

   출처: BP, 2007

- 아제르바이잔의 2007년 원유수출량 73만b/d의 부분이 러시아를 

우회하는 BTC 이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하반기 본격 으로 수송을 개시하 으며, 이후 수송량이 꾸

히 증 되어 2007년 10월 기 으로 평균 65만b/d의 원유  컨

덴세이트를 수송하고 있음. 

- 기에 BTC 이 라인은 ACG에서 생산되는 원유만을 수송하

으나, 2007년 1월 이후 Shah Deniz 가스 에서 생산되는 컨덴세이

트도 수송하고 있음. 

- BTC 운  기업인 BP는 2008년 내에 동 이 라인의 수송규모를 

120만b/d로 확장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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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u-Novorossiysk 이 라인

- SOCAR 생산의 원유를 러시아를 거쳐 흑해로 수송하는 이 라인

으로 Baku와 러시아의 흑해 항 Novorossiysk를 연결함. 

- 그루지야로 수송되는 10만b/d의 원유가 동 이 라인과 철도를 

이용하여 수송되고 있음.  

○ Baku-Supsa 이 라인

- Baku와 그루지야의 흑해 항인 Supsa를 연결하는 88.5㎢의 이 라

인으로, 수송용량은 22만b/d임. 

-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은 1996년에 동 이 라인 이용을 한 

30년 계약을 체결하 으며, 동 계약에는 Baku-Batumi 철도 수송로 

이용 역시 포함되어 있음. 

- AIOC의 자회사인 Georgian International Oil Company는 Baku-Supsa 

이 라인을 재정비하고, $5.6억을 투자하여 Supsa항 터미 을 건

설하 음.  

- 동 이 라인의 수송능력을 30만~60만b/d로 증 하기 한 계획

이 논의된 바 있으나, AIOC는 향후 원유 수출에 BTC를 이용하기

로 결정함. 

- 2005년 Baku-Supsa 이 라인을 통한 AIOC의 수출량은 체 수

출의 40%를 차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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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아제르바이잔 주요 원유 수송 이 라인

 출처: SOFAZ

 

○ Sangachal 터미

- Baku시에서 55㎞ 떨어진 곳에 치한 Sangachal 터미 은 아제르

바이잔의 원유수출 허 로, 원유생산시설  가스처리시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계 최  석유․시설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카스피海 해상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는 모두 동 시설에서 처리

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2006년 기  동 터미 의 처리 용량은 원유 

120만 배럴  가스 5,600만㎥임. 

- 동 터미  건설에는 AIOC, BTC 이 라인, Shah Deniz, South 

Caucasus 이 라인 건설 기업들이 참여하 으며, 운 기업은 B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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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카스피해 자원개발을 한 Sangachal 략 허  구상

  출처: BP, 2006

2. 천연 가스

가. 국내․외 수송 황

○ 독립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네트워크는 러시아  이란, 그루지

야, 아르메니아와 통합되어 있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의 주요 가스 공 국이었음.  

○ 국내 시장에서는 SOCAR가 유일한 천연가스 공  기업으로, 3개의 

주요 기업에 가스를 매하고 있음. 

- 국  석유화학 기업인 AzerChemia, 발 기업인 Azerenergy, 그리

고 아제르바이잔의 국내 가스 장  수송, 송 을 담당하고 있는 

국  가스 기업인 Azerigaz임. 

○ 아제르바이잔 국내 주요 가스 수송 경로는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수송로는 모두 Gazi-Mammad에 있는 가스 허 로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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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독립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네트워크 

 출처: World Bank, 2005

- 연간 수송능력 130억㎥ 규모의 북부 수송로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수입되어 아제르바이잔 북부 지역 가스의 공 을 담당하고 있음. 

-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가스 수출 경로이자 아제르바이잔 ․

서부 지역 가스 공 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 수송로의 규모는 연간 

160억㎥임.

- 이란산 가스 수입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으로 가스를 공 하는

데 이용되는 남부 수송로의 수송 능력은 100억㎥이나, 1990년 이후 

운 이 단되었음. 

○ 2개의 지하 장 시설이 Galmaz와 Garadag에 각각 치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총 시설 규모는 43억㎥이나 재는 23억㎥로 감소하 음. 

- ACG 유 으로부터 수반가스를 공 받고 있으며, Shah Deniz 가스

에서 연간 15억㎥의 가스 공  받기 한 계약이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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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석유․가스 으로부터 공 량이 증가할 망이어서 시설 확

를 한 투자가 시 함. 

기능 경로 설립연도 길이(㎞) 수송능력 운 여부

수입
Russia-Gazi-Mammad 1982 240 12.8

Iran-Gazi-Mammad 1971 229 10.0 단

그루지야
Gazakh-Saguramo 1980 120 7.3 단

Gazakh-Rustav 1968 6.9 단

아르메니아
Gazakh- Hiervan 1980 38 6.9 단

Gazakh-Injeran 1986 7.3 단

배

Garadag-Gazi-Mammad 1982 68 2.9

Gazi-Mammad-Gazakh 1 1971 378 7.3

Gazi-Mammad-Gazakh 2 1979 378 8.8

Yevlakh-Nakhichevan 1978 350 4.6 단

Altiagaj-Agsu 1986 76 9.9

Galmaz UGS-Gazi-Mammad 1982 42 3.1

 출처: World Bank, 2005

<표 18> 아제르바이잔 가스수송망 황 (2005년)

○ Shah Deniz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 되고 ACG 유 의 수반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수출은 2007년에 

개시되었음.  

- 아제르바이잔은 규모 유  발견에도 불구하고 운송시설의 부족으

로 해상유 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소각되고 2001년 이후 경제 발

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2007년까지 천연가스 수입국이었음. 

-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왔으나 Shah Deniz의 

생산개시로 2007년 이후 수입은 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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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아제르바이잔은 국내 가스 수요는 ACG 유 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AIOC는 2007년 국내 소비용으

로 SOCAR에 약 22억㎥의 가스를 공 하 음. 

- 2007년 3월 Shah Deniz로부터 그루지야로 수출을 개시, 2007년 7월

에는 South Caucasus 이 라인을 통해 터키로의 수출이 개시되

었음.  

- Shah Deniz 1단계 사업에서 생산된 가스는 BTC를 통해 그루지야 

 터키로 매되고 있음. 

나. 외 가스 수송로

○ South Caucasus 이 라인(SCP)

- South Caucasus 이 라인은 Baku에서 그루지야의 Tbilisi와 터키

의 Erzurum을 잇는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천연가스 수출 경로임. 

- 2006년 5월 완공되어 12월 첫 수송을 개시하 으며, 기 수송량은 

연간 약 66억㎥이었으나 수송능력은 최  198억㎥까지 증  가능함. 

- 동 이 라인의 건설  운 을 담당하고 있는 BP가 25.5% 지분

을 보유하고 있으며, Statoil이 25.5% 그리고 SOCAR  Lukoil, 

TPAO, Total, NICO가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2003년 SCP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 계약을 

체결, 2006년의 연간 20억㎥에서 2009년에는 약 63억㎥로 수출량을 

증 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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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outh Caucasus 이 라인  주요 원유 수송로

 출처: BP

○ 이란 천연가스 교역

- 아제르바이잔은 Nakhchivan 지역으로 천연가스 공 시 아르메니아

를 통해 수송해 왔으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정치  긴장

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 인 수송을 해 이란과 이 라인 사용 

정을 체결함.

- 동 정에 따라 Baku-Astara 이 라인을 통해 이란으로 천연가스

를 수송, 다시 Nakhchivan로 가스를 공 하고 있음. 

- 수송량은 2006년의 약 0.7억㎥에서 2009년에는 3.5억으로 증가할 것

이며, 이란은 이에 해 15%의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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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스 자원에 한 강 국간 경쟁 심화

◦ EU는 아제르바이잔 Shah Deniz 개발 2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기타 

앙아시아 가스 수입을 해 Nabucco 이 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재  Shah Deniz 개발 1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그루지아와 터키를 

잇는 South Caucasus Pipeline(SCP)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음.

     ※ Shah Deniz 2단계는 ’13년 완공 정이며, 최  연간 200억㎥을 생산할 

망임.

◦ 한편 Gazprom이 지난 6월 아제르바이잔 최  가스 인 Shah Deniz 개발 

2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한 장기구매계약을 제안하여 EU와의 가스자

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망임.

   - 친 서구 정책을 표방하는 아제르바이잔은 EU로의 수출을 희망하지만, 

Nabucco 이 라인 건설 지연과 EU가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체할 수 

<표 19> 아제르바이잔의 자원에 한 강 국간 경쟁

 

[그림 20] Nakhchivan(Naxcivan) 지역

  출처: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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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확보에 심을 높여감에 따라 Gazprom의 제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 Nabucco 이 라인은 아직 계획 단계인 반면,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

에는 카스피해 해안선을 따라 Baku-Astrakhan 이 라인이 존재함.

   - 아제르바이잔 국내 가스공 을 해 사용되고 있는 동 이 라인을 재정

비할 경우 Nabucco의 경제성이 폭 낮아져 EU의 가스 확보 가능성이 낮

아질 것임.

◦ 앙아시아 국가들간 이 라인 건설 경쟁

   - Nabucco 이 라인의 경제성을 높이기 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규모 가스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카스피

해를 통과하는 해  이 라인의 건설이 요구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양국을 잇는 

이 라인 건설에 착공하 으며, 동 이 라인은 러시아까지 이어질 

망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건설할 계획임.

   -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 터키를 잇는 이 라인이 이미 존재하며, Shah 

Deniz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은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를 

잇는 기존 이 라인의 사용을 희망하고 있음.

◦ 재 건설 혹은 계획 인 이 라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앙아

시아 가스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동 지역의 가스 물량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망임.

(EIU, 20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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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력 부문

가. 력 수  황

○ 아제르바이잔의 발   력 소비량은 1991년 이후 150~210억kWh 

수 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2007년 발 량은 214억kWh에 달함. 

- 아제르바이잔은 2004년 경까지 러시아  터키, 이란 그루지야 등

으로부터 연간 약 21억kWh의 력을 수입해 왔으나, 해마다 40% 

가량 감소하여 2007년 력 수입량은 6.8억kWh이었음.

- 정부는 2015년까지 발 량이 370억 kWh로 증가할 것으로 망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발 량 170 172 177 182 187 213

 수력 19 15 15 19 20 25

 화력 151 157 161 163 167 184

 수입 09 16 9 4 24 24

 수출 06 09 4 7 9 9

 출처: Energy Charter Secritariat, 2005

<표 20> 아제르바이잔 력 생산

(단 : 억, kwh)

○ 석유  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 이 체 발 의 약 80%를 차지하

며, 나머지 20%는 수력 발 임.     

○ 아제르바이잔의 력부문은 국  기업인 Azerenergy(Azerenerjy)가 

발   송․배 , 력 매  부문을 독 해 왔으며, 이  송

부문은 2002년 민간 기업인 Barmek Holdings(터키)과 Bayva(아제르

바이잔)로 분리․이 되었음.   

   ※ Barmek은 아제르바이잔의 Bakuelectricshebeke와 25년의 장기 운 계약

을 체결, 아제르바이잔에서 송  사업을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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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독  발  기업인 Azerenergy는 8개의 화력 발 소와 6개의 수

력 발 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시설 규모는 5.1GW이며 발 량은 

연간 210억kWh임. 

발 소 설립년도 용량(MW) 유형

Mingechavir 1955 360 수력

Shamkirskaya 1981 380 수력

Araz 1971 22 수력

Enikendskaya 2002 150 수력

Ter-ter 1977 50 수력

Azerbaijan 1981 2,400 화력

Ali Bayramli 1962 1,050 화력

Shimal 1954 150 화력

Shimal 2002 400 화력

Baku 1928 폐쇄 화력

Baku 1 2002 106 화력

Baku2 1952 18 화력

Sumgait 1 1952 폐쇄 화력

Sumgait 2 1966 폐쇄 화력

Sumgait 2 32 화력

Gandja 1962 90 화력

Total 5,193

 출처: Energy Charter Secretariat, 2005

<표 21> 아제르바이잔 발 시설 용량

○ 정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력수요는 2015년까지 연간 4.7% 증

가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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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증가를 충족하기 해서는 2015년까지 2,750MW의 추가 발  

시설이 필요하며, 약 $36억이 소요될 것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력 수요(10억, kWh) 25.3 26.1 27.9 29.2 30.7 37.9

발  (kWh/capita) 2,928 2,993 3,142 3,281 3,404 4,032

 출처: 세계은행, 2005

<표 22> 력 수요 망 (2007~2015)

○ 력문제가 아제르바이잔의 비에 지 부문 발 에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어, 력부문의 개 이 시 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5년에 석유  가스, 력 부문을 모두 포

하는 에 지 개발 로그램 'Stat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el and Energy Sector of the Azerbaijan Republic 

(2005~2015)‘을 발표하 음. 

- 력부문과 련한 주요 내용은 기존 시설 개․보수  신규 시설 

건설을 통해 2015년까지 발 시설 규모를 6,500~7,000MW로 증 하

는 것임. 

나. 송 망 황

○ 아제르바이잔의 송 망은 발 을 담당하는 국 기업인 Azerenergy가 

소유하고 있으며, 배 망은 4개의 지역 사업자(Ali Bayramlyelectricshebeke, 

Bakuelectricshebeke, Gandjaelectricshebeke, Sumgayitelectricshebeke)

가 운 하고 있음. 

- 정부와 합작 형태로 사업을 운 하고 있으며, 정부가 각각의 민간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 운 권을 양도하 음. 

○ 가스부문과 마찬가지로 발 부문 역시 낮은 기가격, 송․배 시 높

은 력 손실 등으로 개 이 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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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erenergy는 2004년 세계은행으로부터 $4,000만의 원조를 받아 고

압송 시스템 화 로젝트를 시행, 력손실이 다소 감소되었음.  

○ 아제르바이잔의 에 지네트워크는 Baku, North(sumqayit), West(Ganja), 

South(Ali Bayramli), Nakhchivan, 의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되

어 있음. 

구  분 설치용량 사용가능 용량

수력 1,010MW 791MW

화력 4,695MW 3,498MW

총계 5,735MW 4,298MW

배 500kV 300kV 220kV 110kV 총계

망길이(㎞) 451 1,270 1,261.7 2,648 5,567

substations(개) 1 5 9 33 48

송 110kV 35kV 20kV 6~10kV 총계

망길이(㎞)

  Baku 0 727 72 1,271 6,490

  Gandja 0 1,925 0 12,519 20,659,

  Ali-Bayramli 934 1,951 0 11,534 20,529

  Sumhayit 0 527 0 3,672 6,807

substations(개)

  Baku 11 217 57 3,674 3,959

  Gandja 87 192 0 6,129 6,408

  Ali-Bayramli 66 272 0 6,290 6,628

  Sumhayit 39 60 0 2,087 2,186

 출처: 세계은행, 2005

<표 23> 아제르바이잔 발  부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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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력기업인 United Energy System(UES)는 러시아와 아제르

바이잔  이란과의 력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아제르바이잔 력기

업과의 력을 구축해왔음. 

-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를 잇는 330 kV의 Derbent-Yashma 력망

은 이미 운  에 있음. 

- 2004년 UES와 Azerenergy는 동 부문 력을 한 양해각서를 체

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의 력망 통합에 한 연구를 진

행하 음.   

   ※ UES의 력 수출 국가는 국  노르웨이까지 다양하며, 최근에는 그

루지야 력기업 Telasi를 인수하는 등 Caucasus 지역에서의 사업 역

을 확장하고 있음. 이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향력을 확 하려는 러시

아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Trans-Caucasian Power Pool에 참여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를 간 500kV, 330kV, 35kV, 10kV의 력망

이 연결되어 있으며, 터키와는 154kV  34.5kV, 이란과는 230kV, 

132kV, 10.5kV의 력망이 연결되어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역내 력교역을 확 하기 해 특히 러시아  이

란과의 력망 연계 확 를 희망하고 있음. 

- 최근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UES로부터 연간 12~15억 kWh의 

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만약 제2의 력망이 건설되지 않거나 기존

의 송 망 규모가 향상되지 않을 경우 력교역이 둔화될 망임. 

4. 신재생에 지 개발

○ 아제르바이잔의 력부문은 석유․가스의 1차 에 지원이 풍부하고 

화력과 수력이 모두 발 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력 송 망이 비

교  범 하게 설치 되어있음. 

- 역내 국가의 력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력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력부문의 효율 향상을 한 기반은 마련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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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련 시설의 노후화, 높은 력생산 비용, 발   송  손

실, 지역 간 력 공  불균형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임. 

- 수도인 Baku 인근 지역은 충분한 력 공 을 받고 있는 반면, 인

구의 48%를 차지하는 농  지역에 한 공 은 불안정함. 

○ 정부는 신재생  체에 지에 한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지역별로 소규모 수

력  풍력 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 안에 비해 친환경 ․경쟁 인 방안임.

- 아제르바이잔의 소규모 수력발 (small hydropower, SHP)  풍력

발  잠재량은 약 4GW로, 이  풍력이 75%를 차지함.    

○ 아제르바이잔은 한 범 한 신재생에 지 개발 로젝트 극

으로 추진 임. 

- ‘The State Programme of Comprehensive Measures in the Fuel 

and Energy Complex in 2004-2013 Period’ 시행을 통해 10개의 수

력발 소, 6개의 풍력발 소, 2개의 태양열에 지, 1개의 바이오메

스 발  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음. 

○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지열발  잠재량은 최소 700MW로, 지열 발

이 가능한 지역은 Bolshoy  Maliy Caucasus, Apsheron, Talish 지

역임.

5. 환경 문제

○ 아제르바이잔의 유 개발 역사는 1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못했음.  

- 150년 이상의 원유 개발로 인해 Absheron Peninsula 인근 300㎢에 

걸친 지역이 오염되어 있으며, 이  150㎢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

염도는 심각한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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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이 다한 유정이 방치되고 있으며, 다수의 유 이 비공식 인 

폐기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2차 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원유생산으로 인한 오염은 카스피해에도 부정  향을 끼치고 있

으며, 

○ Environmental State Program(ESP)  

- 2006년 9월 제정된 동 로그램은 30여개의 정부  비정부 기 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  세계은행이 함께 시행하고 

있음. 

   ※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국가환경 원회(State Committee for 

the Environment)를 체하기 해 설립된 환경․천연자원부(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MENR)임. 

- 아제르바이잔 수도 Baku시를 포함한 Absheron Peninsula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한 로그램으로 65개의 세부 로젝트로 

구성됨.

- 독성  비독성 폐기물 처리에서부터 장기  환경 로그램을 시행

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련 제도  법안 재정비 등 포 인 

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천연가스 연소(flaring)와 수송손실(venting)

- 천연가스 연소  배출 자원 낭비 문제 뿐 아니라 공기오염  탄

소배출이 증가되는 심각한 문제임. 

- 재 연간 10억㎥의 천연가스가 연소로 낭비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 의 천연가스가 수송과정에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라인  장시설 개선 등이 시 한 문제이며, SOCAR는 

Guneshli 유  개발 과정에서의 연소 손실분을 감소하기 해 필

요한 투자액을 $6,000만으로 상하고 있으며, 손실 감소분은 총 3

억㎥이 될 것으로 상함.   

- 아제르바이잔 최  유  개발 컨소시엄인 ACG 컨소시엄은 flaring 

손실을 막기 해 필요한 투자액을 약 $2,000만으로 추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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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역 가정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증가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  아제르바이잔 농 가정의 80%가 가스

수송망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1991년 이후 이 비율은 50% 이하로 

감소하 고 농 지역의 가정부문은 오염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음. 

- 산악지역 가정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연료효율이 낮은 스토  사

용에 따른 산림훼손,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야기됨.   

○ 동 부문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당면과제는,  

-  에 지 부문에서 국제 환경 기 에 부합하는 환경기  제정,

- 석유개발 련 오염물질을 제거  감소하기 한 계획 수립,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해 감소,

- 천연가스 연소  방출(venting) 지 등임. 

○ 재 아제르바이잔 환경부문에 기반이 되고 있는 법안은 1999년 제

정된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이며, 동 법안을 보완하는 

법률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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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에 지 부문 규제환경  법․세제

1. 에 지 련 법안 

○ Law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1992)

- 동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한 안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탐사권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 Law on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1996)

- 에 지자원의 효율  사용을 한 법 , 경제 , 사회  정책 기반

을 제공하고 있는 법안으로, 에 지자원 이용에 한 통제권은 국

가가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Law on Gas Supply(1998)

- 동 법안은 탐사  생산, 정제, 수송, 장, 매, 가스이용에 한 

규정을 담고 있음. 한 가스시설  송 망, 라이센싱, 에 지 

정, 토지 이용, 공 보건, 환경 문제 등과 련한 조항들이 포함됨. 

○ Law on Power Engineering(1998) 

- 화력발 소  송․배 , 력 매, 구매 등과 련한 법  기반을 

제공함. 

○ Law on Energy(1999)

- 에 지 정책 련 제반 목표를 나타내는 법안으로, 자원에 한 소

유권, 탐사권, 유 개발, 수송시스템 건설  유지에 한 법안임. 

○ Oil and Gas Law

- 2000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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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외국기업과는 Royalty/Tax("risk sharing" joint venture)와 함께 통

상 으로 PSA 형태로 자원개발 계약이 체결됨. 

- 산업에 지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부여하는 주체이나, 실제 모

든 계약은 SOCAR가 정부를 신하여 체결하고 있음. 

- 구 분양은 공개입찰 형식이지만 경매제가 아닌 직  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 력부문을 규제하는 Law on Electricity(1998)  Law On 

Power Plants and Heat Generation Plants(1999) 등이 있음

2. 조세제도  

○ 아제르바이잔의 조세제도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일반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천연자원세, 물품세, 재산

세, 도로세, 토지세, 세, 사회보장세, 기타 지방세, 부과  등의 기

본 인 조세)

- 생산물분배계약 하에 사업을 운 하는 기업에 운 되는 조세제도

- 수출 이 라인에 용되는 조세제도

가. 일반 세제

○ 법인세

-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는 원천소득에 해 조세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에 

해 조세 부담을 짐. 

- 일반세율은 25%이며 업종별로 세율은 차별 으로 용됨. 



－   －69

계약 체결 운 기업
보 스 ($백만)

서명 발견

Surahani (2005) Rafi Oil 1 n.a.

Pirsahat (2003) Sinopec 1 n.a.

Zafar Mashal (2000) ExxonMobil
97(최  시추 후 

추가 10)
1/1억배럴

Atashgah, Yanan-Tava & 

Mugan (1999)
JAOC 10 n.a.

Alov (1998) BP 100 1

Araz (1998) BP/Statoil 100 n.a.

Kurdasi-Araz-Shirvan (1998) Eni 32 2.5

Yanan-Tava (1998) JPEC 10 1

Muradhanli (1998) Ramco 1 1/1억배럴

Oguz (1997) Mobil 10 20.5

Apsheron (1997) Chevron 10 1

Naxcevan (1997) Exxon 10 1

<표 24> 아제르바이잔 PSA의 보 스 황

○ 부가가치세

- 재화  용역의 공  매출액에 부과되면, 세율은 18%임. 

○ Royalty

- 물자원 채취와 련한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세율은 자원의 종

류에 따라 3%~26%로 차등 으로 부과됨. 

○ 기타 개인소득세, 물품세, 재산세, 도로세, 토지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음. 

나. PSA 련 세제

○ 보 스

- 계약체결보 스  상업유  발견 보 스, 생산 보 스가 있으며, 

생산보 스는 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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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운 기업
보 스 ($백만)

서명 발견

Yalama (1997) Lukoil 3 5

Dan Ulduzu-Ashrafi (1997) NAOC 8 2.5

Shah-Deniz (1996) BP 250 none

Karabakh (1995) CIPCO 8 n.a.

Guneshli-Chirag-Azeri (1994) AIOC 150 none

출처: 에 지경제연구원, 2007

○ 훈련비

- 계약 당사 기업은 모든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통상 첫 해 $20만을 교육․훈련비로 지 해야 함.

○ 임차료

- 탐사기간  구 단  면 당 부과되며,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

후 통상 $2천/㎢ 지 함.

○ Royalty는 없음.

○ 비용회수

- Ring Fence 허용하여 세액 공제 제한

- 비용회수가 용되는 항목은 업년도에 발생한 운 비용  모든 

자본비용(운 비 회수 이후 생산물에 한해 상한 비율에 따름), 연간 

$20만을 과한 교육․훈련비, 이자비용, 본사 일반 리비 등임. 

- 일반 으로 국제  해에 기 하여 비용회수가 가능하지만 PSA 

체결 이 에 발생한 비용  보 스 등을 회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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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주요 기  연락처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Phone: (99412) 492 4110, 490 2430

Fax: (99412) 492 5895, 490404

E-mail:office@economy.gov.az

Web site: http://www.economy.gov.az top  

산업에 지부(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Address: Az 1012, Baku, 88 H.Zardabi str

Contact phone: (99412) 447 0584

Fax: (99412) 431 9005

E-mail: mfe@azdata.net top  

SOCAR(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 Republic)

Address: 73 Neftchilar Avenue, Baku, AZ1000 Azerbaijan Republic  

Phone: (99412) 492 1789  

Fax: (99412) 497 1167  

E-mail: info@socar.az  

Web site: http://soca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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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Department or Establishment Phone 

Department of Oil and Gas Output 492 2954

Department of Drilling 492 4368

Oil refining Department 492 8794

Department of Geology and Geophysics 492 4462

Department of Utilization of Oil and Gas Deposits 492 0473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497 0378

Department of Operative Management and Dispatcher 492 9466

Department of Power Engineering 492 5442

Department of Geodesy and Hydrography 492 2174

Department of Transport and Social Development 492 2313

Department of Sea Ground works and Installations 492 0451

Department of Sea Transport 492 5441

Department of Coordination the Strategic Problems of Oil 

and Gas
497 0237

Department of 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ing 492 0025

Finance Department 492 1879

Department of Taxes 492 2091

Department of Joint Projects 492 1121

Department of Planning, Financing and Controlling the 

Fulfillment of the Investments
437 1453

Department of Law 492 1621

Department of Confidential Regime and Military 

Mobilization
492 2787

<표 25> SOCAR 주요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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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아제르바이잔의 ‘에 지자원이용법' 

Law On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is Law shall determine the main directions of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basis of the State policy 

related to the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and regulate th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physical and legal entities in this spher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Basic notions

  Basic notions used in this Law are as follows:

     Energy resources oil, oil products, gas, electricity, heat, water and 

atom energies, restored and other energy carriers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vel or development of technics.

     Energy saving policy State policy implemented by way of legal, 

organizational and financial-economic regulation of the production 

(extraction), refining, treatment, transportation, storage, stock-taking 

and consumption processes with the aim of rational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with more economic benefit on a condition to reduce the technogen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present phase of technics and 

technology s development.

     Consumption normatives of energy resources regulated quantity of 

energy resources utilized for concrete production, product, work and 

service.

     Restored energy sources energy sources permanently available or 

ceaselessly created in the environment (sun, wind, land s heat 

currents, biomass, sea, water curr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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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The Azerbaijan Republic s Legisl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Azerbaijan Republic s Legisl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consist of this Law, other legal normative 

Ac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passed and concluded in 

concordance with this Law.

Article 3. Main principles of State policy in the sphere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State policy in the sphere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shall base on the following principles:

          State regulation of physical and legal entities activity in the 

energy saving sphere by means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measures;

          Priority of requirements on energy saving in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y due to the production(extraction), treatment,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pplication of economic and legal Incentive mechanisms;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progressive norms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Regional State control over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by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Rate fixing and standardization in the sphere of energy saving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importance of 

observing the standards and normatives on the power industry;

           Coordination of energy resources producers (extractors), 

transporters and consumers interests;

           Irrespective of property form the obligatory stock-taking of 

energy resources utilized by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mportance of power expert examination of the constructed or 

reconstructed objects;

           Application of economic sa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r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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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tation of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priorities as per the 

energy sav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the solution of the Republic s 

problems on energy saving;

           Creation and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efficiently using 

the energy.

Article 4. Objects of relations regulation in the sphere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Energy resources production and utilization, implementation of 

scientific-research and designing works, information ensurance 

and the re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and 

controlling of energy utilization shall be legally regulated objects 

of this Law.

Article 5. Subjects of relations regulation in the sphere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Physical and legal entities of the Azerbaijan Republic, foreign 

physical and legal entities involved in business in the Azerbaijan 

Republic, foreigners and physical persons not admitted to the 

citizenship shall in association with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be the subjects of legal regulation of relations.

Article 6. State programs on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tate, 

local and other programs shall be worked out and adopted to 

organize and coordinate the expedient implementation of the 

State activity in the sphere of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Azerbaijan 

Republic shall determine the methods and terms of working out 

the State programs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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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Scientific investigations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tate shall create condition for the fulfillment of regular complex 

investigations in the sphere of energy saving with the aim of 

working out the scientific grounds of the processes and new 

technologies saving the energy, creating rational appliances and 

equipment,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hapter II. Grounds For The State Regulation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rticle 8. Basic directions of the State regulations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State regulation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s:

          Adoption of the State conception on power policy, the State 

programs, proper Normative Legal A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Implementation of the complex management in the sphere of 

energy saving, investment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s on 

energy saving and pursue united scientific-technical policy, 

coordination of the Ministries, Companies,

          Concerns, Enterprises, Administrations and Organizations activity 

in this field; 

          Organization of rate fixing,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metrology 

and statistic registration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tate expert examination due to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Rate fixing of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Determination of proper types of responsibility for the ir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re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per economic-financial  

incentive mechanism for the energy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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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of the fund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nd determination of the ways how to use it;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chinemaking and 

instrument engineering bases in relation with the fabrication of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rationally using the energy and 

measuring instruments as well Budget financing of the 

purpose-oriented investment programs, soft and direct crediting 

of the projects and programs on the energy saving;

          Implementation of the planned measures granting a certain 

priority to the energy producing region with the aim of 

eliminating the critical status emerged in connection with the 

Country s energy supply.

Article 9. Main directions of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s activity 

connected to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connected to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of the Azerbaijan Republic shall:

    ․take part in the working out of the State policy and programs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oordinate the activity of the Executive Authority and the subjects of 

economy in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determine the directions of financing the energy saving programs 

from the fund of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control over the 

purpose-oriented use of the intended budget means;

    ․implement the State control ove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arry out expert examination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in 

relation with the draft documents of the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objects and as well as the operating objects;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f the State and branch standards, 

norms and normatives on the energy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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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energy 

saving pursuant to the established order;

Article 10. Authorities of the local self-controlling bodies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uthorities of the local 

self-controlling bodies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determined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Azerbaijan Republic.

Chapter III. Economic And Financial Mechanisms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rticle 11. Aims and objects of the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s pe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aim of the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s pe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in their utilization 

be to implement the acceleration and increase of the methods 

of energy saving.

           The object of the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s pe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to achieve the 

effici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o organize 

and broaden the production of technological processes and 

equipment saving the energy.

Article 12. Economic measures on the guarantee of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conomic measures on the guarantee of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as follows:

           Application of the economic means and incentives directing the 

organizational, scientific-technical and economic activity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particularly the restored 

energy sources (wind, the sun, wav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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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of the basic directions and financing sources of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stablishment of the State system of standards and norms on 

the proper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for the 

power-incentive technological processes and types of product in 

all the spheres of the economy as the base of economically 

impacting measures to the power supply process;

           Application of various interest-added payments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ive prices and tariffs depending on the 

superfluous use than the fixed normatives on the ir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Granting of bounties, State subsidies, tax, credit and other 

discounts for stimulating an interest to establish, to apply and 

to use the progressive technology and equipment saving the 

energy;

           Application of the State system of tariffs and prices ensuring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Independent producers of electrical and heat power non-included 

in the State power supply system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State power supply system to transport the energy they 

produced. Power supply systems should in the proper order 

receive the energy in compliance with the coordinated prices 

and terms.

Article 13. Sources of finance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Financing sources for the measures on the effici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considered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internal and external investments, 

State and local budgets and other sources.

Article 14.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State out of budget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shall be established with the ai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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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the measures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is fund shall be established at the expense of the 

means stipulated by the energy resources tariff and prices, the 

payments for dissipation and breach of the Legisl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profit from the production- 

financial activity of the fund, the physical and legal entities 

volunteer transfer and so on.

           The order of spending of the means of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of the Azerbaijan Republic.

Article 15. Main directions of spending the means of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Main directions of spending the means of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shall be as follows:

           Scientific-research and experimental-designing works in the 

sphere of energy resources saving;

           Cre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and equipment 

saving the power;

           Shareholding in the creation of new objects in the field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Working out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and measures 

in the sphere of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of the restored energy sources;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ower examination;

           Training of personnel and improvement of their qualification;

           Granting of subsidies for working out the standards, norms and 

normatives in the power industry;

           Provision of enterprises with the management of power supply, 

registration and controlling systems;

           Measures on effici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the energy 

resources;

           Incentives for the inventions and rationalization proposals on 

the utilization of the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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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Granting of subsidy from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Subsidies from the fu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may be 

granted to the enterprises producing technics and technology 

saving the energy resources for the below-mentioned works:

           Scientific-research, experimental-designing works;

           Fabrication of the testing sets of the modern equipment and 

performance of construction-assembly works in this sphere;

           Reutilization of the energy resources;

           Examination of the restored energy sources and carrying out of 

the power prognosis;

           Provision of the objects with the registration and ontrolling 

appliances;

           Rational supply of the population with the heat power and the 

like works.

           Subsidies may be granted to the physical and legal entities 

from this fund as well to implement the measures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rticle 17. Reimburs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involved i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power resources

           The energy resources saved as a result of the constructed at the 

expense of foreign investment and operating strategic and great 

power-intensive projects ( huge oil refineries, chemical and 

metallurgical works, power plants, etc.) directed to the 

utilization of the power resources at the territory of the 

Azerbaijan Republic shall be considered the source of 

reimbursement for the mentioned investment. The quantity of 

the saved power resources shall be approved by the 

appropriate Executive Authority.

Article 18. Payments related to the irrational utilization of power resources

           In case the utilization of the energy carriers exceeds the index 



－   －84

established pursuant to the norms and standards there shall be 

applied increased payment for the superfluous utilization of 

power resources. This payment shall depending on the quantity 

of superfluous utilization of power resources in comparison 

with the effective price or the rising tariff scale for each energy 

carrier be determined with %.

           The order of determination and payment for the irrational 

utilization of power resource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proper 

Executive Authority of the Azerbaijan Republic.

Chapter IV.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Norming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rticle 19. Standardization in the sphere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tandardiz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of obligatory norm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State power standards shall determine the basic notions and 

terms in the field of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organizational-methodical grounds, the particular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ways of defining the demand for the 

power, the methods of certification on the power consumption, 

the methods of collection and working of the inform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requirement for the 

thrifty technologies and installations and the proper demands 

for the energy resources and the restored power sources.

Article 20. Subject and objects of standardization, State control over the 

observance of the standards Subject of the standardization (in 

the frame of economic, ecological and other restrictions) shall 

consist of the nomenclature and indices of the power 

requirement for the products, technological proces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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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the methods of provision and assessment of this 

requirement, as well as the technical, organizational- methodical 

points of the standardization.

            Technological processes and the equipment consuming the 

energy resources or alternating one energy type to another one 

shall be the objects of the standardization.

            State control over the observance of the standards on the 

power demand shall be implemented in concordance with the 

Law of the Azerbaijan Republic On the standardization .

Article 21. Certification of products connected to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ertification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be the approval of the coincidence of the 

products, the technological processes, the services with the 

indices established in the State standards on the power 

consumption or other normative documents on the standardization.

           Products (works, services) consuming any type of power, as 

well as the energy resources should compulsorily be certificated 

pursuant to the coincidence with the proper energy s efficiency 

indices. Obligatory certification shall be implemented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 of the Azerbaijan Republic.

           The enterprises manufacturing the products with more 

overcoming indices than the normatives established in the State 

standards on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shall 

have the right to get privileges from the fond of rational power 

utilization.

Article 22. Normative base of the rational power utilization The norms and 

normatives of power utilization as per the technological 

processes, the equipment, electric home appliances and the 

products (works and services) shall form the normative base of 

the rational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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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ormatives of power consump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standards. The stated normatives be 

determined by way of reporting or experiments.

           The power utilization normatives established in the State 

standards shall be effective as far as the State standard and 

other normative documents are in force.

           The normatives on the power utilization in the State standards 

and other normatives documents on the standardization shall be 

determined for the whole operation term of the appliances, 

technological installations and (or) technological processes.

           The power consumption normatives established in the State 

standards shall irrespective of the property and organizational- 

legal forms be obligatory for all the administrations and 

enterprises.

           The normatives established in the other normative documents 

on the standardization shall be of recommendation character 

and they should not be repugnant to the State standards.

           The power utilization normatives should absolutely be stated in 

the technological instructions, technical certificates, repair charts 

on the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the objects producing and 

consuming power. The normatives on the utilization of the 

thermal energy for heating the buildings and installations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onstruction norms and regulations.

           The power consumption normatives noted in the standards, the 

construction norms and regulations should per every 5 years be 

reconsidered. At this time the normative s coincidence with its 

initial level shall be determined and if expedient its new 

quantities be established.

           Control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wer utilization 

normatives shall be carried out in the order established by the 

Legislation of the Azerbaij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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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Article 23. Main tasks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Implementation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management, economy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the energy resources production(extraction), treatment, transportation, 

storing, utilization, selling and re-utilization is necessary.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determines correspondence of management, economy, investment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the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to energy 

resources saving requirements;

    ․determines correspondence of plans, projects and other resolutions on 

energy capacious facilities to the legislation on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the effective energy standards and norms;

    ․provides evaluation of measures on energy utilization and energy 

saving, making of relevant expert decisions and review; 

Representatives of appropriate executive authorities, design- 

constructor, scientific-research and other organizations, higher schools, 

publ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involved in conduction 

of the examination on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Article 24.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facilities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facilities are the followings:

    ․drafts of productive forces increase and their location diagrams, as 

well as the diagrams on districts and settlements power supply;

    ․power technology sphere of technical and economical substantiations 

and projects on new facilities and enterprises construction the annual 

energy need which is 1000 tons and more than this volume of 

conditional fuel, on extentioning (upgrading, supplying with new 

technology, reconstructing) the facilities and enterprises available.

    ․drafts of training-methodical and normative-technical Acts, 

construc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documentation on cre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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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apacious new technics, technology and materials, other 

documents and materials reflecting the activity in the energy saving 

sphere; Energy economy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 annual  

energy need of which is 1000 tons and more than this volume of 

conditional fuel. The procedure of conduction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shall be determined by an appropriate executive 

body. Physical and legal entities having the certificate of an 

appropriate executive body on efficient usage of energy resources 

shall have the righ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examination, also for the access to the relevant facilities without 

obstacles.

Article 25. The necessity of execution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references

           The execution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review is 

obligotary.

           The negative review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shall be the basis for preparation of measures on energy usage 

in accordance with this review and on energy saving. The 

positive review of the examination shall be the basis for the 

delivery of the grant and allowances stipulated by this Law to 

the energy resources consumers.

           Without having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capacious programs, projects and 

resolutions shall not be allowed.

           Debatable issues proceeding from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review shall be resolved pursuant to the legislation 

in effect.

Chapter VI. State Registration, Report And Control On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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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Registration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Registration of energy 

resources used at the enterprises, establishments and 

organizations not depending on their property and 

organizational-legal form shall be obligatory.

           The officials of establishments and organizations shall be 

responsible for precise conduction of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energy resources usag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measurement and the norms on 

exactness of equipment and the state standards.

           Installation of relevant equipment at the facilities constructed for 

the registration of energy resources usage, arrangement of 

registering and regulating systems should be stipulated and 

without this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shall not be allowed.

           The industrial facilities and public buildings under operation 

should be provided with the equipment regulating and 

registering the energy resources usage. Provision of energy 

resources consumers with appropriate equipment for registration 

of energy usage, attestation, installation procedures of these 

equip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executive 

body of the Azerbaijan Republic.

Article 27. State statistics report on energy resources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e annual energy need of 

which is 1000 tons and more than this volume of conditional 

fuel shall present their state statistics reports about the energy 

carriers volume and the structure, the indices on their efficient 

usage to the state statistical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and in the determined way.

Article 28. State energy control

           State control over the energy resources usage, observ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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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standards in this sphere shall be arranged and 

implemented by the appropriate executive body on the State 

control over energy resources efficient usage.

           The execution of appropriate decisions by the relevant executive 

body on efficient usage of energy resources within the authority 

deligated to it by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the energy 

producing and energy using subjects

Article 29.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law on energyresources utilization

           Violation of law on energy resources usage will cause the 

responsibility identified by this Law and other normative legal 

acts adopted in accordance to it.

           The cases of violation of Law on energy resources usage are 

mainly the followings:

           Fulfillment of requirements set for the improvement and storage 

of technological level of energy producing equipment and the 

energy saving systems; Perversion of the registration and report 

about the energy usage and non-delivery of information in 

time; Viol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energy examination, also the presentation of false expert 

review on purpose; To finance without having the reference of 

the state energy expert examination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y and equipment no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energy standards and put them into operation:

    ․violation of requirements set on energy saving in designing, 

constructing, reconstructing, putting into operation of enterprises, 

constructions, means of transport and other facilities;

    ․useless regular usage of energy resources and violation of other 

technical requirements;

    ․delay of payments provided for wasteful usage of energy resources;

    ․direct losses incurred by the enterprises, establishments and organizations;

    ․usage of energy resources without having a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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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utilization of the repeated energy resources under the 

authorization at the level provided in the appropriate norms of the 

State standards;

      In case the qualitative indices of energy resources differ from those 

stipulated by the state, aerial standards the expences incurred by the 

consumer shall be paid by the producer in appropriate way.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n energy resources 

usage shall be applied by the appropriate executive body on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Chapter VII.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Resources Utilization

Article 30.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zerbaijan Republic i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fficient energy usage in compli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he main direc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fficient 

usage of energy resources are the followings:

    ․mutual exchange of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with foreig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icipation of the Azerbaijan Republic and its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events on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coordination of the energy efficiency indices provided in the State 

standards of the Azerbaijan Republic to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mutual recognition of certification results.

      If it is revealed that the regul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participated by the Azerbaijan Republic differ from those stipulated 

by this Law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 shall be 

applied.

Article 31. Foreign investments.

           The foreign investors bringing progressive foreign tech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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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materials, even the financial resources as invest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usage at the territory of the 

Azerbaijan Republic shall act according to this Law, the 

legislation standards on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the 

activity in this sphere, other normative legal acts and bear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m in the way determi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Azerbaijan Republic.

Chapter Ⅷ.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On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Article 32. Necessity of education on efficient utilization of energy resources

           The basis of efficient usage of energy resourc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of the restored and other energy resource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urriculums for training specialists on power 

engineering.

Article 33. Financing of curriculums on education and professional skills 

improvement Professional training improvement of employees 

of enterprises, establishments, an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power supply, compiling of curriculums, and their implementation, 

arrangement of seminars and conferences and other events shall 

be financed at the expense of the efficient energy utilization 

fund. President of the Azerbaijan Republic Heydar Aliyev. Baki, 

30 May 1996.



Country Profile 7

- 아제르바이잔 -

발  행 / 2008년 8월 7일

발행인 / 방 기 열

  자 / 오상면․박명지 

본지는 에 지경제연구원 에 지정보통계센터 

에 지정보분석실에 의하여 작성․편집된다.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화 : 031-420-2273

팩 스 : 031-420-2164

http://www.keei.re.kr

인 쇄 : 범 신 사(02-503-8737)

ⓒ 에 지경제연구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