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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1)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표와 

지원제도

해외정보분석실 김유리(kimyuri@keei.re.kr)

▶ ASEAN 국가들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ASEAN은 에너지공급 역량 확충 및 에너지믹스 다각화를 위해 202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

▶ ASEAN 국가들에서 현대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는 미진한 상태(2017년 현재)이나, ASEAN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충 프로그램(ASEAN Remap)을 통해 2025년까지 활용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 ASEAN emap 프로그램은 ASEAN 10개국의 발전설비 규모를 2014~2025년 기간 중 약 2배 

규모(195GW→422GW)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한편, 동 기간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는 약 130GW(태양광 

53GW, 수력 43GW, 풍력 및 바이오연료 각각 12GW 등)를 증설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ASEAN 국가들은 개별적인 장기 에너지발전 및 전원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부존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1. ASEAN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ASEAN 국가들은 메콩江 유역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특

성상 태양광 및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공급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및 풍력 등) 설비는 대수력 발전설비에 비하여 투자비

용이 소규모로서 특히,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ASEAN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미래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ASEAN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잠재력은 국가별 자원부존 특성에 따라 상

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조력(170GW) 및 풍력(76GW), 미얀

마는 수력자원 (40.4GW)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풍부한 전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열(28.9GW), 수력(75GW), 조력(49GW) 등의 전원 잠재력에 더하여 

열대우림지역의 산림자원에 기반한 바이오매스(32.6GW) 공급 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ASEAN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임.

“ASEAN 국가들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력, 
태양광, 풍력발전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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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풍력 조력 태양광*

브루나이 - - 0.07 - - 9.6~12

캄보디아 - - 10 - - 5
인도네시아 32.6 28.9 75 - 49 4.8

라오스 1.2 0.05 26 - - 3.6~5.3
말레이시아 0.6 - 29 - - 4.5

미얀마 - - 40.4 4 - 5

필리핀 0.24 4 10.5 76 170 5

싱가포르 - - - - 0.03~0.07 3.15

태국 2.5 15 - - 5~5.6

베트남 0.56 0.34 35 7 0.1~0.2 4.5

주 : * kWh/m2/일

자료 : ASEAN Power Cooperation Report(ACE, 2017.7.3)

< ASEAN 10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잠재력 평가(2017.7월 기준) >

(단위 : GW)

2. ASEAN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

▣ ASEAN의 REmap 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전망

 ASEAN은 에너지공급 역량 확충 및 에너지믹스 다각화를 위해 2025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2)를 

설정하였음(2015.10.7).3)

‒ ASEAN의 신재생에너지 전망(Reference Case: BAU)4)에 따르면, ASEAN의 1

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까지 약 17%(목표보다 6%p 미

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에 IRENA는 ASEAN의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프로

그램(REmap Option5))을 제안하고 있음. 

 ASEAN 국가들에서 현대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는 미진한 상태(2017년 현재)

이나, ASEAN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충 프로그램(ASEAN REmap)을 통해 

2025년까지 활용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6)

‒ ASEAN REmap 프로그램이 작동될 경우, ASEAN 10개국의 신재생에너지(바이

오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에너지 등)의 1차에너지공급 기여도는 2025년까

지 23%까지 증가할 전망임.

2) 동 목표는 수력발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제외한 것임. 

3) ACE,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APAEC) 2016-2025, Oct 2015 

4) ACE(ASEAN Centre for Energy)의 Energy Outlook(2015년)에서 전망한 2025년 Advanced 

Policy Scenario와 각국 최신 자료를 토대로 시나리오 구성

5) IRENA가 발간한 보고서 “Global Renewable Energy Roadmap 2030”의 약어로, 장기 신재생 로

드맵(신재생 공급곡선에 대한 분석,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 포함)을 제시

6) IRENA는 ASEAN 국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1차에너지 공급, ▲발전부문, ▲에너지 

직접사용, ▲산업부문, ▲수송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음(REmap).

“ASEAN은 
202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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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 2014년 ASEAN 회원국 전체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95GW,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50.9GW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 총 발전설비용량 

422GW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80.2GW로 증대되어, 동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26.1%에서 42.7%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7)

‒ (전력생산) 전력생산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까지 35%(총 발전량 

1,674TWh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80.3TWh)에 이를 전망임.

‒ (최종에너지 사용 부문) 신재생에너지로 빌딩 에너지 수요의 26% 수준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산업 및 수송용으로 신재생에너지는 2025년까

지 각각 23% 및 9.0%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ASEAN 국가 중 에너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 

경제･사회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에서 신재생

에너지공급 구조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증가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빌딩용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는 크게 성장하여 2025년까지 76%에 

이르며, 빌딩 에너지공급 기여도도 45%까지 증가할 전망임. 또한 미얀마의 빌딩

용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2017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 : TPES는 1차에너지 공급임.

자료 : IRENA

< ASEAN 10국의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역할 현황 및 전망 >

(단위 : %)

▣ 발전부문 전원구성 목표

 ASEAN Remap 프로그램은 ASEAN 10개국의 발전설비 규모를 2014~2025년 

기간 중 약 2배 규모(195GW→422GW)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한편, 동 기

7) IREAN, Renewable Energy Outlook for ASEAN(2016), p.85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 
구조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1호 2017.9.11

간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는 약 130GW(태양광 53GW, 수력 43GW, 풍력 및 

바이오연료 각각 12GW 등)를 증설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ASEAN 10개국의 발전설비 증가전망(BAU Case)은 2025년 387GW 규모에 

해당되나, ASEAN REmap 프로그램은 발전설비 규모를 422GW 규모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전원설비 확충목표는 기준전망 규모(123.9GW) 보다 56GW 많은 

180.2GW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16%p 제

고하는 것을 의미함.

 ASEAN REmap 프로그램은 ASEAN 국가의 발전량을 2014년 853TWh 수준에

서 2025년 1,674TWh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이는 발전량이 기준전망 대비 18TWh 증가에 불가하지만, 전원구조를 신재생에

너지 중심으로 크게 개편함을 의미함. 즉, 2014년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

(20.2%)을 2025년 기준전망(27.4%) 보다 높은 34.7%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전원

설비용량(GW) 발전량(TWh)

2014년
2025년

2014
2025

기준전망 REmap 기준전망 REmap

신재생
50.9

(26.0)

123.9

(32.0)

180.2

(48.0)

173.3

(20.2)

453.8

(27.4)

580.3

(34.7)

- 수 력
39.0

(20.0)

79.3

(20.0)

82.3

(19.0)

128.8

(15.0)

288.9

(17.4)

302.7

(18.1)

- 풍 력
0.5

(0.2)

6.3

(1.6)

12.0

(3.0)

0.6

(0.01)

24.3

(1.5)

39.8

(2.3)

- 바이오
6.4

(3.0)

13.4

(3.4)

18.0

(4.0)

22.0

(2.5)

53.8

(3.2)

80.8

(4.8)

- 태양광
1.6

(0.8)

12.8

(3.3

54.7

(13.0)

1.6

(0.1)

18.6

(1.1)

80.7

(4.8)

- 지 열
3.4

(1.7)

9.6

(2.4)

10.6

(2.5)

20.3

(2.4)

59.4

(3.5)

66.8

(4.0)

- 해 양
0.0

(0.0)

2.5

(0.6)

2.6

(0.6)

0.0

(0.0)

8.9

(0.5)

9.4

(0.6)

⋅非신재생
144.0

(74.0)

263.1

(68.0)

242.2

(52.0)

682.5

(79.7)

1,201.3

(72.5)

1,093.7

(65.3)

합 계
195

(100.0)

387

(100.0)

422

(100.0)

856

(100.0)

1,656

(100.0)

1,674

(100.0)

자료 : IREN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확충 목표(~2025년) >

 REmap 프로그램이 작동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신재생발전 설비규모는 기준전망

(45.2GW) 대비 74.6GW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4년 신재생발전 설비규모 대비 약 2배 증설이 기대되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이며, 미얀마는 3배, 라오스는 5배, 인도

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약 10배 규모로 증설이 기대되고 있음.

“ASEAN은 
202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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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설비용량(GW) 발전량(TWh)

2014
2025

2014
2025

기준전망 REmap 기준전망 REmap

브루나이 0.0 0.0 0.3 0.0 0.0 0.7

캄보디아 1.1 2.6 3.5 1.9 7.1 9.1

인도네시아 8.4 45.2 74.6 29.9 221.0 292.4

라오스 3.1 14.7 16.3 15.2 72.5 76.4

말레이시아 6.3 10.6 18.3 14.5 31.9 53.6

미얀마 3.2 7.1 8.7 8.8 18.2 22.2

필리핀 5.9 10.0 12.9 19.8 40.6 46.7

싱가포르 0.29 0.56 2.95 0.92 1.47 6.18

태국 7.3 12.6 17.5 22.1 42.7 55.8

베트남 15.2 27.6 38.5 60.0 93.3 121.3

ASEAN 합계 50.9 123.9 180.2 173.3 453.8 580.3

자료 : IREN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목표(~2025년) >

▣ 산업 및 빌딩부문

 ASEAN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4년 416Mtoe에서 2025년 595Mtoe(기준전망)

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REmap 프로그램이 작동될 경우, 최종에너지소비 수준은 

573Mtoe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 최종에너지 소비 감소는 非신재생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전통 바이

오에너지 사용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산업 부문) 산업용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 활용이 증대되는 한편, 저온산업설

비의 경우 태양열 사용이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2025년 동 부문의 신재생 비중

은 23%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빌딩 부문) 현대화된 바이오에너지와 태양열 온수기 및 분산형 발전설비 사용을 

통해 조리용 연료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SEAN 국가 중, REmap 프로그램 작동 이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

지 비중에 가장 큰 변화가 초래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파악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4년 43.1%에 달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 패턴의 현대화로 전통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13.6%(BAU 기준)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REmap 프로그램이 작동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17.4%의 최종에너지 분

담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 
구조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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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2014
2025

기준전망 REmap

 신재생
93.6

(43.1%)

88.6

(31.2%)

85.3

(31.9%)

-태양열 산업부문 0.0 0.1 3.2

빌딩부문 0.0 0.2 4.0

-바이오 산업부문 16.4 29.2 33.9

빌딩부문

전통연료 76.3 56.8 33.4

현대식연료 1.0 2.2 10.7

 非신재생
123.1

(56.9%)

195.8

(68.8%)

181.9

(68.1%)

산업부문 101.6 158.3 150.7

빌딩부문 21.5 37.5 31.2

합계
217

(100%)

284

(100%)

267

(100%)

자료 : IREN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의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전망(~2025년) >

(단위 : Mtoe)

국가

2014
2025

기준전망 REmap

합계 신재생
非

신재생
합계 신재생

非

신재생
합계 신재생

非

신재생

브루나이 0.1 0.0 0.1 0.4 0.0 0.3 0.4 0.0 0.3

캄보디아 3.8 3.6 0.2 3.9 3.5 0.4 2.9 2.6 0.3

인도네시아 105.2 45.3 59.9 91.4 12.4 79.0 90.7 15.8 74.9

라오스 0.5 0.1 0.4 2.0 0.3 1.7 2.0 0.6 1.4

말레이시아 11.3 1.7 9.6 14.6 13.8 1.6 14.6 2.3 12.3

미얀마 12.6 10.1 2.5 13.3 9.1 4.2 9.6 5.8 3.9

필리핀 13.4 7.4 6.0 17.0 8.6 8.5 14.7 6.9 7.7

싱가포르 8.33 0.00 8.33 9.04 0.00 9.04 9.10 0.12 8.98

태국 30.0 14.1 15.9 44.1 16.1 28.0 43.9 20.1 23.8

베트남 31.4 11.3 20.0 49.9 13.5 36.4 44.9 11.9 33.0

ASEAN 합계 217 93.6 123.1 284 88.6 195.8 267 85.3 181.9

자료 :　IREN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망(~2025년) >

(단위 : Mtoe)

▣ 수송부문

 ASEAN 국가들은 2014년 수송연료 133Mtoe 중 3.5Mtoe(2.6%)를 액체형 바이

오연료로 사용하였으며, 2025년까지 바이오연료 공급비중은 7.8%(14.9Mtoe)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ASEAN REmap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총 수송연료 수요(184Mtoe) 중 바이오연

료 비중은 8.6%(15.9Mtoe)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SEAN은 
202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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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2014년
2025년

기준전망 REmap

바이오연료(액체형)
3.5

(2.6)

14.9

(7.8)

15.9

(8.6)

非신재생 연료
129.1

(97.4)

175.5

(92.2)

168.3

(91.4)

합 계
133

(100.0)

190

(100.0)

184

(100.0)

자료 : IREN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수송연료 소비 현황 및 전망 >

(단위 : Mtoe, %)

3. ASEAN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목표 및 지원제도

▣ ASEAN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

 ASEAN 국가들은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

도를 제고하는 한편,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개별적인 장기 에너지발전 및 전원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신

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부존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는 전원설비 규모를 제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 목표 및 1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태국) 태국은 “전력개발계획(2015년)”에 기초하여 2036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정부는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수력포함)를 19,634MW(태양광 

6,000MW, 바이오매스 5,570MW, 풍력 3,002MW, 대수력 2,906MW, 소수력 

376MW, 고형폐기물 500MW, 바이오가스 600MW 등) 규모로 확충하여 재생

에너지전원 비중을 15~20%로 증대시킬 계획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National Energy Policy(2014년)”에 기초

하여 2015년 5%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2025년까지 23% 확대하고, 

205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1%(304Mtoe)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베트남은 제7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을 통해 2020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7%, 2030년 1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제11차 Malaysia Plan(2016~2020년) 하에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를 2015년 985MW, 2020년 2,080MW, 2030년 4,000MW

“ASEAN 국가들은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도를 
제고하는 한편,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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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 있음. 

‒ 필리핀은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2011년)에 의해 201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5,438MW를 2030년 15.3GW(수력 8.7GW, 지열 3.5GW, 

풍력 2.4GW, 바이오매스 0.3GW, 태양광 0.3GW, 해양에너지 70MW로 구성)

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회원국 목표연도  목표지표  신재생에너지 목표 기준

브루나이 ⋅2035 ⋅10%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캄보디아 ⋅2020

⋅20%

⋅수력설비용량: 3,123MW

  까지 확충

인도네시아 ⋅2025 ⋅23%(87Mtoe) ⋅1차에너지공급의 신재생 비중 
라오스 ⋅2020 ⋅30%

말레이시아 ⋅2030 ⋅4GW까지 확충 ⋅신재생전원 설비용량 

미얀마 ⋅2030 ⋅15~20%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 

필리핀 ⋅2030 ⋅15GW까지 확충 ⋅신재생전원 설비용량 

싱가포르 ⋅2020 ⋅350MW까지 확충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태국 ⋅2036 ⋅30% ⋅1차에너지공급의 신재생 비중 

베트남 ⋅2020
⋅7%(2020년)

⋅10%(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자료 : ACE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2015.12월 기준) >

▣ ASEAN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ASEAN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FIT를 위시한 지원제도와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ASEAN 7개국 중 5개국이 FIT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포함한 5개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입찰경매 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 ASEAN 7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개국은 인센티브제도로서 생산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국은 판매세 공제제를, 미얀마를 제외한 6개국

은 공공재정지원제도(public investment, loans, grants, capital subsidies, rebates)

를 운영하고 있음.

8) ACE, The 4th ASEAN Energy Outlook, Dec 2015

“ASEAN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FIT를 위시한 
지원제도와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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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FIT/

프리미엄 

지급

의무할당제

(RPS)
넷미터링

바이오연료 

혼입률 의무
REC 경매입찰*

싱가포르 ○ X

태국 ○ ○

말레이시아 ○ ○ ○

인도네시아 ○ ○ ○ H

미얀마

필리핀 ○ ○ ○ ○ X

베트남 ○ ○ ○ ○

주 : *2016년 내 경매입찰이 발생한 경우 H, 경매입찰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6년 

동안 입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X로 표기함.

자료 : REN21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7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유형(2016년 기준)>

국가
생산･투자 

세액공제
판매세 공제* 

에너지생산

지불금

공공투자･대출･
공여･자본보조

싱가포르 ○

태국 ○ ○ ○

말레이시아 ○ ○

인도네시아 ○ ○ ○

미얀마 ○

필리핀 ○ ○ ○ ○

베트남 ○ ○ ○

주 : * 판매세, 에너지세, VAT 등

자료 : REN21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ASEAN 7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운영 현황 
(2016년 기준) >

 (태국) 태국은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가동 중

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향후 10년(2017~2026년) 기간 

중 연평균 4% 성장하여 총 9GW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BMI 

Research).

‒ 정부(투자청: Board of Investment)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기업에 최초 

8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인하해 주는 

등의 세액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2015년).9) 또한 에너지서비스 컨설팅기업에 

대해서는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설계, 기술컨설팅, 부문투자(partial investment)

를 실시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grant)을 지원하고 하고 있음.

･ 보조금은 프로젝트 당 최대 5천만 바트(150만 달러)이며 바이오가스(프로젝트 

투자비의 최대 30%), 도시고형폐기물(25~100%), 태양열온수시스템(최대 30%)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2017년 2분기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운영사

9)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New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23 Nov 2015

“태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기업에 최초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 
법인세를 50% 
인하하는 조세 
인센티브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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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라이선스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10)

･ 라이선스 입찰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폐기물 발전설비 총 

1,000MW 규모로, 소규모 발전기업(SPP, 발전용량 10~90MW)과 개인발전사업

자(VSPP, 발전용량 10MW 미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태국은 FIT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원의 종류 및 발전설비의 입지

(남부지방)에 따라 차별적인 프리미엄(0.3~0.7바트; 0.9~2.1센트)을 지급하고 있

음.

･ FIT지원금은 발전원에 따라 3.76~6.85바트(11.3~20.6센트)/KWh 선으로 평균 

소매전력요금이 kWh당 3.42바트(10.3센트, 2016.9~12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

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체에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

발전원별 규모

지원금

지원기간

(년)

프리미엄

고정액
2017년까지 

특별지원금
총액

바이오

에너지

(8년)

남부지역

(무기한)

⋅바이오매스

  ≤1MW 3.13 2.21 5.34

20

0.5

0.5  >1~3MW 2.61 2.21 4.82 0.4

  >3MW 2.39 1.85 4.24 0.3

⋅바이오가스

  폐수 외 3.76 - 3.76
20

0.5
0.5

  에너지 작물 2.79 2.55 5.34 0.5

⋅도시고형폐기물(MSW)

  ≤1MW 3.13 3.21 6.34

20

0.7

0.5
  >1~3MW 2.61 3.21 5.82 0.7

  >3MW 2.39 2.69 5.08 0.7

⋅도시고형폐기물(매립) 5.60 - 5.60 10 -

⋅풍력 6.06 - 6.06
20

- -

⋅소수력(≤200kW) 4.90 - 4.90 - -

⋅태양광

  대규모 5.66 -
25

- -

  옥외(주거용) 0~10kW 6.85 - - -

  옥외(상업/산업용)

     10~250kW 6.40 -
25

- -

     250~1,000kW 6.01 - - -

자료 : Krungsri Research11)

< 태국 신재생에너지원별 FIT지원금 지원조건(2017.7월 현재) >

(단위 : 바트/kW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FIT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2009년)하여 모든 신재

생에너지 전원(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수력발전 설비; 

10MW 미만)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75%는 지열발전이며, 정부는 지열기금

10) KOTRA, 2017.2.16

11) Krungsri, Thai Renewable Energy, Nov 23 2016

“ASEAN은 
202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증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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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hermal Fund)을 통해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 인가를 받고 현재 탐사활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7년간 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또한 지열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있음(Finance Regulation No. 3/2012).

‒ 한편,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 높은 자금조달비용(financing cost), 전력망 병목 

현상 등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연도
Sumatra･Java･Bali 

지역
지원 강화지역* 도서･벽지**

2015 0.118 0.170 0.254

2016 0.122 0.176 0.258

2017 0.126 0.182 0.262

2018 0.130 0.188 0.266

2019 0.134 0.194 0.270

2020 0.138 0.200 0.274

2021 0.142 0.206 0.278

2022 0.146 0.213 0.283

2023 0.150 0.219 0.287

2024 0.155 0.226 0.292

2025 0.159 0.233 0.296

주) *지원 강화지역: Sulawesi, West Nusa Tenggara 및 East Nusa Tenggara, 

Halmahera, Maluku, Irian Jaya 및 Kalimantan 지역.

    **도서･벽지는 전력생산을 대부분 연료유에 의존하는 도서･산간벽지를 의미함.

자료 : GlobalData

< 인도네시아 FIT 지원금: 지열발전 부문(2017년 7월 현재) >

(단위 : 달러/kWh)

전원
설비용량

(MW)

고전압 

지원금

설비용량

(MW)

중전압 

지원금

설비용량

(MW)

저전압 

지원금

열화학 공정* 

≤20 0.1877

≤20 0.1877 ≤20 0.2243>21~≤50 0.1595

>50 0.1314

매립 및 혐기성소화 ≤20 0.1655 ≤20 0.1655 ≤20 0.2016

주 : * thermal chemical process

자료 : BNEF(2016.12.6) 및 GlobalDa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인도네시아 FIT 지원금: 폐기물발전 부문(2017년 7월 현재) >

(단위 : 달러/kWh*)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75%는 
지열발전이며, 
정부는 
지열기금(Geother
mal Fund)을 
통해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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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할당용량

(MW)

지원금

($/kWh)

Special capital region of Jakarta

150 0.145
West Java 및 Banten

Central Java 및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East Java

North Sumatra 25 0.160

South Sumatra, Jambi 및 Bengkulu 10 0.150

Lampung 5 0.150

West Sumatra 5 0.155

Bali, South, Southeast 및 West Sulawesi 5 0.160

Aceh, Bangka–Belitung, West Kalimantan, 

North Sulawesi, Central Sulawesi and Gorontalo 
5 0.170

West Nusa Tenggara 5 0.180

Riau 및 Riau Island 4 0.170

South Kalimantan 및 Central Kalimantan 4 0.160

East Nusa Tenggara 3.5 0.230

East Kalimantan 및 North Kalimantan 3 0.165

Maluku 및 North Maluku 3 0.230

Papua 및 West Papua 2.5 0.250

자료 : BNEF(2016.12.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인도네시아 FIT 지원금 제도: 태양광 부문(2017.7월 현재) >

전원 지역
중전압 저전압

IDR/kWh $/kWh IDR/kWh $/kWh

바이오

매스

Java 1,150 0.09 1,500 0.11

Sumatra 1,322.5 0.10 1,725 0.13

Sulawesi 1,437.5 0.11 1,875 0.14

Kalimantan 1,495 0.11 1,950 0.15

Bali, Bangka-Belitung, Lombok 1,725 0.13 2,250 0.17

Riau, Papua 및 기타지역 1,840 0.14 2,400 0.18

바이오

가스

Java 1,050 0.08 1,400 0.10

Sumatra 1,207.5 0.09 1,610 0.12

Sulawesi 1,312.5 0.10 1,750 0.13

Kalimantan 1,365 0.10 1,820 0.14

Bali, Bangka-Belitung, Lombok 1,575 0.12 2,100 0.16

Riau, Papua 및 기타지역 1,680 0.13 2,240 0.17

소수력

(1~8년 

가동)

Java, Bali, Madura 1,075 0.08 1270 0.09

Sumatra 1,182.5 0.09 1,397 0.10

Kalimantan 및 Sulawesi 1,290 0.10 1,524 0.11

West 및 East Nusa Tenggara 1,344 0.10 1,588 0.12

Maluku 1,398 0.10 1,651 0.12

Papua 1,720 0.13 2,032 0.15

소수력

(9~20년 

가동)

Java, Bali, Madura 750 0.06 770 0.06

Sumatra 825 0.06 847 0.06

Kalimantan 및 Sulawesi 900 0.07 924 0.07

West 및 East Nusa Tenggara 937.5 0.07 963 0.07

Maluku 975 0.07 1,001 0.07

Papua 1,200 0.09 1,232 0.09

주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 설비용량은 모두 10MW 미만임.

자료 : BNEF(2016.12.6)

< 인도네시아 FIT 지원금: 바이오매스･가스･소수력 부문(2017.7월 현재) >

“인도네시아는 
지열, 폐기물발전,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FIT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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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 and Action Plan, 2009년), 

신재생에너지법(2011년), 지속가능 에너지개발위원회(SEDA)법(2011년)을 수립･
공표하였음.

‒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추진계획) 2009년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에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원 확충에 대한 4가지 장애요인(시장실패, 정책불일치, 투

자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정책,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신재생에너지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충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 에너지개발위원회법(SEDA)”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관

련 정책을 관장토록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제11차 Malaysia Plan(2016~2020년) 하에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15년: 985MW, 2020년: 2,080MW, 2030년: 4,000MW)를 달성하

기 위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양광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FIT

제도를 도입하였음. 

･ FIT제도는 발전원별 연간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발전기술, 프로젝

트 규모, 응용범위에 따라 발전차액보조금을 차별화하는 등 인접국에 비해 

선진화된 FIT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FIT 지원제도는 특별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원 특성별로 지원조건을 달리하고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분산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태

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요금상계거래(Net Energy Metering, 

NEM) 제도를 도입하였음.

설비용량 FIT 보조금

⋅>1MW~≤4MW 0.3184

⋅>4MW~≤10MW 0.2985

⋅>10MW~≤30MW 0.2786

특별 지원금 기준(복수적용) 특별 보조금

⋅전력효율 40% 이상인 가스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0.0199

⋅자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가스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0.0500

⋅발전원으로 가축분뇨 등 농업폐기물, 하수 가스, 매립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0.0786

주 : 1) 바이오가스 FIT 지원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16년 간 적용

자료: SEDA

< 말레이시아 FIT 지원제도 : 바이오가스(2017년 7월 현재) >

(단위 : 링깃/kWh) 

“말레이시아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FIT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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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FIT 보조금

⋅>1MW~≤10MW 0.3085

⋅>10MW~≤20MW 0.2886

⋅>20MW~≤30MW 0.2687

특별 지원금 기준(복수적용) 특별 보조금

⋅기화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0.0199

⋅효율 20% 이상인 기력발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0.0100

⋅자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보일러나 기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0.0500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0.0982

주 : 1) 바이오매스 FiT 보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16년 간 적용

자료: SEDA

< 말레이시아 FIT 지원제도 : 바이오매스(2017.7월 현재) >

(단위 : 링깃/kWh) 

설비용량 FIT 보조금 

소수력

⋅≤2MW 0.2600

⋅>2MW~≤10MW 0.2500

⋅>10MW~≤30MW 0.2400

지열

⋅≤30MW 0.4500

주 : 1) 소수력 FIT 지원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로부

터 21년 간 적용

2) 지열 FIT 지원금은 2015년 5월 6일부터 적용됨. 단, 현재 지열발

전설비가 전무하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상태임.

자료: SEDA

< 말레이시아 FIT 지원제도 : 소수력 및 지열(2017.7월 현재) >

(단위 : 링깃/kWh) 

설비용량 공공시설 가정부문 비 가정용 

⋅≤4kW 0.7424

⋅>4kW~≤12kW - 0.7243 -

⋅>4kW~≤24kW 0.7243 - 0.7243

⋅>24kW~≤72kW 0.5218 - 0.5218

⋅>72kW~≤1MW - - 0.5041

⋅>1MW~≤10MW - - 0.3953

⋅>10MW~≤30MW - - 0.3538

특별 지원금 기준(복수적용) 특별 지원금

⋅건축물 옥외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0.1395

⋅발전설비를 건축 재료로 사용한 경우 +0.1060

⋅자국에서 제조･조립한 태양광 PV 모듈 사용 +0.0500

⋅자국에서 제조･조립한 태양광 인버터 사용 +0.0500

주 : 1) 태양광 발전 FIT 지원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 FIT 시행일로부터 21년 간 적용

자료: SEDA

< 말레이시아 FIT 지원제도 : 태양광(2017.7월 현재) >

(단위 : 링깃/kWh)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에 
대한 FIT 
지원제도를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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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필리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FIT제도(2013.7월부터 시행)와 신재생에

너지 의무할당제(RPS)에 기반하고 있음. 

‒ 필리핀의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전원 생산전력에 대해 20년 동안 기준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필리핀 국영송전공사(TransCo)는 2017년 FIT 지원금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16.12.1), 아직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2017.8.30 기준).12)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전원 전력에 대한 판매세 및 부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

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부품구입비의 조세 환급, 7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자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이익금의 본국 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

음.

발전원
2013년 2014년 2015년 

PhP/kWh $/kWh PhP/kWh $/kWh PhP/kWh $/kWh

태양광 17.95 0.414 9.68 0.223 8.69 0.188

풍력 10.37 0.239 8.53 0.197 7.93 0.171

소수력 6.15 0.141 5.90 0.136 5.90 0.136

바이오매스 7.00 0.161 6.63 0.153 6.63 0.153

자료 : GlobalData

<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FIT제도 >

 (베트남) 베트남은 청정에너지 개발촉진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및 넷미

터링(Net Metering)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투자비 융자, 조세감면, 토지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7-15호(5.1일자) pp.63~64 참

조).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및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에 대한 초기투자비 대비 전력요금이 낮으며, ▲관련 산업 개발이 미비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베트남의 FIT제도에 의한 지원금 수준(2017.4월 기준)은 풍력 7.8센트/kWh, 고

형폐기물 7.34~10.05센트/kWh, 태양광 9.35센트/kWh, 바이오매스 7.34~7.55센

트/kWh, 소수력(설비용량 30MW 미만) 5센트/kWh 수준임.13)

12) ERC, ERC Case No. 2017-079RC, 2017.8.30

13) PVTECH, “Vietnam introduces utility-scale solar FiT and rooftop net metering”, Apr 19 

2017

“필리핀은 FIT, 
RPS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을 위해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함”

“베트남은 FIT, 
넷미터링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비 융자, 
조세감면, 
토지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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