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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상)
1. 인도네시아 에너지 현황
□ 인도네시아의 연간 에너지 공급량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은 약 16.5억 석유환산배럴(Barrel
of Oil Equivalent) 임.
- 가장 높은 비중의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로 전체의 약 76%를 차
지하며 뒤를 이어 바이오매스가 약 18%정도 차지.
- 인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가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대부분 지열과 수력에너지, 바이오 연료이며 태양
에너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한 편
- 인 탄소배출량은 줄이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당함.

○ 2018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최종소비량은 12.3억 석유환산배
럴로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가정(31%),

수송(29.3%),

산업

(22.1%), 상업(3%) 부문 순임.
[표1]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밸런스 (2017)
(단위: Thousand BOE)

*자료원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원별 잠재력 및 발전 현황
○ ASEAN국가들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풍부한 전원(電源)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경우 바이오매스 공급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28.9GW), 수력(75GW), 조력(49GW)

등의 전원 잠재력에 더하여 높은 농업의존도, 열대우림지역의
산림자원에 기반한 바이오매스 (50GW) 공급 잠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개발 인프라, 제도 정
비 미비, 지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잠재
량중 약 5%만을 활용하고 있음.
[표2] ASEAN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전원 잠재력 평가(2017년 7월)
단위 : GW

*자료원: ASEAN Power Cooperation Report(ACE, 2017.7.3)
*주: *kWh/㎡/일

□ 인도네시아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원
○ 인도네시아는 법 규정에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촌 가구가 소비하는 전통적 바이오매스
는 제외됨.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의 법규정 2017년 50호 ‘전력생산
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Use of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Generation : Regulation 50/2017)’ 에 의하면 지
열, 풍력,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바이오 가스, 태양광, 수력, 해
수력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됨.

○ 지열
- 인도네시아에는 120개가 넘는 활화산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지열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자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3위의 지열에너지 전력 생산국
- 지열에너지 자원은 Sumatra, Java, Sulawesi 지역 중심으로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열에너지 자원개발정책을 펼쳐왔음.
- 그러나 지열에너지원 관련하여 복잡한 인허가 체계 및 법규체
계로 개발이 더딘 탓에 최근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규모 지열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
지원을 위해 '지열 에너지펀드 (Geothermal Fund)' 또한
운영하고 있음.
[사진1]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지열발전 현황 맵

* 자료원 : repit.files.wordpress.com

○ 태양광
[사진2]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 시설

*자료원: Pagi.com

- 태양광 에너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태양광 발전은 크게 연계형(On-Grid)과 독립형(Off-Grid)으로
분리되며, 연계형(On-Grid) 형태는 PLN에 생산된 전기를 수급
하는 형태를 띠며 가격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됨.
- 정부는 올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출력 50만킬로
와트(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착공하였으며 PLN은 작년 8월
여러 독립발전사업자(IPP)와 총 출력 4만 5,000kW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건을 승인함.
-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서부 자바 찌따라 저수지에
기존의 지상 태양광발전 기술에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중에 있음.

○ 수력발전
-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에너지원이나 개발 가능
한 수력에너지원 대부분이 수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잠재량 대비 확보 발전용량이 5%정도에 머물고
있음.
- 수력 에너지원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력
에너지원에 인접한 장소에 산업 공단 형성을 계획 중임.
○ 바이오매스
[사진3] 바이오매스 자원인 우드칩과 우드펠릿

*자료원: 한전산업개발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식물자원인 팜 오일과 사탕수수에서 나
오는 풍부한 농업 부산물과 우드칩, 우드펠릿 등의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부문 발전을 꾀하고 있음.
- 한국 산림청은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와 인도네

시아 스마랑 지역 내 목재 바이오매스 시험조림사업에 관한
MOU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용 속성수 조림지 조성 및 시험구 운영, 바이오매스
조림사업모델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주민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조림지 인구 지역주민과의 협력증진

3.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 아세안의 REmap 목표
○ 아세안은 2025년 까지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
을 23%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설정
-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ASEAN
의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인
REmap Option(Global Renewable Energy Roadmap 2030)을
제안함.
- REmap은 IRENA가 발간한 보고서로 신재생 공급곡선에 대한
분석,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을 포함한 장기 신재
생 로드맵임.
○ ASEAN은 ASEAN REmap을 통해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2014년 ASEAN 회원국 전체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95GW, 신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50.9GW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
총 발전설비용량 422GW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80.2GW로

증대되어 동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26.1%에서 42.7%까
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REmap 프로그램이 작동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신재생발전 설
비 규모는 기준전망(45.2GW) 대비 74.6GW 규모로 대폭 확대
될 것.
-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약 10배 규모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3] ASEAN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목표(~2025년)

* 자료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7-31호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및 법규 정비
○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의 실행과 수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에너지 관리계획
2005-2025> 을 실행하여 향후 1차 에너지 공급 총량(TPES)
중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국가적 노력을 하였음.
- 정부는 2010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
지효율부(Directorate-General of New,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
비 수입관세 면제와 에너지고효율 장비 교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실행함.
- 2014년 국가에너지 관리계획은 대통령령 79/2014에 의거하여
새로운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National Energy Plan 2014,
NEP14)으로 대체되었음.
- 새로운 에너지 관리정책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원
별 발전소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구성 및 운영, 자원고갈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석유 소비 감축, 2) 석탄 및 신재생에너
지원 개발, 소비 증진, 3) 가스소비 및 생산 최적화, 4) 최후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 도입 고려 등과 같은 정책 추진.
-

(신재생 에너지) 향후 1차 에너지 공급 총량(TPES) 중 신재생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5년

23%(788,000MW),

2030년 25%, 2050년 31%로 상향 조정, 지침 등을 포함.

[표4] 인도네시아 NEP14 국가 에너지 믹스 목표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개발계획(NEP14)

-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RUE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국가전력기본계획 (RUKN,
National

Electricity

General

Plan)'

및

‘전력공급사업계획

(RUPTL, Electricity Power Supply Business Plan)' 등 하위
계획을 통해 상세 정책 방안으로 발전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법안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국영 전력 PLN가 작년에 독립
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와 전력구매계
약(PPA)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70건 중 34건이 철
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34건은 현재 자금 조달
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연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도
검토될 것임.
- 정부는 기존의 독립발전사업자들 및 신사업자들을 장려하여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음
과 같은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

[표5] 현재 검토중인 신재생 에너지 법안
1. 지방 정부의 승인 아래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자체 장려정책 제공
2.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펀드 (Dana Inovasi dan Percepatan
EBT)와 신재생에너지 발전펀드(Otoritas Pengembangan EBT) 조
성
3.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추가 특별배당기금 (Dana Alokasi
Khusus/DAK)

혹은

추가

신재생에너지와

활성화

조성

펀드

(Dana Inovasi dan Percepatan EBT) 조성
4. 세금 감면 ( 예: 수입세와 초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총 자재 비용
10% 까지 VAT 감면 )
5. 기존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전력 사업자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사업 개발 선택 우선권을 주는 제도
6. PLN 사용자들을 위한 전력계량시스템 제공의 제정
7. 지붕 태양광 발전장치(Rooftop Solar PV) 를 위한 안전 기준 제정
* 자료원: Pagi.com

○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도입(2009년)하여 모든 신재생에너지 전원(태양광, 풍
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수력발전 설비 (10MW 미
만)을 지원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7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inisterial Decree No.
12/2017)을 발표하여 제도를 개정함.

[표6] 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자료원 :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장관령 (Ministerial Decree No. 12/2017

‒ 이외에도 정부는 지열기금 (Geothermal Fund)을 통해 인도네시
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75%에 해당하는 지열발전 관련 프
로젝트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법령(Finance Regulation No.
3/2012)에 의거하여 지열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 활동비 지원.
- 지열발전 사업 인가를 받고 현재 탐사활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
로 2017년부터 7년간 토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외국 에너지 기업 및 정부와의 기술협력
- 에너지 광물자원부와 Business for Finland가 주관한 포럼에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핀란드와의 기
술 협력에 대하여 언급
- 핀란드는 국가 에너지의 40%를 바이오매스, 태양열 등의 재생에
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6년 환경성능지수에서 가장 친환경
적인 나라로 선정된 첨단 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가

- 핀란드 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들은 도서·
산간지역에 폐기
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중간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음.
- 싱가포르와 덴마크 투자자들도 술라웨시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음.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는 2002년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에
대한 규정 (Ministerial Regulation on Small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y)'를 반포, 소규모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을 장려했으며 에너지 자립 마을 (ESSV,
Energy Self Sufficient Village','솔라홈 시스템 (Solar Home
System)' 프로그램 등 외딴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
젝트를 시행해 왔음.
- 예시로 고론탈로 북쪽의 포넬로 섬 주민 거주지역에 설치 된 태
양열 발전소가 있음.
현재
이곳에는
태양전지
패널을
포함하여
2MWp
(Megawatt-peak) 만큼의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는 술라웨시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

[사진4] 고론탈로 북쪽의 포넬로 섬의 주민 거주 지역에 설치된 태양전지패널

*자료원: Jakarta Post

- 신재생에너지원은 향후 도서 산간 지역 등 화석연료 공급이 어
려운 낙후지역의 전기공급률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