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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순위 세계 8위, 아세안 1위인 인도네시아는 COP26에 2030년까지 무조
건 29%, 조건 41%의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2060년으로 발표한 바 있
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유망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탄
소 중립 정책을 참고한 포괄적인 협력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
을 기반으로 한국·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
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
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탄
소 배출 감축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에너지정책(KEN)
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국가에너지계획(RUEN)은 국가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전력계획(RUKN)은 RUEN의 핵심을 이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
중 확대(12%→28%)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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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다자간 협력은 주로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과 녹색환경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통
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 사업은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
원회(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
석한 결과 국별 지원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이며, 분야별 지원은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
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물리적인 인프
라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행정 및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
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
야가 다양했다. 한국은 대(對)세계 조림 실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에서 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에너지 부
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
하고 있으며, 2021년 12차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
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
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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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REDD+의 양자협력 추
진과 더불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EAS 등 주요 다자협력 채널에 REDD+ 협력 논
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
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
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수요 증가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 이외에도 에너지 가치
사슬 상·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관합작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혹은 인도네시
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력 분야를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제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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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2050’ 협력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한 후 다수의 당사국 총회를 거듭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 논의
를 지속해왔다. 2015년 파리협정 및 2018년 48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
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통해 2050
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달성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 COP26에서는 석탄 사용 단
계적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금 2배 확대, 기술이전, 감축 실적 규정, 국제 탄소
시장 지침 마련 등 여러 이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역량과 여건이 부족한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주도의 이행 방안
은 물론 선진국 지원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도국들이 UNFCCC에 국별 감축안을 제
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대내외 정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와
의 공조하에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협력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인 아세안 지역에서 탄소 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높은
협력 수요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6월 탄소 중립 목표를 2060
년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30년 무조건(자력) 29%, 조건(국제사회 지원 포
함) 41%의 높은 수준의 감축안을 COP26에 제출한 바 있다. 2021년 초 발표
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그린뉴딜 협력을 추진 중인

제1장 서론 • 13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
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분석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열대우림 보유국이자 세계 최대 이탄
지(泥炭地) 지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흡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탄
지는 완전 분해되지 못한 동식물 잔해가 퇴적되어 형성된 유기물 토지로 식물
이 흡수하는 탄소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토양보다 탄소 저장량
이 10배 이상 높다. 최근 이탄지 개간으로 인해 매년 약 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에 달하는 상황이
다.1) Global Carbon Atlas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은 중국이 약 40%,
미국이 약 20%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의 탄소 배출 규모는 2009년 402MtCo2로 전 세계 15위였으나 이후 탄소
배출량이 지속 증가해 2019년에는 660MtCo2로 세계 탄소 배출국 8위를 기
록한 바 있다.2)

표 1-1. 주요 국가별 탄소 배출량 순위(2015~19년)
(단위: MtCo2, %)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국가

1

중국

9,848.4

37.8 9,720.4

37.6 9,920.5

37.9 10,290.0

38.3 10,490.0

39.0

2

미국

5,371.8

20.6 5,248.0

20.3 5,207.8

19.9 5,375.5

20.0 5,255.8

19.5

3

인도

2,268.6

8.7 2,382.2

9.2 2,433.9

9.3 2,599.8

9.7 2,626.0

9.8

4

러시아

1,623.1

6.2 1,618.6

6.3 1,646.5

6.3 1,691.6

6.3 1,679.4

6.2

5

일본

1,223.4

4.7 1,203.7

4.7 1,188.1

4.5 1,143.5

4.3 1,105.9

4.1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1) 산림청(2021. 7. 13), ｢국립산립과학원, 인도네시아 이탄지 활용 소득 모형 개발한다｣.
2) Global Carbon Atlas(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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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표 1-1. 계속
(단위: MtCo2, %)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국가

6

이란

628.6

2.4

637.4

2.5

712.3

2.7

707.2

2.6

733.4

2.7

7

독일

795.6

3.1

800.7

3.1

785.9

3.0

754.1

2.8

711.4

2.6

8

인도네시아

551.5

2.1

560.8

2.2

575.2

2.2

614.9

2.3

660.6

2.5

9

한국

635.2

2.4

639.3

2.5

655.7

2.5

671.6

2.5

648.0

2.4

674.9

2.6

639.1

2.5

639.4

2.4

622.0

2.3

622.4

2.3

10

사우디
아라비아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11

캐나다

573.1

2.2

559.6

2.2

569.4

2.2

579.5

2.2

582.4

2.2

12

브라질

529.4

2.0

492.7

1.9

500.8

1.9

483.7

1.8

485.8

1.8

13

남아공

450.6

1.7

464.8

1.8

464.2

1.8

464.2

1.7

475.9

1.8

14

멕시코

482.0

1.8

482.8

1.9

459.8

1.8

455.3

1.7

435.5

1.6

15

호주

403.3

1.5

415.9

1.6

414.8

1.6

416.0

1.5

414.5

1.5

총계

26,059.3

100.0 25,866.0 100.0 26,174.0 100.0 26,868.8 100.0 26,927.1 100.0

자료: Global Carbon Atlas(검색일: 2021. 7. 30).

인도네시아가 2021년 제출한 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탄소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LUCF: Land Use Change and Forest)’
으로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량의 약 4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상
탄소 발생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발생 비중은 36.91%
이다. 하지만 LUCF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산림 및 이탄지 화재 발생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LUCF 부문을 제외할 경우 에너지 부
문의 탄소 발생 비중이 65.43%에 달한다(그림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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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탄소 배출 비중
(단위: %)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19), p. 10 발췌.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유형별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 38.0%, 석유 31.6%,
천연가스 19.2%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
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1.2%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그림
1-2 참고). [표 1-2]에서 발견할 수 있듯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 발전량은 높은 상황이나 실제 발전량은 극히 미약한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2021년 10월 제12차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 발
표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량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림 1-2.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유형별
사용 비중

표 1-2.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잠재/실제
발전량

(단위: %)

(단위: MW)

유형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지열
파력
총계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021), p. 2 자료를 활용해 작성.

잠재 발전량
400,000
90,000
60,600
45,000
23,700
18,000
637,300

자료: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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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전량
194
6,432
154
1,923
2,186
0
10,889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별 탄소 배출은 발전(35%)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며 교통(27%)과 산업(27%)은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연대별로는 2010년
이전에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 발전 부문
의 비중이 지속 증가해 최대 탄소 발생 분야가 되었다. 반면 산업과 유사한 탄
소 비중을 기록하는 교통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 비중의 변화가 크
지 않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주로 발전 및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교통
부문은 연비 개선과 대중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탄소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3.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탄소 배출 추이(1990~2020년)
(단위: MtCo2, %)

자료: Climate Transparency(2021), p. 5 발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 계기 국가온
실가스감축안(NDC)을 제출하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감축안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는 무조건(Unconditional) 29%, 조건(Conditional) 41%이다.3) 이를
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의 감축 목표는 무조건(Unconditional) 감
축 목표와 조건(Conditional) 감축 목표로 제시되며, 무조건 감축 목표는 별도의 외부 지원 없이 해당
국가 자력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며 조건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양자·다자 지원까지 포함한 것을
가정으로 한 감축 목표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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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를 포
함한 다수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
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수 정책 간의 협력 구조는 물론 국
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3. 한·인도네시아 그린뉴딜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
최근 한국은 신남방정책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디지털·그린·휴먼·지
역균형)’의 글로벌 전략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1
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서 제시한 그린뉴
딜 협력안은 ‘탄소 중립 기여 및 신성장 전략화’라는 추진 방향 아래 ① 전략시
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②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 지
원 강화 ③ 중소·중견 기업 해외진출 확대 ④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이라는 4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인도네시아와 유관한 정책은 전
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소규모 도서지역의 마이
크로그리드 구축 유망시장으로 분류한 것에 그친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 관련
해서는 최근 수년간 비판받아온 인도네시아에서의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 수
주 활동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오랜 협력 관
계를 지속해온 산림청은 조림 및 이탄지 회복 협력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탄소
배출권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린뉴딜 협력은 현재 ESS 유망시장 진출라는 좁은 범
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직간
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선점
효과까지 노리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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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 사례는 주변 아세안 개도국과의 탄소 중립 협력에도 추가적인 시사
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자 그린뉴딜 정책의 전략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망 협력 분야
를 도출하고 양국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들을 분석하며,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자·양자 국제협력 현
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와의 협
력 관계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분
석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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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

인도네시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을 통해 제출한 국가온실
가스감축안(NDC)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왔으
며,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Long 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2050을 통해 NDC와 국내 정책 간 연계를 조율해
왔다.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은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은
국가에너지정책(KEN)과 이를 지원하는 양대 에너지 개발 계획인 국가에너지
계획(RUEN), 국가전력계획(RUKN)이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온실가스감축안(NDC)
가. 인도네시아의 NDC 목표 개요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설립 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출범 초기에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
는 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제19차 총회에서 지구 기온 상승
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국별감축안(INDC: Inten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이 의무화되고, 2015년 제21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인도네시아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UNFCCC 가입 이전인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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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을 목표로 무조건 26%, 조건 41%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을 계기로 제출한 감축안은 기존 감축 계
획 달성 기한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인도네시아 자력 감축 계획
인 무조건 감축 목표를 26%에서 29%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까지 포함
한 조건 감축 목표치는 41%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나. 인도네시아의 신규 NDC 목표
인도네시아 NDC의 BAU 시나리오 분석의 기준 연도인 2010년 분야별 온
실가스 배출은 산림·토지 48.5%, 에너지 34%, 농업 8.3%, 폐기물 6.6%, 산
업·상품의 비중은 2.7%로 구성되었다. BAU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
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1,334MtCo2e에서 2030년 2,869MtCo2e
로 약 2.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약 2.7배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최대 배출
부문인 산림·토지 부문은 배출량 증가는 약 10%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감축안을 반영한 무조건, 조건 감축량은 각각 834MtCo2e, 1,185
MtCo2e이며 이는 2030년 BAU 대비 각각 29%, 41%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산림·토지 분야의 감축량이 가장 많은데 BAU 대비 무조건, 조건 감축량 비중
은 각각 17.2%, 24.1%에 달한다. 반면 에너지 부문의 감축량 비중은 BAU 대
비 무조건, 조건이 각각 11.0%, 15.5%에 달한다(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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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도네시아의 탄소 감축안

분야

온실가스
배출규모
(201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
(단위: MtCo2e)
BAU*

무조건

조건

온실가스 감축 규모
(단위: MtCo2e)

(단위: %/BAU)

무조건

무조건

조건

11.0%

15.5%

조건

에너지

453

1,669

1,355

1,223

314

446

폐기물

88

296

285

256

11

40

0.4%

1.4%

산업·상품

36

70

67

66

3

3

0.1%

0.1%

농업

111

120

110

116

9

4

0.3%

0.1%

산림·토지

647

714

217

22

497

692

17.2%

24.1%

1,334

2,869

2,034

1,683

834

1,185

29.0%

41.2%

합계

주: 현재상태유지(Business As Usual) 기준 시나리오 예측치.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 15 번역.

상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토지 부문
의 감축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지 200만 ha 복원 및 1,200만 ha의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 산림·토지 부문의 온실가스 저
감 관련 국제협력 사업인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인 국
가에너지계획(RUEN)을 통해 에너지 믹스 전환 목표를 선정한 바 있다. 연도별
에너지 믹스 전환 목표는 각 에너지원별로 ① 신재생에너지 2025년 23%,
2050년 31% ② 석유 2025년 25%, 2050년 20% ③ 석탄 2025년 30%, 2050
년 25% ④ 가스 2025년 22%, 2050년 24%로 구성된다. 에너지 믹스 전환의
보조적인 정책 도구로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 폐지와 바이오디젤 사용 장려 등
의 제도 또한 적극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나
정유시설이 부족해 연료 순수입국인 상황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바
이오디젤 생산시설인 그린 정유소를 개발 중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도시 폐
기물 감축 캠페인 ‘감축·재사용·재활용(Reduce, Reuse, Recycle)’, 대통령
령 No.97/2017 ‘고형 폐기물 관리 국가 정책’, 대통령령 No.35/2018 ‘친환
경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발전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22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다. 인도네시아의 NDC 달성 정책 방향
1) 금융
파리협정 9조에 따르면 선진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
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의무를 지며,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아 조건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기획처(Bappenas)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의 활용에 2007~14년 약 174억 달러, 2015~19년 약 550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으며 이후 2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해 상당 자금이 소요될 예
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GCF, GEF, FCPF, FIP 등 다자
협력은 물론 노르웨이,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양자협력을 지속해오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2012~16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약 12억 달러의 유·무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기후변화 이슈를 감안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예산 배
정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 약 104억 달러, 2018년 약 140억 달
러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고, 2018년 발간한 2차 BUR 보고서에 의하면 2018~
30년 NDC 관련 예산은 약 2,470억 달러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4)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NDC 로드맵을 통해서 2030년까
지 재정 수요 예상치를 약 3,228억 달러로 수정 발표했다. 2021년 NDC에 의
하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NDC 금융 조달 이해당
사자 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인해 NDC 목표 달성 관련 재정 수요 산출에 애로
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 수쿡(Green
Sukuk)’, ‘그린 채권(Green Bond)’을 비롯해 ‘SDG-One 인도네시아 플랫폼’
등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5년 발행액
20억 달러를 목표로 그린 수쿡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후변화 지원 자금을 관리
4) Republic of Indonesia(2018),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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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인 ‘환경펀드관리청(BPDLH: Badan Pengelola Dana Lingkungan
Hidup)’을 설립했다. BPDLH는 국내외 다양한 재원 출처로부터 재원을 조달
받아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2019년 설립 이후 국내 민간 재원을 기
반으로 산림 펀드(Reforestation Fund)를 구축했으며, 국제 재원을 통해 성
과 기반 REDD+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재원
조달 시스템인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도 기획 중이며, 이는 국내외 재
원 조달 및 이해당사자들 참여 유도를 통한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5)

2) 기술개발 및 이전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혁신, 기술의 역할에 주목해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육성안을 인도네시아 장기 개발 비전인 ‘Visi
Indonesia 2045’의 4대 축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기술 수
요 평가(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를 통해서 NDC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개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술, 노하우, 모범 사례 등을 지속 개발 확산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의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지원 도입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6)

3) 역량 강화
NDC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일반적인 교육 홍보 지원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에 기후변화 관
련 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①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5)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p. 16-18 참고.
6)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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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 관련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대중 홍보 ③ 기후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참여자 확대 ④ 지역·국가·국제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둘
째는 기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유관 기관 및 온실가스 감축 활
동이 요구되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당사자 입장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획 및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분야
별로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등 다양
한 분야의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7)

2.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 2050(LTS-CCR 2050)
가. LTS-CCR 2050 개요
LTS-CCR 2050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
입을 위한 장기 정책으로 각 부문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발생 및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탄소 감축을 포함한 대응 정책 수립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LTS-CCR은 NDC 이행을 위한 탄
소 배출 감축 및 적응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체계화하는 장기 정책 플랫폼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의 정책 구성에서 볼 수 있듯, LTS-CCR과 NDC
이행안의 조정을 통한 결과물은 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기후변화 행동 계
획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이행안이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7)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p. 18-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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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TS-CCR 2050의 정책 연계도 개요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b), p. 26 번역.

나. LTS-CCR 2050 감축 및 적응 계획
LTS-CCR 2050의 감축 관련 시나리오 분석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성된
다. 첫째는 현재 정책 기준 시나리오(CPOS: Current Policy Scenario)로 별
도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없는 상황을 가정으로 하며, 두 번째는 파리협약의
목표치를 반영한 저탄소 이행안(LCCP: Low Carbon scenario Compatible
with Paris Agreement)이다. 세 번째는 앞의 CPOS와 LCCP의 중간 이행단
계 기준 시나리오(TRANS: Transition Scenario)로 구성된다. 즉 CPOS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전무한 상황, LCCP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이 완전
히 반영된 상황, TRANS는 CPOS와 LCCP 사이의 중간 이행단계를 가정으로
한다. 이 3가지 LTS-CCR 2050의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은 [그림 2-2]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배출 감축안이 반영되지 않은 CPOS 기준은 에너지 분
야를 중심으로 배출량이 지속 증가해 2050년경 2,500MtCo2e를 초과할 것으
로 전망되었으나, 배출 감축안이 반영된 LCCP 기준 시나리오는 배출량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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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지속 감소해 2050년 총배출량이 600MtCo2e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LCCP 기준으로 배출량 감축이 지속될 경우 연평균 감축량은
30.7MtCo2e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LTS-CCR 2050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단위: MtCo2e))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b), p. 34 번역.

다. LTS-CCR 2050 이행 방안
LTS-CCR 2050의 이행은 크게 ‘기초 필수(Basic Necessities)’ 분야와 ‘활
성화(Enabling Condition)’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기초 필수 분야는 식품,
용수, 에너지, 건강 등 4대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2~3개 형태의 이행안이
채택되었다. 활성화 분야는 재난 관리 및 생태계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며 재난
대응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수의 이행안이 채택되었다. [그림 2-3]은 LTSCCR 2050의 분야별 이행 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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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LTS-CCR 2050의 분야별 이행안 개요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b), p. 105 번역.

[그림 2-3]에서 나열된 분야별 이행안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반면 구
체적인 정책 수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언급은
LTS-CCR 2050의 분야별 감축 계획에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는데, 각 분야
별로 이를 종합하면 [표 2-2]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기술 효
율화 및 금융 지원 등이 주를 이루며, 산림·토지 부문은 녹지 보호 및 복원 관련
정책이 채택되었다. 전력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활용 관련 내
용이 주를 이룬다. 운송 부문은 바이오연료, 전기 등 연료 전환 관련 정책, 철도
확충 등 운송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정책과 재택근무와 같이 운송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
으며, 산업·상품 분야는 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선에 중
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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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LTS-CCR 2050의 주요 분야별 이행 정책
∙ 쌀 생산 효율화·저탄소 방식 채택
∙ 축산 분뇨 처리·재활용
∙ 유기농 비료 활용(질소비료 사용 감축)
농업

∙ 농업기술·기계 채택
∙ 농업 금융 지원

농업
산림
토지

∙ 음식물 쓰레기 감소
∙ 비녹지의 농지화
∙ 황폐화 방지
산림·토지

∙ 자연보호 및 지속가능 산림관리
∙ 이탄지 보호 및 복원
∙ 도시 녹지화
∙ 에너지 믹스: 신재생 43%, 석탄 38%, 가스 10%, 바이오 8%
∙ 석탄발전소 CCS 채택률 76%

전력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고려
∙ 도서산간지역 Off-Grid 및 Micro-Grid 송전망 확충
∙ 스마트그리드 개발
∙ 도서산간지역 신재생에너지발전 스마트그리드 100% 설치
∙ 자카르타 비제약 운송거리 10km, 제약 운송거리 40km
∙ 재택근무 확대

에너지

운송

∙ 바이오연료 46%, 석유 20%, 전기 30%, 가스 4%
∙ 도시 간 철도 3,200km 확충
∙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폐기물

∙ 정화조 설치율 도시 99%, 농어촌 85% 달성
∙ 산업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 복합 시멘트 생산

산업·상품 ∙ 암모니아 발전기술 채택
∙ 질산 산업 및 알루미늄 산업 기술 개선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b), pp. 38-88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
가.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PJMN 2020-2024 개요
인도네시아는 20년 장기개발계획(RPJPN: Rencana Pembangunan J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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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jang Nasional) 2005-2024 이하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ka Menegah Nasional)을 4회에 걸쳐 진행해
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재집권을 통해 2기 행정부를
출범하면서 ‘전진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라는 슬로건하에 2045
년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비전 2045’를 제시한
바 있다. RPJMN 2020-2024는 비전 2045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
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인도네시아 비전 2045 개요 및 RPJMN 2020-2024
(단위: USD, %)

-

자료: Republic of Indonesia(2020), p. 4 번역.

나. RPJMN 2020-2024의 주요 추진 체계
RPJPN 2005-2025의 4번째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는 “경쟁
우위에 기반한 경제구조에 따른 자립적이고 선진적이며 정의롭고 번영하는 인
도네시아를 실현한다”라는 비전하에 총 9대 미션, 5대 주요 목표, 7개의 개발
어젠다로 구성되는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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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RPJMN 2020-2024 추진 체계 개요

자료: Republic of Indonesia(2020), p. 12 번역.

상기 RPJMN 2020-2024 추진 체계 중 탄소 중립과 유관한 분야는 7대 개
발 어젠다 중 6번째 ‘환경 개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증진’이라
고 볼 수 있다. 동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① 질적 환경 개선 ② 자
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 ③ 저탄소 개발 등 3개 정책으로 구성
된다. 첫째, 질적 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은 주로 산림·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 환경보호 등을 위한 법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으며, 특
히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체계와 관리 감독, 민원 처리, 행정 집행, 분쟁 해결
등 사법체계와의 효율적인 협력 구조 구축에 집중되었다. 질적 환경 관련 정책
목표는 2024년까지 환경 품질 지수(Environmental Quality Index) 69.7 달
성으로 대표된다. 둘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대체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를 위한 재해 모니터링 및 복구 관련 시
스템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2024년까지 재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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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규모를 GDP 대비 1.25%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저탄소
개발 관련 정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개발 이니셔티브(LCDI: Low Carbon
Development Initiative)를 제시했다.

표 2-3. 주요 분야별 정책 달성 목표 개요
정책 분야

질적 환경 개선

지수

기후변화 회복력

저탄소 개발

목표(2024)

대기 품질 지수

86.8

84.5

수질 지수

47.0

55.5

-

60.5

60.6

65.5

-

0.1

-

1.2

해수 품질 지수
토지 피복, 토탄 생태계 품질 지수

자연재해 및

베이스라인(2019)

재해로 인한 GDP 잠재 손실
기후변화로 인한 GDP 잠재 손실
조기경보 전달 속도(분)

5.0

3.0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10.3

13.2

국토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36.4

58.3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8.0

9.4

산업·상품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0.6

2.9

해안·해양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

7.3

자료: Republic of Indonesia(2020), pp. 260-262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표 2-4]와
같은 전략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첫째, 환경 질적 개선 부문의 경우 환경 오
염 방지 및 회복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전략들이 마련
되었다. 둘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회복력 부문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
한 피해 방지 및 구제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저탄소 개발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산림 관리·복원, 폐기물 관리, 그린 산업, 해양 저탄소 정책 등의
전략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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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도네시아 RPJMN 2020-2024 환경 분야 정책 목표 달성 전략
분야

정책 방향

세부 전략

∙ 대기, 수질 모니터링
∙ 비즈니스, 경제 활동의 환경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 날씨, 기후 정보 제공
1. 천연자원 및 환경 오염 ∙ 산불 방지
∙ 해양·해안 오염 방지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방지
∙ 민관 지역사회의 환경 관련 역량 및 인식 개선
∙ 육상, 수상 멸종위기종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정보 데이터 제공
환경
질적
개선

∙ 환경 오염 및 훼손 극복
2. 천연자원 및 환경 오염 ∙ 가정 폐기물(플라스틱) 관리
∙ 소규모 금광(ASGM)의 수은 제거
극복
∙ 유해 의료 폐기물 처리 통합시설 구축
∙ 이탄지 회복
∙ 오염물질로 훼손된 광산 지대 회복
3. 오염·훼손된 천연자원
∙ 해양·해안 생태계 회복(맹글로브, 산호초, 해초 등)
및 환경 회복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 멸종위기 동식물 수 증진
4. 천연자원 및 환경 기관
및 제도 강화

자연

1. 재난 감소

재해 및
기후
변화
회복력
2. 기후변화 채택 국가
계획(RAN-API)

∙ 재난 데이터 및 정보 제공
∙ 재난 시스템, 규정, 거버넌스 강화
∙ 국가·지역 재난 리스크 경감 행동 계획 채택
∙ 재난 관리 및 리스크 분석 관련 지역 간 통합 협력
∙ 재난 및 응급 관리 능력 강화
∙ 재난 지역 재활 및 재건 활동
∙ 통합 재난 경감 시스템 강화(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 가정, 커뮤니티, 마을 단위 재난 대응 준비체계
∙ 재난 경감 금융체계 개발 및 혁신
∙ 해양 생태계 취약성 분석
∙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수질 안전 확보
∙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및 환경보호

1.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 개발(신재생에너지 발전, 바이오연료)
∙ 에너지 효율 개선

2. 지속적인 국토 복원

∙ 이탄지 복원
∙ 산림 및 국토 회복
∙ 산림 벌채율 감소
∙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

저탄소
개발

∙ 중앙 및 지방정부 제도 및 기관 강화
∙ 허가, 감독,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사법 및 조정 메커니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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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분야

정책 방향
3. 폐기물 관리

세부 전략
∙ 가정 폐기물 관리
∙ 액체 폐기물 관리
∙ 산업 내 에너지 사용 점검

4. 그린 산업 개발

∙ 프로세스 및 기술 수정
∙ 산업 폐기물 관리

5. 해안 및 해양 저탄소 달성을 위한 체계화 및 복원 정책
자료: Republic of Indonesia(2020), pp. 266-265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국가에너지정책(KEN)
가. 국가에너지정책(KEN) 개요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정책(KEN: Kebijakan Energi Nasional)은 2014~
2050년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자립 및 안보를 위해 수립된 기본 계획
이다. KEN의 목표는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지향한다. KEN은 크게 중점 계획
(Main policy)과 지원 정책(Supporting policy)으로 구성되며, 중점 계획은
국가 수요 기반 에너지 가용성, 에너지 개발 우선순위, 국가 에너지 자원 활용,
국가 에너지 보유고(Reserve) 등을 관리하며, 지원 정책에는 에너지 자원 보
존·다양화, 에너지 환경·안전, 가격·보조금·인센티브, 에너지 산업 인프라·연
구개발 등이 포함된다.8)
KEN 8~9항에서 제시된 에너지 믹스 달성 목표는 [그림 2-6]과 같다. 우선
1차 에너지 공급(Primary Energy Supply)은 2025년 400 Mtoe, 2050년
1,000 Mtoe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믹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석탄은 2025년 30%, 2050년 25%까지 비중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8) Government Regulation No.79/2014 on National Energy Policy, pp. 3-4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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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석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용 비중을 2025년 25%, 2050년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대신 신재
생에너지의 비중은 2025년 23%, 2050년 31%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2-6. 국가에너지정책(KEN) 에너지 믹스 달성 목표
(단위: %)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79/2014 on National Energy Policy, p. 5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KEN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인도네시아 KEN의 중점 계획은 [표 2-5]와 같이 4가지 중점 계획 이하 다수
의 세부 추진 방안이 포함된 형태로 이행된다. 첫째, 수요 기반 에너지 가용성
부문은 주로 에너지 확보 및 생산 증대를 위한 추진 방안들이 수록되었으며, 향
후 화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방안도 고려되었다. 둘째, 에너지 개
발 우선순위 부분은 에너지 개발 및 공급 관련 경제·사회·환경 차원에서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셋째, 국가 에너지 자원 활용 부문의
세부 추진 방안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주를 이룬다. 넷째, 국가 에너지 보유고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고, 상시 에너지 버퍼 및 유사시를 감안한 전략
비축분 등 에너지 확보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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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가에너지정책(KEN)의 중점 계획 추진 방안 개요
중점 계획

추진 방안
∙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탐사 확대
∙ 국내외 에너지 생산 증대

수요 기반 에너지 가용성

∙ 에너지 공급 생산·운송·유통 신뢰성 증대
∙ 화석에너지(석탄, 가스) 수출 점진적 감소 및 중단
∙ 화석에너지 보유고와 최대 생산량 간의 균형 유지
∙ 수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확보
∙ 에너지 가격, 공급 안정, 환경보호 등 감안한 에너지 개발
∙ 전력, 가정용 가스, 교통, 산업, 농업 등 취약층 우선 공급

에너지 개발 우선순위

∙ 국내 에너지 자원 우선 개발
∙ 국내 에너지 수요 우선 반영
∙ 석유, 석탄, 가스 → 신재생에너지 전환
∙ 수력, 지열, 파력 등 자연 에너지 전력화
∙ 태양광 가정, 산업, 운송 활용
∙ 바이오연료 교통, 산업 활용
∙ 바이오연료 식량 안보에 기여
∙ 바이오매스 발전, 운송에 활용
∙ 석유 연료는 즉시 대체 불가

국가 에너지 자원 활용

∙ 천연가스의 산업, 발전, 가계, 운송 사용 고부가가치화
∙ 석탄은 발전, 산업에 활용
∙ 고형, 가스 에너지는 발전에 사용
∙ 액화 석유·가스 이외 액체 에너지는 운송 부문에 활용
∙ 해양 파력, 지열 에너지는 에너지화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운송, 산업, 빌딩, 가계에 태양전지 사용 확대
∙ 태양광 발전 상류·하류 모두 개발 적용

국가 에너지 보유고

∙ 일반 사용 재고, 에너지 버퍼 잔고, 전략 비축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79/2014 on National Energy Policy, pp. 5-8 참고하여 저자 작성.

KEN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표 2-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자원 보존 및 다각화 부문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석탄 활용 다각화 등의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에너지 환경·안전 부문
은 환경보호 및 폐기물 저감 방안이 포함되었다. 셋째, 가격·보조금·인센티브
부문은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관리 역할이 제시되었다. 넷째, 에너지 인프라
접근성 및 산업 부문은 에너지 생산·배송 인프라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다섯째, 연구개발 부문은 연구개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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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환경 조성, 펀딩, 인적자원 개발, 산관학 협력 등의 추진 방안이 수록되
었다.

표 2-6. 국가에너지정책(KEN)의 지원 정책 추진 방안 개요
지원 정책

에너지 자원
보존·다각화

에너지 환경·안전

추진 방안
∙ 에너지 표준화, 효율화, 절약 캠페인, 대중교통 확대, 전자요금징수
∙ 신규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주거·운송 석유·가스 대체재 확보
∙ 전기오토바이 확대
∙ 저등급 석탄 탄광스팀 발전, 액화·기화 석탄 사용
∙ 고등급 석탄 국내 발전 사용
∙ 환경보호, 직업 안전, 사회 영향 고려한 에너지 관리 정책 운영
∙ 환경보호, 감축 및 손실 보전
∙ 폐기물 저감 및 재사용
∙ 친환경 기술 우선 사용

∙ 석유에너지 대체 및 보조금 중단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산정
∙ 취약 지역 에너지 공급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산정
가격·보조금·인센티브 ∙ 정부 주도 석탄, 전력 가격 산정
∙ 중앙·지방 정부 주도 보조금 점진적 감축
∙ 중양·지방 정부 주도 재정·배재정 인센티브 지급(다각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접근성 및 산업

연구개발

∙ 석탄 산업 효율화
∙ 석유, 가스, 정유, 운송, 배급 인프라 확대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투명하고 간편한 에너지 정보 취득
∙ 에너지 산업 및 인프라 역량 강화
∙ 신재생에너지 장비 개발 증진
∙ 지열 탐사 및 발전 지원 산업 역량 강화
∙ 태양광발전, 해양발전, 해양지열발전 시스템, 부품 개발 지원
∙ 에너지 산업 현지화 비율 확대
∙ 풍력 발전 부품·장비 개발
∙ 석유, 가스, 석탄 관리 국영기업 참여 기회 확대
∙ 공장 라이선스 거래 제도 활성화
∙ 연구개발 펀딩 및 환경 조성(중앙·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 기업 등)
∙ 인적자원 역량 개발 지원
∙ 중앙·지방 정부 의사결정, 허가, 인프라 개발 등 제도 개선
∙ 산관학 협력
∙ 중앙·지방 정부기관 역할 조정으로 신뢰도 강화
∙ 에너지 부문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농촌 에너지 관리 기관 기획, 개발, 관리 역량 강화
∙ 자바섬 이외 지방 에너지 공급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화 정책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79/2014 on National Energy Policy, pp. 8-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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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EN의 후속 이행안
KEN은 인도네시아의 총괄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 기반을 형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안 ‘국가에너지계획
(RUEN: Rencana Umum Energi Nasional)’이 2017년에 수립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RUEN에서 제시한 이행안의 핵심을 이루는 장기 발전 계획인 ‘국
가전력계획(RUKN: Rencana Umum Kentenagalistrikan Nasional) 2019~
2038’이 수립되었다. 즉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그림 2-7]에 제시된 바
와 같이 KEN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
획을 RUEN을 통해 진행하며, RUEN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핵심인 전력 정책
은 RUKN으로 이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2-7. 국가에너지정책(KEN)의 연계 계획 구성도

자료: Trichandi(2018), p. 3 번역.

38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5. 국가에너지계획(RUEN)
RUEN은 KEN 이행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중기 계획 형태의 이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 RUEN은 2017년
‘국가 에너지 자립과 회복력을 지향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우선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비전을
채택했다. 동 비전하에 에너지 자립과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
한 에너지 활용 및 전환 계획을 도입했다. RUEN은 KEN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해 석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분야별로 보
다 세분화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가. 석유
인도네시아 정부는 KEN을 통해 제시한 1차 에너지 믹스 중 석유가 차지하
는 비중을 2025년 25%, 2050년 20%까지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RUEN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보와 정책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는 추가 원유 생산시설의 확충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내 석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7.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원유 수요 전망(2015~50년)
(단위: 천 BOPD)

연도
생산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내수용

487.9

365.0

471.2

575.1

695.3

594.0

수출용

297.9

155.3

96.5

101.6

122.7

104.8

수입

445.5

653.8

1,725.4

1,963.2

2,775.9

4,025.9

총수요

933.4

1,018.8

2,196.6

2,538.3

3,471.2

4,619.9

주: BOPD(Barrel Oil per Day), 1일 생산량.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p. 42-4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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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석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RUEN은 [글상자 2-1]과 같이
정제유 수입 중단, 국내 정유 능력 확대, 원유 탐사 활성화, 계약 조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이행 중이다. RUEN의 에너지 믹스상 석유의 사용
비중은 감소하지만 원유 수요 충족을 위해서 탐사 활동 및 정유 능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상자 2-1. RUEN 석유 관련 정책
① 2025년 목표 정제유 수입 중단(원유 수입은 지속)
② 2025년 일일 정유 능력을 200만 BOPD로 확대(신규 정유시설 8개소, 약 130만 BOPD 확충)
③ 원유 수출 억제
④ 탐사 활동을 3배 확대해 2025년 매장량 대비 회수율 100% 달성
⑤ 2025년까지 원유 생산량 약 56만 BOPD 달성
⑥ 이익공유계약(PSC: Profit Sharing Contract) 활용 원유 생산 활성화
⑦ 계약 조건 개선
⑧ 석유기금을 활용해 탐사 활동 지원
⑨ 상류 부문 석유·가스 데이터 및 관리 개선
⑩ 원유 탐사 기초 연구 활동 지원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p. 44-48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천연가스
RUEN에 제시된 천연가스 분야의 에너지 믹스 비중 목표치는 2025년 22%,
2050년 24%로 석유와 석탄에 비해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RUEN에 제시된 천연가스 수요 분석에 의하면 2020년 이후 국내 천연가스 수
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능력은 1일 약 5,000 MMSCFD 세제
곱피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인도네시아는 국내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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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RUEN의 천연가스 연도별 수요 분석
(단위: MMSCFD)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52 내용을 번역.

2020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수요가 국내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상자 2-2]에 요약된 바와 같이 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확보
를 위한 RUEN 정책은 대다수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탐사 및 생산 능력 확대
정책이며, 일부 유관 기관 설립 및 가격 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들도
포함되었다.

글상자 2-2. RUEN 천연가스 관련 정책
① 2025년 천연가스 생산량 1일 6,700만 MMSCFD 세제곱피트로 확대
② 2025년 천연가스 수출 비중 20% 이하, 2036년 수출 중단, 업·다운 스트림 산업 통합
③ 국립 가스 관리 기관 설립, 가격 관리 정책 운영
④ 2025년 매장량 대비 회수율 100% 달성, 탐사 활동 3배 확대
⑤ 기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신속 진행
⑥ 천연가스 개발 인프라 건설 가속
⑦ 석탄층메탄가스(Coal Bed Methane) 탐사 지원(연간 탐사 설비 2기) 및 상업화 추진
⑧ 국내 소비자 및 산업계를 위한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⑨ 2050년까지 LPG 수입 비중 50% 미만으로 통제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p. 54-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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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
석탄은 인도네시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에너지원
으로 인식되고 있다. RUEN의 정책 목표에 따르면 1차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 30%, 2050년 2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RUEN의 에너지 수요 분석에 의하면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여
타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석탄은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석탄의 총생산량을 소폭 감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9.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석탄 수요 추이
(단위: 백만 톤)

수출

내수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59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RUEN의 석탄 관련 정책은 크게 생산·수출 억제와 친환경·고효율 기술 채택
으로 구성된다. 우선 석탄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량을 연간 4억 톤
내외로 유지하면서 점차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친환경 정책으로는 천연림과 보호림 지역에서의 추가 석탄 개발 사업을 금지하
고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화 전략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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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3. RUEN 석탄 관련 정책
① 2019년부터 석탄 생산량 최대 4억 톤 이하로 통제
②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 억제, 2046년 수출 금지
③ 천연림, 보호림 지역 석탄 개발 허가 금지
④ 친환경 석탄기술(CCT: Clean Coal Technology), 고효율(USC: Ultra Super Critical) 확대
⑤ 석탄 매장량 탐사 관련 정부기관 품질 개선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60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RUEN을 통해서 적극 확충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으로 1차 에너지 믹스에서의 비중을 향후 2025년 23%, 2050년 31%
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양적으로는 2015년 기준 20.3Mtoe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2050년 315.6Mtoe로 1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에너지별 수요는 RUEN 입법 당시 2015년 수력(56.2%), 바이오(19.5%),
지열(16.8%)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2050년에는 태양광(26.8%), 수력(22.7%),
풍력(16.7%) 등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전력:연
료 사용 형태별 비중은 57:43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75:25 수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수요 전망(2015~50년)
(단위: Mtoe)

연도
지열

2015
2.6

2020

2025

2030

2040

8.9

21.8

28.0

42.7

2050
58.8

수력

6.9

7.8

24.9

29.3

39.7

55.3

소수력

0.3

1.6

5.2

6.2

8.0

10.2

바이오

10.4

19.1

33.8

49.8

83.0

124.2

태양광

0.1

0.7

4.3

9.1

18.5

29.6

풍력

0.0

0.5

1.8

6.7

16.4

27.6

기타

0.0

0.0

0.5

1.3

4.3

9.9

제2장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 동향 • 43

표 2-8. 계속
(단위: Mtoe)

연도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합계

20.3

38.6

92.3

130.4

212.6

315.6

전력

11.6

23.3

69.2

98.4

160.4

236.3

연료

8.7

15.2

23

32.1

52.2

79.4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61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9.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발전 전망(2015~50년)
연도
지열
수력
소수력
바이오
태양광
풍력
기타
합계

단위

2015

2020

2025

2030

MW

1,438.5

3,109.5

7,241.5

16.8

19.2

16.0

비중(%)
MW

2040

2050

9,300.0

13,423.0

17,546.0

13.4

11.3

10.5

4,826.7

5,615.2

17,986.7

21,989.4

29,994.7

38,000.0

비중(%)

56.2

34.8

39.8

31.6

25.3

22.7

MW

197.4

1,000.0

3,000.0

3,800.0

5,400.0

7,000.0

2.3

6.2

6.6

5.5

4.6

4.2

1,671.0

2,500.0

5,500.0

9,600.0

17,800.0

26,000.0

비중(%)
MW
비중(%)

19.5

15.5

12.2

13.8

15.0

15.5

MW

78.5

900.0

6,500.0

14,200.0

29,600.0

45,000.0

비중(%)

0.9

5.6

14.4

20.4

24.9

26.8

MW

3.1

600.0

1,800.0

7,040.0

17,520.0

28,000.0

비중(%)

0.0

3.7

4.0

10.1

14.8

16.7

372.0

2,433.0

3,125.0

3,722.4

4,911.2

6,100.0

4.3

15.1

6.9

5.3

4.1

3.6

8,587.2

16,157.7

45,153.2

100.0

100.0

100.0

MW
비중(%)
MW
비중(%)

69,651.8 118,648.9 167,646.0
100.0

100.0

100.0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61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UEN의 이행 정책은 [글상자 2-4]에 요약된 바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 및 제도를 중심으로 수
립되었다. 기관 설립안 이외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 에너지 보조금 지급 지침 마련, 전력 미공급 및 취약 지역을 지
원하기 위한 발전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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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RUEN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구매 관련 기관 설립
② 신재생에너지 요금 개선
③ 정부 에너지 보조금 지급 지침 마련
④ 장기 전력 미공급 지역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예산 책정
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인프라 금융기관 지정
⑥ 송배전 기반 취약 지역을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개발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22/2017 o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p. 66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국가전력계획(RUKN)
인도네시아 국가전력계획(RUKN)은 KEN과 RUEN을 통해 이행하는 에너
지 관련 정책 중 핵심을 이루는 전력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구축한
장기 계획(2019~2038년)이다. RUKN은 전력 공급 현황 및 20년 동안의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국가 전력 정책 및 전력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째, 국가 전력 정책은 전력 공급, 엔지니어링, 환경보호 등 포괄적인 전력 공급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둘째, 전력 공급 정책은 에너지 믹스
관리와 같은 장기 계획을 포함한 투자·재원 조달·인허가·판매·수요 관리 등 다
양한 공급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KEN을 통해 전력 공급량을 2019년 약 61GW 수준에서 연평
균 8.5GW를 지속 확대해 2025년 약 127GW, 2038년 약 210GW로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에너지 분야별로는 석탄 및 석유 비중을 지속 감축
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RUKN의 에
너지 믹스 달성 목표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23%, 천연가스 22%, 석탄 55%,
석유 0.4%이며, 2038년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28%, 천연가스 25%, 석탄
47%, 석유 0.1% 이다. 동 에너지 믹스 목표는 국영 전력기업인 인도네시아 전
력공사(PT. PLN)을 포함한 모든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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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RUKN 에너지 믹스 달성 목표
(단위: %)
석유
신재생에너지

가스

석탄

연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석탄
천연
가스
신재생
에너지
석유

60 64 62 60 58 56 55 54 54 54 54 53 52 51 50 50 49 48 48 47
23 21 24 26 28 28 22 22 22 22 22 23 23 23 24 24 25 25 25 25
12 12 12 13 13 16 23 23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7 28
4 2.9 1.5 0.5 0.5 0.4 0.4 0.4 0.4 0.4 0.4 0.3 0.3 0.2 0.2 0.2 0.1 0.1 0.1 0.1

자료: Keputus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2019), p. 120 참고.

RUKN에서 제시한 발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4,8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45%로 가장 높으며, 배전 40%, 송전·변전 15% 순이다. 시기별로는 2019~25
년 동안 약 1,870억 달러, 2026~38년 동안 2,960억 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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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RUKN 분야별 투자 예산 추정액
(단위: 억 달러, %)

분야

2019~25년

2026~38년

금액

비중

금액

발전

840

45

송전·변전

280

15

합계
비중

금액

비중

1,330

45

2,170

45

450

15

730

15

배전

750

40

1,180

40

1,930

40

합계

1,870

100

2,960

100

4,830

100

자료: Keputus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2019), p. 223 번역.

인도네시아의 국영 전력기업인 PT. PLN의 전력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자금
조달은 해외 차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차관 이외에도 IBRD, ADB 등 다자
개발은행 혹은 JICA, AFD, KFW 등 개발협력 재원도 활용해왔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차관 도입 규모는 점차 감소한 반면 채권 발행 및 정부 보증 등 국
내 재원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국내 재원은 국가예산(APBN/PNM)이 기반이
되며 국가예산 투입 이외에는 국영 전력기업 PT. PLN의 자체 예산, 대출 등으
로 충당한다. 해외 재원은 대출, 투자기금을 통한 정부 대출, 국내외 채권, 상업
은행 대출 및 기타 보조금의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9)

7. 소결
인도네시아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무조건 29%, 조건 41%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2050을 통해 NDC와 적응 및 감축 관
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감축
의지는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
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탄소 배출 감축 관련 가
9) Keputus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2019), pp. 223-2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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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주목을 받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국가에너지정책(KEN) 2014~2050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국가에너지계획(RUEN)과 국가전력계획
(RUKN)이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KEN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과 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RUEN을 통해 KEN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별 에너지 활용 계획을 담고 있다. RUKN은 RUEN의 핵심을 이
루는 발전 분야 계획으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 감소(60%→47%)와 신재생에너
지 활용 비중 확대(12%→28%)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립
한 다수의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사용 비중의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의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 석탄
의 활용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며 이를 단시일에 대폭 감축할 대체 전력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한국의 발전기업 다수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화력발전
을 중심으로 수력, 지열 등 다양한 협력을 시행해왔으나 향후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관계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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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다자·양자 협력을 시도
해왔다. 다자협력은 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한 다자 기구를
통해 수립된 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인도네시아가 협력 채널로 활용해온 기금
들은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산림투자프로그램(FIP: Forest Investment Program) 등이 있으
며, 노르웨이, 일본, 독일, 미국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도 다수 시행된
바 있다.10)

그림 3-1. 주요 국제 기후기금 운영 구조 개요11)

자료: 송지혜, 오혜경(2018), p. 5 재인용.

10)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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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협력 현황

11)

가. 지구환경기금(GEF)
UNFCCC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인 GEF는 1991년 세계은행의 10
억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 생물다양성, 오존층 파괴 대응, 국제 해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
원해왔다. GEF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금 중 최대 기금으로 184개 회
원국을 보유(재원 기탁 국가 40개국)하고 있으며, 설립 후 30년간 총 5,275개
프로젝트, 단독 지원 약 2,000억 달러, 협조융자(Co-financing) 1,314억 달
러를 지원한 바 있다. GEF 재원은 4년 단위로 재수립되며 세계은행이 신탁 관
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GEF는 기후변화 적응기금(AF: Adaption Fund),
최빈국신탁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특별 기후변화
신탁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도 담당한다.

11)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음(알파벳순). ACCF: African Climate Change Fund, ADB: Asian
Development Bank, AF: Adaptation Fund,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ASAP:
Adaptation for Smallholder Agriculture Programme, CBFF: Congo Basin Forest Fund,
CIFs: Climate Investment Funds, CTF: Clean Technology Fund,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EU: European Unio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IP: Forest Investment Program, GCF: Green Climate Fund,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ADB: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PMR: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PCR: Pilot Program on Climate Resilience, SCF: Strategic Climate Fund,
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REP: 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UN
REDD: UN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B: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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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구환경기금(GEF) 재원 조달 사이클
(단위: 십억 달러)

Pilot Phase
GEF-1
GEF-2
GEF-3
GEF-4
GEF-5
GEF-6
GEF-7
(1991~1994) (1994~1998) (1998~2002) (2002~2006) (2006~2010) (2010~2014) (2014~2018) (2018~2022)

자료: GEF, www.thegef.org(검색일: 2021. 7. 30).

GE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GEF 자체 지원 국가 단위 프로젝트(National
Project) 기준 66건 약 3억 2,000만 달러, 지역/글로벌 프로젝트(Regional/
Global Project) 76건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 GEF 이외에 SCCF를 통한 일
부 지원도 시행된 바 있으나 비교적 소규모에 그쳤다. GEF 자체 재원뿐만 아니
라 외부 민간 재원까지 포함하는 협조융자를 활용한 지원은 인도네시아 국가
프로젝트에 약 19억 달러, 지역/글로벌 프로젝트에 약 82억 달러 규모가 지원
된 바 있다.
GE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토황폐화 등이
주를 이룬다. GEF-4~6(2006~18년) 기간의 주요 분야별 지원은 생물다양성
약 66%, 기후변화 약 30%, 국토황폐화 약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기
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지원 진행 중인 GEF-7(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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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다수 사업이 승인 과정 혹은 이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 차
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11건, 글로벌 사업은 6건, 아태지역 역내 사업은 6건
에 달한다. GEF-7는 단일 분야보다 다수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며, 개별 분야로는 기존 GEF-6까지와 동일하게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표 3-1. 지구환경기금(GEF)의 대인도네시아 파이낸싱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펀드

국가/지역/글로벌

GEF
SCCF

프로젝트 수

파이낸싱

협조융자

국가

66

322.0

1,891.2

지역/글로벌

76

1,032.5

8,201.3

국가

1

5.0

74.3

지역/글로벌
합계

2

100.5

596.8

145

1,460.0

10,763.5

자료: GEF, www.thegef.org(검색일: 2021. 7. 30).

표 3-2. 지구환경기금(GEF)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지원 내역(GEF-4~6)
(단위: 백만 달러)

분야

GEF–4(2006~2010년)

GEF-6(2014~2018년)

지원액

사용액

지원액

사용액

지원액

사용액

생물다양성

44.6

27.0

17.6

54.2

53.5

0.7

57.8

38.5

19.4

기후변화

18.4

18.4

0.0

29.7

23.6

6.1

21.9

13.0

9.0

국토황폐화
합계

잔액

GEF-5(2010~2014년)
잔액

잔액

-

-

-

4.1

3.8

0.3

4.2

3.0

1.2

62.9

45.4

17.5

87.9

80.9

7.0

83.9

54.4

29.5

자료: GEF, www.thegef.org(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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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GEF-7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국가

금액

비중

556.8

7.4

프로젝트 수

비중

11

47.8

생물다양성

273.7

3.6

5

21.7

생물다양성·국토황폐화·기후변화

156.8

2.1

2

8.7

기후변화

41.7

0.6

2

8.7

국제수자원·화학폐기물

68.1

0.9

1

4.3

국토황폐화

16.5

0.2

1

4.3

글로벌

6,601.3

87.8

6

26.1

1,836.5

24.4

1

4.3

기후변화

858.0

11.4

2

8.7

기후변화·생물다양성

690.7

9.2

1

4.3

3,111.3

41.4

1

4.3

104.8

1.4

1

4.3

359.9

4.8

6

26.1

생물다양성·국제수자원

77.6

1.0

1

4.3

화학폐기물

53.9

0.7

1

4.3

기후변화

6.5

0.1

1

4.3

국제수자원

146.3

1.9

2

8.7

국제수자원·화학폐기물

75.7

1.0

1

4.3

7,518.0

100.0

23

100.0

생물다양성·국토황폐화·기후변화

기후변화·국토황폐화·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지역

총합계
자료: GEF, www.thegef.org(검색일: 2021. 7. 30).

나. 녹색기후기금(GCF)
GCF는 2009년 UNFCCC 제15차 총회에서 설립이 제안된 후 2010년 제
16차 총회에서 설립되었다. 이후 2013년 대한민국 송도에 본부를 설립한 후
각종 규정 수립, 초기 재원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
다. GCF의 지원 형태는 크게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 탄소 배출 감축 지원으로
나뉘며 양측에 대한 지원 비중을 50:50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
원 분야별로는 ① 보건·식량·물 안보(Health, Food and Water Security) ②
생활·지역사회(Livelihoods of people and communities) ③ 에너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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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접근(Energy generation and access) ④ 운송(Transport) ⑤ 인프라 및
환경 조성(Infrastructure and build environment) ⑥ 생태계 및 서비스
(Ecosystems and services) ⑦ 빌딩·건설·산업(Buildings, cities, industries
and appliances) ⑧ 산림·국토 이용(Forests and land use) 등 8개 분야로
구성된다. GC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총프로젝트 수 7건(단독 2건, 다
수국 5건)으로 총재원은 약 2억 8,000만 달러이다.

표 3-4. GCF의 분야별 대인도네시아 지원 개요
(단위: 백만 달러)

적응/감축 대상국

프로젝트명

GCF

협조융자
375.0

합계

적응

다수

산호초 군락 보호를 위한 글로벌 펀드

125.0

감축

다수

아세안녹색금융촉매(ACGF): 녹색회복프로그램

300.0 3,385.0 3,685.0

감축

다수

글로벌 국내환경펀드(SnCF Global) - Equity

150.0

600.0

500.0
750.0

감축

다수

글로벌 국내환경펀드(SnCF Global) - TA

18.5

9.5

28.0

감축

다수

환경 투자

100.0

721.5

821.5

감축

인니

2014~2016 인도네시아 REDD+ RBP

103.8

-

103.8

감축

인니

인도네시아 지열 자원 위험 감축 프로젝트

100.0

310.0

410.0

합계

897.3 5,401.0 6,298.3

자료: GCF, www.greenclimate.fund/(검색일: 2021. 8. 1).

다.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CPF는 산림황폐화에 대응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2008년 출범 후 17개 공
여국이 약 1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지의 47개
개도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해왔다. FCPF의 지원 활동은 REDD+ 사업 기
준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 배출 기준 수립, 인증 체계 수립 등을 위한 FCPF 준
비기금(Readiness Fund) 약 4억 달러와 REDD+ 기준을 준수한 국가에 파일
럿 펀드를 제공하는 FCPF 탄소기금(Carbon Fund) 약 9억 달러로 구성되며,
펀드의 운영은 세계은행이 신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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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CPF 기금 운영 도식 개요
준비기금

탄소기금

자료: FCPF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1) 참고.

인도네시아는 NDC 이행안에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2030년까지 배출량의
최대 4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으로 FCPF가 지원하는 REDD+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FCPF
의 인도네시아 REDD+에 대한 지원은 2009년 아이디어 노트 채택을 시작 후
2017년 준비기금 패키지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의가 진
행되어 왔으며 2020년부터 ‘배출감축 지급계약(ERPA: Emission Reduction
Payment Agreement)’ 관련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탄소기
금 관련 협력은 동부 깔리만딴 지역의 REDD+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
며 탄소기금 지원액은 약 6,000만~1억 1,000만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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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인도네시아의 FPCF 협력 현황 개요

자료: FCPF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1) 참고.

라. 기후투자기금(CIF)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다자개발은행들이 참여하는 주요 기후기금인 기후투
자기금(CIF)은 청정기술기금(CTF: Clean Technology Fund)과 전략기후기
금(SCF: Strategic Climate Fund)으로 구성된다. 이 중 SCF는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SREP: Scal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기후회복
시범 프로그램(PPCR: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산림투자프
로그램(FIP) 등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목적별로는 CTF는 개도국에
대한 저탄소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약 58억 달러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다. SCF
중 PPCR은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정책 도입 관련 파일럿 프로그
램을 제공하며 약 12억 달러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SREP는 약 7억 8,000
만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재원이며, FIP는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투자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CIF 제공 자료에 의하면 10개 사업 중 7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CTF 사업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투자인 FIP 사업은 3
개에 그쳤다. CIF 측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열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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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감안해 지열발전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집중되
었다.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FIP 사업은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과
지역사회 투자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표 3-5. CIF의 분야별 대인도네시아 지원 개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기금

프로젝트명
지열발전 프로젝트

단독

공동

35

434.2

주관
ADB

인도네시아 지열발전 위험저감 프로젝트(GREM)

75

580

IBRD

지열 청정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125

449.7

IBRD

CTF 지열 전력 금융(IGEF) 프로그램

-

2270

IFC

지열 에너지 상류 개발 프로젝트

49

55

IBRD

민간 지열 에너지 프로그램

FIP

149.25

2,283.6

ADB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37.5

290

IFC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의 천연자원 관리 및 기관 개발 촉진

17.35

5.07

IBRD

17

1.7

ADB

6.33

-

IBRD

산림 벌채 및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투자
원주민 및 지역사회 전용 보조금 메커니즘

자료: CIF, https://www.climateinvestmentfunds.org/country/indonesia(검색일: 2021. 8. 1) 참고.

2. 양자협력 현황
가. 양자협력 개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양자간 지원 내역은 OECD 개발원조위원
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을 통해 집계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
다. OECD는 1992년 채택된 리우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사막화 등에 대한 ODA 지원 내역을 1998년부터 ‘리우마커(Rio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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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칭을 부여해 별도 관리했다. 즉 리우마커는 일반적인 ODA 및 수출신용
이외의 공적신용자금 중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원 내역을 나타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OECD CRS의 리우마커 데이터를 활용해 DAC 국가들의 대인도네시아 기
후변화 관련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감축 관련 지원은 약 119억 달러인 반면
적응 관련 지원액은 약 29억 달러에 그쳤다. 공여국별 지원 비중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순이며 여타 국가들의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분야별로는 적응 분야에서는 일본(50.2%), 호주
(13.6%), 독일(9.4%), 한국(8.7%) 순이며, 감축 분야는 일본(52.0%), 프랑스
(16.3%), 독일(16.2%), 미국(4.8%) 순이다(표 3-6 참고).

표 3-6. 주요 DAC 회원국의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 ODA 지원 개요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일본

적응(Adaption)

감축(Mitigation)

중복

금액

금액

금액

비중

비중

합계
금액

비중

1,450.0

50.2

6,216.3

52.0

356.3

7,310.0

53.6

프랑스

74.7

2.6

1,954.3

16.3

1.0

2,028.0

14.9

독일

272.6

9.4

1,934.2

16.2

233.1

1,973.6

14.5

미국

191.2

6.6

571.5

4.8

72.4

690.2

5.1

호주

392.0

13.6

431.1

3.6

324.0

499.1

3.7

노르웨이

15.5

0.5

386.6

3.2

14.5

387.6

2.8

한국

250.7

8.7

45.8

0.4

22.7

273.8

2.0

덴마크

76.9

2.7

143.1

1.2

75.8

144.2

1.1

네덜란드

34.0

1.2

61.2

0.5

11.0

84.2

0.6

스위스

29.6

1.0

55.5

0.5

4.6

80.5

0.6

영국

49.8

1.7

75.3

0.6

46.6

78.4

0.6

스웨덴

19.9

0.7

21.0

0.2

19.5

21.4

0.2

핀란드

2.1

0.1

20.2

0.2

2.0

20.3

0.1

뉴질랜드

11.5

0.4

16.1

0.1

8.1

19.5

0.1

캐나다

0.9

0.0

17.1

0.1

0.2

17.9

0.1

벨기에

13.7

0.5

12.6

0.1

12.2

14.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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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적응(Adaption)

감축(Mitigation)

중복

금액

금액

금액

비중

비중

합계
금액

비중

스페인

0.4

0.0

1.4

0.0

0.3

1.5

0.0

이탈리아

0.2

0.0

0.2

0.0

0.1

0.2

0.0

체코

0.1

0.0

0.0

0.0

0.0

0.2

0.0

100.0 11,963.5

100.0

1,204.6

13,644.8

100.0

총합계

2,885.9

주: 중복은 공여국이 적응과 감축 모두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사업에 해당함.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리우마커를 활용한 기후변화 관련 ODA 지원은 약 40여 개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CRS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가지는
분야인 에너지, 환경보호, 운송·창고, 농림어업, 다부문, 수도·위생 등 6개 분
야를 채택했으며, 비중이 1% 미만인 경우는 기타 분야로 분류했다. 인도네시
아에 대한 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로 전체 지원액의 약
36.7%를 차지했으며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지원 비중은 최대 수원국인 일본의 지원에 힘입은 것
으로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액 중 약 40.9%가 에너지 부문에 집
중되었으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 총액의 약 61.9%를 일본이 차지했다. 독
일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액 중 약 67.7%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것
이 특징이다.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국 중 2위 규모를 기록한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보다는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 비중이 49.9%로 가장 높았다. 미국
과 호주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체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대인도네시아 지원은 수도·위생
부문의 비중이 42.3%로 최대 지원 분야이며,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40.5%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표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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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요 DAC 회원국의 대인도네시아 분야별 기후변화 관련 공여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분야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한국

세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에너지

2,992.9

환경보호

970.0

운송·창고 2,132.8

67.7

15.8

2.3

0.9

0.2

11.4

4.2 4,832.3

13.3 1,012.7

40.9

469.2

23.1 1,336.1
49.9

136.7

6.9

254.9

36.9

60.0

12.0

8.1

3.0 2,806.0

36.7
21.3

29.2

443.5

21.9

98.2

5.0

0.0

0.0

36.8

7.4

2.1

0.8 2,713.4

20.6

40.5 1,060.8

농림수산업

613.8

8.4

11.4

0.6

197.6

10.0

28.3

4.1

96.0

19.2

110.9

다부문

74.9

1.0

0.3

0.0

132.8

6.7

295.1

42.8

107.8

21.6

22.6

8.2

633.8

4.8

수도·위생

398.6

5.5

0.1

0.0

8.9

0.5

58.5

8.5

47.4

9.5

115.9

42.3

629.4

4.8

기타

127.1

1.7

90.8

4.5

63.3

3.2

37.7

5.5

150.2

30.1

2.7

1.0

486.7

3.7

총합계

7,310.0

100.0 1,973.6

100.0

690.2

100.0

499.1

100.0

273.8

100.0 13,162.4

100.0

100.0 2,028.0

8.1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나. 주요 지원국별 양자협력 현황
1) 일본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에너지, 운송·창고 등 인프라 관
련 분야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대 지원 분야인 에너지
분야 지원은 주로 천연가스 발전 및 송배전 관련 사업으로 2000년대 초반에 집
중되었으며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지원이 감소했다. 운송·창고 부문에 대한
지원은 2009년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건설 사업 추진을 계기
로 최대 지원 분야가 되었다. 2017년은 다수 지방에서 관개수로 건설을 포함한
농림수산업 분야, 2019년은 자카르타의 대규모 하수시설 건설을 포함한 수도·
위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주요 기관별 지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프로젝트 수 2,616건
85.8%, 지원액 약 46억 달러 61.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국제협력은
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프로젝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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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건 4.7%, 지원액은 약 25억 달러 34.1%에 달하며, 여타 정부 부처 혹은 지
자체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그림 3-5. 일본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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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인도네시아 지원은 환경 정책 및 행정 분
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로는 프랑스의 지원은 2006
년에 시작했으나 지원 초기에는 규모가 미약했으며 2008년부터 대규모 지원
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에 지원액이 약 4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대 규모를 기
록한 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3-6. 프랑스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분야별로는 최대 지원 분야인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대규모 지
원이 본격화된 후 운송·창고 및 에너지 등으로 지원 분야가 다양화되었다. 환
경 정책 부문의 경우 2008~10년 동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해양 기상 시스템에 대한 지
원도 시행된 바 있다. 운송·창고 분야의 경우 2013년 철도 부문에 대규모 지원
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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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15년에 대규모 지원이 시행된 바 있는데 주로 송
배전망과 에너지 관련 정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지원 기관별로
는 프랑스개발기구(French Development Agency)의 지원 프로젝트 수는
16건, 지원액 약 18억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약 89%를 차지하며, 경제재정산
업부(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가 약 1억 5,000만 달
러로 전체 지원액의 7.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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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대인도네시아 협력 사업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연도별로는 2000년 첫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지원 초기에는
2005년 자카르타 통근 열차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는 소규모 지원에 그쳤
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지원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으로, 도시 대
기오염 감축 관련 대규모 지원이 시행된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독일의 대
인도네시아 협력 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7. 독일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독일의 대인도네시아 지원 총액 중 약 67.7%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지원
분야인 에너지 부문은 수력(37.4%), 지열(19.0%) 등 발전 관련 분야가 주를 이
루었으며 에너지 정책 및 행정 부문(33.8%)에 대한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
다. 기관별 지원은 프로젝트 수로는 전체 275건 중 연방경제협력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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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150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프로젝
트가 14건에 불과하나 전체 지원액의 약 7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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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미국의 기후변화 분야 관련 대인도네시아 협력 사업은 환경보호 및 다부문
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지원은 2010년 이전까지
는 지원 규모가 미약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연간 3~4,000만 달러 수준에서 등
락하는 구조이다. 특별히 2013년에는 밀레니엄개발협력공사(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관련 녹색번
영프로젝트(Green Prosperity Project)의 재원 조달 및 기술협력에 대한 대
규모 지원이 시행되면서 다부문이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대인도네시아 최대 지
원 대상 분야가 되었다.

그림 3-8. 미국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기관별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인도네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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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총 254개 프로젝트 중 229개를 지원했으며 지원액은 약 3억 4,100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약 49.5%를 지원했다. USAID 이외에는 2013년 농촌
개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시행한 MCC가 주를 이룬다. MCC가 시행한
프로젝트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나 지원 금액은 전체 지원액의 49.2%로
USAID와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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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인도네시아 협력은 금액 기준으로는 약 5억 달
러에 그쳤으나 다부문, 정부·시민사회, 농림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었
다. 연도별로는 2000년대 초반에는 지원 규모가 소규모에 그쳤으나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그림 3-9. 호주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분야별로는 다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
아 인프라 이니셔티브(IndII: Indonesia Infrastructure Initiative) 지원 사업
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및 관리(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의 지원 규모가 약 8,3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호주의 인프라 지원 방식은
특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 혹은 독일과는 달리 IndII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프라 부문 이외에 정부·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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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사
업인 KOMPAK(Kolaborasi Masyarakat dan Pelayanan untuk Kesejahteraan)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2017년부터 최대 지원 사업의 자리를 차지했다.
KOMPAK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6월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9~2022년을 계획으로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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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대인도네시아 협력 사업은 수도·위생 분야 및 농업 수
자원 부분에 대한 대규모 지원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지원을 시작해 연간 지원액이 1,000만 달러 수준에서 등락했으나 2010년과
2017년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이 시행되었다. 2회에 걸친 대
규모 지원은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으로,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및 땅그랑 지역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까리안 다목적 댐 건설로 지원
금액이 약 1억 달러 규모이며, 2017년은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의 농업 수자원
개발 사업으로 약 9,8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지원이 시행되었다. 지원 기관
별로는 전체 지원 사업 164건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사업이 11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지원액
으로는 23.2% 수준에 그치며,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이 사업 건수는 2건
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약 1억 9,800만 달러로 지원 총액의 71.3%를 차지했다.

그림 3-10. 한국의 연도별·분야별 대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limate Change: OECD DAC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최종 업데이트: 2021.
9. 17, 검색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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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대인도네시아 지원 중 지원 금액 기준으로는 수자원
관련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분야는 산림 부문으로 파악된다.
한국계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림사업은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산림 관련 협력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국가로 한국의 전
체 해외 조림사업 14개국, 40개 기업, 총 51만 6,311ha 중 인도네시아에 17
개 기업(한상(韓商) 기업 1개 포함), 39만 9,152ha로 전체 해외 조림 면적의 약
77%를 차지했다.

그림 3-11. 한국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 현황(2021년 6월 말 기준)
(단위: ha)

자료: 해외산림정보서비스 홈페이지(검색일: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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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국계 기업이 주도한 해외 조림사업 이외에 한국정부는 산림청 주도
로 산림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산림청은 2011년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산림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 ‘센툴 생태교육모델
숲’, 2018년 ‘뚜낙 생태관광 사업’ 등 인도네시아 현지 산림 조성을 통해 산림
휴양문화 및 생태관광 모형을 전파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룸핀 양묘장에 신
기술을 도입하고 대규모 양묘장 조성계획(160ha, 1,600만 그루)을 수립하는
등 인도네시아 산림자원 증진에도 기여해왔다.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1,200만
ha 규모의 이탄지 복원 사업을 잠비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표 3-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림청의 공식 ODA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까지 지원된 사업 중 가장 지원액 비중이 큰 분야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운영
비 지원으로, 약 36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산림 분야
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열대림 관리 기술 지원 약 279만 달러, 산림휴양 및 생태
관광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약 217만 달러, 이탄지 복원 사업 약 127만 달러
등 비교적 지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4. 최근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산림 부문 ODA 내역(2010~21년)
(단위: 천 달러, %)

사업 기간
2015. 1. 1~
2015. 12. 31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개도국 기술 지원

-

개도국 열대림의
2009. 1. 1~

지속가능한 관리 및

2021. 12. 31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2018. 1. 1~

국제임업연구센터

2021. 12. 31

(CIFOR) 부담금

2011. 1.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011. 12. 31

국제회의

증여등가액
금액

비중

557.0

4.9

2,790.7

24.5

805.4

7.1

50.7

0.4

∙ 센툴 녹색협력단지 지역산림학교 운영
∙ 열대림 종자개발 및 열대수종별
산림자원 조사
∙ 룸핀 양묘장 지원, 센툴 녹색협력단지
운영 지원
∙ 세계 임업 연구의 중심 기관인 국제임업
연구센터 부담금 지원을 통해 지구 산림·
임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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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단위: 천 달러, %)

사업 기간

사업명

2010. 1.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011. 12. 31

협력 사업

2010. 1. 1~

한·인니

2021. 12. 31

산림협력센터 운영

2015. 1. 1~

증여등가액

주요 사업 내용
-

2019. 1. 1~
2022. 12. 31

비중

150.0

1.3

3,600.9

31.6

2,178.4

19.1

1,276.4

11.2

∙ 해외 산림자원 확보, 진출기업 지원
∙ 룸핀 양묘장을 해외 조림기업의
임업기술 메카로 육성

한·인니 산림휴양 및 ∙ 휴양센터, 나비생태체험장

2019. 12. 31

금액

생태관광협력 사업
한·인도네시아
잠비주 이탄지 복원
및 보전 프로젝트

운영프로그램 개발
∙ 이탄지 복원, 산불 모니터링, 지역주민
소득 사업
합계

11,409.7 100.0

자료: 대한민국 ODA 종합정보포털(검색일: 2021. 11. 25).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협력은 2007년부터 한국의 산업
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연례 협력 대화 채널인 ‘한·인
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해서 지속되어왔다. 2021년 10월 개최된 에너지
포럼의 전력·신재생에너지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
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석유·가스 세션에서는 셰일가
스 기술개발 및 석유·가스 탐사 생산 협력 수요 등 자원 공기업 간의 협력 방안
을 논의했다. 상호협력 부문에서는 희토류 협력 및 에너지 안전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표 3-15.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 개요(2016~21년)
2016

2018

2020

2021

제9차 포럼

제10차 포럼

제11차 포럼

제12차 포럼

① 에너지 안전
② 에너지 신산업
③ 에너지 공동 기술개발
- 제6차 가스개발 워킹그룹

① 전력·신재생에너지

① 전력·신재생에너지

② 상호협력

② 석유·가스

- 제7차 가스개발 워킹그룹

③ 상호협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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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시행해왔다. 다자협력은 주로 UNFCCC 및 다자개발은행의 기금을 활용한 협
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UNFCCC를 통한 다자간 협력은 지구환경기금(GEF)
과 녹색환경기금(GCF)을 통해 지원되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협력 사업은 산
림탄소협력기구(FCPF), 기후투자기금(CIF)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
었다. 다자간 협력 이외에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등 개별 국가들의 양
자협력도 다수 시행된 바 있다.
UNFCCC 지원 프로그램인 GEF와 GCF 모두 인도네시아에 대한 단독 지원
보다는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주를 이룬 것이 특징
이다. GEF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토황폐화 대
응 관련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GCF 또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
규모 환경 개선 펀드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
원 프로그램인 FCPF는 산림황폐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산림 조성 사업으로 인
도네시아에서는 산림 조성 잠재력이 높은 동부 깔리만딴 지역을 중심으로 한
REDD+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다자개발은행이 지원하는 CIF는 인도네시아에 주로 지열 에너
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며, 일부는 산림황폐화 방
지 기관 설립 및 지역사회 투자에 지원했다. GEF와 GCF가 대규모 재원을 활용
해 포괄적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 것에 비해 다자개발은행의 FCPF, CIF 등은 산
림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보다 구체화된 분야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협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CRS를 통해 집계되는 기후변
화 대응 관련 ODA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인도네시아
에 대한 양자협력은 일본(53.6%),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순으로 일본의 지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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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참고). 분야별로는 에너지(36.7%), 환경보호(21.3%), 운송창고(20.6%),
농림어업(8.1%) 순으로 지원되었다(표 3-7 참고). 최대 공여국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 운송·창고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천연가스 발전, 송배전 및 자카르타 지하철(MRT) 건설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공여국인 프랑스는 환경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
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일본과 유사하게 에너지 부문을 중
심으로 지원했는데 주로 수력, 지열 등 발전 인프라 및 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의 지원은 주로 환경보호 및 다부문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2013년 녹색번영 프로젝트가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의 대인도네시아 협력은 상대적으
로 지원액 규모는 작지만 지원 분야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는 다부
문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 인프라 이니셔티브(IndII) 및 기초
생활여건 개선 공공사업인 KOMPAK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국
별 양자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은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점
적으로 지원한 성향이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환경보호 정책 부문을 중심으
로 지원했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대규모 재원을 활용해 특정
분야를 집중 지원한 반면, 호주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분야
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2007년 시작되었으며
2010년 까리안 다목적 댐 건설 프로젝트 및 2017년 서부지역 농업 수자원 개
발 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가장 오래된 협력 사업인 산림 부
문 협력의 경우 전 세계 조림 협력 실적의 약 77%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었
으며, 양묘장·생태관광·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에
너지 부문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당국 간 대화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2021년 제12차 포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이 중점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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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유망 협력 분야 도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분야 도출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요구된
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은 벌목, 화전, 화재 등과 연계된 토지 이용 변
화 및 산림(LUCF)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43.59%에 달하는 점을 주목해 산
림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UCF 부문을 제외하면 에너지 부
문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65.3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력안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 내에서는 발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으며, 교통 27%, 산업 27%,
건물 4% 순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발전과 교통 분야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별 탄소 발생 정도를 감안하면
산림·토지, 에너지 분야 특히 발전·교통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협력 수요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탄소 감축 수요는 2021년 11월 COP26에 제시된
NDC에도 반영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정책을 기반으로
한 무조건 감축 목표인 29% 중 절반 이상인 17.2%를 산림·토지 분야에서 감축
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의 지원까지 포함한 조건 감축 목표치인 41.2% 중 24.1%
를 산림·토지 부문에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림·토지 부문 이외에는
에너지 부문이 주를 이루는데 자국 내 감축 목표인 무조건 감축 목표 11.0%,
국제사회 지원 포함 조건 감축 목표는 15.5%로 산림·토지 부문을 제외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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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을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별 탄소 배출 비중 및 감축 목표
주요 분야별 탄소 배출 비중

분야별/조건별 NDC 감축 목표

분야

비중

무조건(%/BAU)

조건(%/BAU)

산림·토지

43.59%

17.20%

24.10%

에너지

36.91%

11.00%

15.50%

농업

8.00%

0.30%

0.10%

폐기물

7.71%

0.40%

1.40%

산업

3.79%

0.10%

0.10%

합계

100%

29.00%

41.20%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2021a), p. 1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기 인도네시아의 주요 탄소 배출 분야 구성 내역 및 NDC를 통해 제시된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와의 탄소 중립 협력
분야는 산림·토지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산림·토지 분야 협력: REDD+ 협력 확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산림 관련 협력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산림청 주도로 다수의 산림 협력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한국의 해외
조림 협력 사업 총면적 중 약 77%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계 기업
들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림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2011년 한·인니 산
림협력센터 설립 후 생태관광 사업, 양묘장 지원, 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산림
분야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은 대체로 원목, 제재목 등 목재 자원 확보를 주로 하는 산업 조림과
팜유 생산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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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업인 REDD+ 관련 사업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해외 REDD+ 사업을
추진 중인 산림청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메콩지역인 캄보디
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이행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서의 REDD+ 시범사업은 14,743ha 규모로 여타 메콩지역 국가들에서 실시한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미약하고 사업 과정이 종료되지 않아 배출
권이 발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산림청이 실시한 REDD+ 사업 중 사업 최종단
계인 ‘결과기반 보상단계(RBPs: Results-Based Payments)’에 도달해 탄소
감축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은 캄보디아 깜풍톰주 산단, 산둑 지
구에서의 사업으로 65만tCo2 감축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동 사업은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탄소배
출권 65만tCo2는 평균 보상금으로 환산 시 323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12)

표 4-2. 한국 산림청의 REDD+ 시범사업 개요
국가

사업 지역

면적(ha)

사업 기간

인도네시아

리아우주 깜빠르

14,743

2013~16

캄보디아

깜풍톰주 산단, 산둑지구

41,196

2015~22

미얀마

동부 바고요마 북자마이

72,695

2016~22

라오스

참파삭주 동호사오 보호림

110,000

2018~22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검색일: 2021. 11. 25).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REDD+ 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나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된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REDD+ 협력 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산림청 주도로 진행된 다수의 생태관광 사업, 양묘
장 지원, 이탄지 복원 사업 등도 양국간 REDD+ 사업 진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탄지 복원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12) GCF 적용 결과기반보상 기준은 톤당 5달러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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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효과가 큰 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탄지
협력 사업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와의 양자간 REDD+ 협력 지속 이외에도 다자협력을 통한
REDD+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REDD+ 협
력 사례로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중앙 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CAFI:
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가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
세안 일대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주도 협력
사업 이외에도 아열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체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와 같은 민관 공동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REDD+ 사업 참여 대상자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배출권으로 인
정받는 ERS를 참여 민간 기업에 제공해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와 ESG 사업
추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표 4-3. LEAF를 활용한 다자간 REDD+ 이행 사례
참여 국가

참여 기업
Amazon(전자상거래), Airbnb(숙박), Bayer(제약), BCG(컨설팅), GSK(제약),

미국, 영국,
노르웨이

McKinsey(컨설팅),

Nestle(식품), Salesforce(컴퓨팅), Unilever(생활용품),

pwc(컨설팅), DELTA(항공), BlackRock(자산운용), Burberry(패션), EY(회계),
INDITEX(의류), intertek(시험·검사), SAP(소프트웨어), Walmart(유통)

사업 형태

주요 내용

국가-비대가성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미수령, NDC 달성에 미활용
민간-비대가성 결과기반보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기반보상 제공
민간-대가성
민간-대가성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수령
결과기반보상 제공, ERs 수령, 해당국의 상응하는 조정 의사 있음, 기업의 의무감축
목표 달성 활용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검색일: 2021. 11. 25).

향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협력 사업은 기존의 생태관광, 양묘장, 기술협력
등 사업을 REDD+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탄소 배
출 저감 효과가 큰 이탄지 복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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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복잡하고 최종 결과기반보상까지 협의가 어려운 사업 특성을 감안해 한·
인니 산림협력센터가 양국간 REDD+ 관련 협력 채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다자간 협력 채
널을 통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3, EAS 등 다자협력체를 통한
협력 논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LEAF의 REDD+ 사업 형태를 차용해 사
업 발굴 및 진행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하되, 재원 공급처를 다수의 기업
이나 기관에 개방해 사업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기
회를 민간에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에너지 분야 협력: 신재생에너지
산림·토지 분야 협력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결과기반보상 관련 협의가
까다로운 단점을 가진 반면, 에너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한·인도네시아 양국 모두 에너지 협력에 대한 의지가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2050, 국가에너지정책
(KEN), 국가에너지계획(RUEN), 국가전력계획(RUKN) 등에 반영된 신재생에
너지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 전환 의지를 감안하면 에너지 부문에
서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에서의 논의 내역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이 용이하며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은 전력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운송 분야의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 의지가 높으며
한국정부와 기업의 경험이 다수 축적된 태양광, 수력 부문을 중심으로 시작하
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2차 에너지 포럼에서 발표된 인도네시아
의 2060년 목표 발전 에너지 믹스는 태양광 398GW, 수력 82GW, 풍력
41GW, 바이오매스 43GW, 지열 18GW이다.13)

86 •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개발 프로그램은 지붕 태
양광 개발 프로그램, 대규모 태양광 개발 프로그램, 수상 태양광 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부문은 수상
태양광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량의 약 76%의 비중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지붕 태양광의 경우 도심 및 도서산간지역의 소규모 협력 사업
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 및 발리 지역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분야별 발전 목표
지붕 태양광
분야

대규모 태양광
지역

발전 용량

지역

정부 건물

37.4MW

자바, 발리

2,906.1MW

자바, 발리

1,783.4MW

13

사회

16.7MW

수마트라

192.8MW

수마트라

7,143.1MW

3

비즈니스

발전 용량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

수량

728.7MW

깔리만딴

303.7MW

깔리만딴

26.7MW

1

산업

1,307.1MW

슬라웨시

175.8MW

슬라웨시

2,920.6MW

6

가계

1,525.0MW MPNT 지역

합계
탄소 감축량

3.6GW
4.58MtCo2e

합계

1,101.0MW MPNT 지역
4.7GW

전국

6.97MtCo2e

39.4MW

5

26.65GW

271

39.68MtCo2e

주: MPNT 지역은 말루꾸(Maluku), 파푸아(Papua), 누사뜽가라(Nusa Tenggara)를 의미함.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21), p. 13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

수력발전은 이미 한국기업들의 다수의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수력발전소 건
설은 물론 상업운전, 운영보수(O/M)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
이다. 한국 발전기업 중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왐푸, 땅가무스 등 다수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수력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발전기업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K-Water)도 자카르타 서부 까리안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수력발전은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비판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단순 발

13)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2021), p.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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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적이 아닌 홍수 방지, 농업·생활용수 공급 등 다목적 사업의 형태로 기획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 태양광과 수력발전을 통한 발전 에너지 믹스의 전환도 유의미한 협력
으로 볼 수 있지만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장치(ESS)에 대한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도서지역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에
너지 공급 및 효율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운송 분야 협력: 전기자동차 인프라
최근 한국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기업의 대규모 인도네시아 시장 진
출이 진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부문에 대한 협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공사(PT. PLN) 주도로 수도 자카르타
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PT. PLN이 주도 중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 로드맵
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수요는 충전소 약 3,000개, 배
터리 교환소 6만 7,000개, 배터리 약 200만 개 규모로 예상된다.14)
그림 4-1.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소 수요 전망

자료: PLN(2021), p. 6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 PLN(2021), p.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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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도네시아 배터리 교환소 수요 전망

자료: PLN(2021), p. 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의 2021년 전기자동차 충전소 공급 가이드라
인에 의하면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한 형태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전력 공급 및 휴대전화 앱 개발은 PT. PLN 측에서 담당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충전기, 토지, 운영보수(O/M) 등은 파트너사와 협력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에 언급된 3가지 협력 모델 중 모
델 2의 경우 토지 공급을 PT. PLN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PT. PLN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델 3과 같이 무상임차도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자료: PLN(2021), p. 8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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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T. PLN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하면 한
국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방안은 전력 충전기 및 운영
보수(O/M) 부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2차 한·인도네시아 에너
지포럼에서 PT. PLN 측은 전기차 충전소 및 O/M 부문에 대한 파트너십을 희
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2021년 11월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공적개
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개최를 계기로 합의한 2023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
축사업’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및 O/M 부문이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사업은 PT. PLN이 주도하고 있으나
사업 형태는 회사 보유·운영(COCO: Company Owned, Company Operate),
파트너 보유·운영(POPO: Partner Owned, Partner Operate), 회사 보유·파
트너 운영(COPO: Company Owned, Partner Operate)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15)
한국 완성차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자동차가 2022년부터 양산이 시
작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충전 인프라는 물론 각종 제도, 표준 등을 포
함한 전기자동차 생태계 전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상기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의 이행을 위
한 양자간 논의를 보다 앞당기고 지원 분야 또한 시설 구축에 한정하지 말고 제
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보다 확대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주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Kompas(2019. 10. 10), “PLN Ajak Banyak Pihak Ikut Dirikan SPK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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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간 연계 개발: 에너지 가치사슬 상·하류 연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한 재원은 수출
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로 볼 수 있다.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가 다수를 이루나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입은
행의 EDCF가 전체 지원 총액의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식
수·위생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37.8%에 달한다.

표 4-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 지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

기관

사업

비중

금액

비중

분야

한국수출입은행

22

11.2 18.08

39.3 식수·위생

한국국제협력단

98

50.0 15.15

32.9

교육부

22

11.2

2.64

산림청

3

1.5

1.58

국토교통부

4

2.0

1.40

47

24.0

7.16

기타 부처, 지자체
총액

사업

비중

금액

비중

9

4.6

17.4

37.8

보건

19

9.7

6.6

14.4

5.7

교육

45

23.0

4.6

9.9

3.4

에너지

6

3.1

3.4

7.3

3.0

다부문

19

9.7

3.1

6.7

15.6

기타

98.0

50.0

11.0

23.8

196 100.0 46.01 100.0

총액

196 100.0

46.0 100.0

주: 증여등가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종합정보포털(검색일: 2021. 11. 2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위생 분
야는 대표적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복합금융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 동 사업은
상수도 보급률이 약 60%에 불과한 자카르타 상수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까리안-세르퐁 도수로 사업 및 정수장 사업과 연계 추진되었다. 수
도·위생 분야 중 최대 사업인 까리안 다목적 댐 사업은 약 1억 3,000만 달러의
EDCF 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도수로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증진
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약 2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최종 하류 사업인 정수장 및 수도 공급 사업은 수출금융 6,000만

제4장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 • 91

달러를 지원한 PPP 사업으로 개발했다.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기후변화 ODA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수력발전으로 추가 개발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연계된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까리안 댐–도수로–정수장 복합금융 활용 연계 개발 사례

자료: 이진의(2021), p. 5 발췌.

상기 인도네시아 수자원 개발 관련 복합금융을 활용한 사업 연계 개발 사례
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협력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발전·송배전 등 개별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유의미하나, 사업
별 특성과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해 각 부문별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형태도 유의
미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력산업 가치사슬의 중·하류 단계에서 상
업성의 유무에 따라서 경협증진자금과 수출금융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하류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현지 국영기업의 현장성을 활
용한 PPP 사업으로 추진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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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ODA 자금 개요
구분

EDCF

EDPF

수출금융

계정

정부(수은위탁운영)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재원

정부재정

대상국

중저소득국

중소득국

중고소득국

지원 조건

상업성 X, 구속성 O

상업성 O, 구속성 X

상업성 O, 구속성 O

금융 조건

고양허성

저양허성

비양허성

(EDCF에서 이차 보전*)

수출입은행

주: * 수은대출 소요비용-대출금리.
자료: 한종수(2021), p. 3 참고하여 작성.

기존 한국 발전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은 주로 발전 부문에만 한정
된 경향이 있었으며, 우수한 시공 및 상업운전 역량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전
력공사(PT. PLN)와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에 의존한 성향이 있었다. 2021년 1월 한국정부가 채택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정책에서 인도네시
아는 분산전원 유망시장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소규모 도서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유망시장으로 분류된 바 있음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낙후 도서지역의 전
력 공급 안정을 위한 개발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인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협력으로도 연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즉 기존 한국 발전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
그리드, ESS 등 유망 하류 부문으로의 연계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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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계 개발협력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기업, 정책 금융기관은 물론 현지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을 위한 Team-Korea의 총력 지원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연계 사업 추진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
업인 점을 감안해 사업 추진단계부터 각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조율
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금융을 통한 동일 수원국 사업 간의 연계
추진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재원 조달이 요구되는데 2021년
11월 실시한 제5차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에서
양국은 5년 단위로 조정해오던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2016~21년 6억 달
러에서 2022~26년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한 점은 재원 조달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액 결정 배경으로는 신남방 중점 협력
국가로서의 경협 잠재력, 활발한 양국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의 ODA 협력,
대형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증가 등이 언급되었다. 양국은 동 협의회 개최 계기
22건의 EDCF 차관 지원 사업을 제안·발굴한 바 있으며,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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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
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16)

6. 소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협력 방안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현황,
탈탄소 정책 및 국제협력 내용 등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총량에서 산림·토지 부문의 비중이 43.59%로 가장 높
은 점을 감안해 산림·토지 부문에 대한 REDD+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한·인
도네시아 양자 산림 협력은 목재 및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조림사업과 한·인
니 산림협력센터의 생태관광 및 기술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REDD+ 사업으로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DD+의 양자협력 추진과 더불어 LEAF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
를 통한 협력이나 민관 협력 플랫폼 구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ASEAN+3 혹은 EAS 차원의 다자협력체를 통한 REDD+ 협력 논의를 제안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으며 인도
네시아의 탈탄소 정책에서도 발전 에너지 믹스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수요가 증가 중이다. 2021년 10월 개최한 제12차 에너지 포럼에서도 인
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한국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
명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는 태양광과 수력발전 부문의 협력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발전 부문에 집중된 협력에 더해서 상·
하류 사업을 연계하는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16) 외교부(2021), pp.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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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PPP 형태의 민관 협력 구조를 도입하거
나 인도네시아 현지 전력공사 및 유관 기관과의 합작 혹은 구매계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제5차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에
서 양자간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6억에서 15억 달러로 상향 조정된
점은 양국간 대규모 개발협력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동 협의회 개최 계기 그린뉴딜 협력 사업으로 2023년부터 사업비 1억 2,000
만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향후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협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기
대된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PT. PLN)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 로드맵 및 사업 방향을 감안하면 향
후 한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운영보수(O/M)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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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며 최근 한국과 무역·투자·외교·국
방·환경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탄소 중
립 관련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요 목표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의 열대우림 및 최대 이탄지 보유국
으로 탄소 배출 감축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무
조건 29%, 조건 41%까지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2021년
1월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는 인도네시아를 분산전원 유망시장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및 전기저장장치(ESS) 협력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에 그쳐 보
다 포괄적인 양국간 협력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인 탄소 중립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인
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 감축 관련 정책들을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UNFCCC 감축안인 NDC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무조건 29%, 조건
41%로 제출하고 금융, 기술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행
중이다. NDC 이행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및 적응 관련 정책들을 체계화하는
장기전략으로 저탄소 기후회복 장기전략(LTS-CCR) 2050도 추진 중이다. 인
도네시아는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 및 환
경보호를 위해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산림 복원,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
야의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에
너지 부문은 국가에너지정책(KEN) 2014~2050 이하 국가에너지계획(RUEN)
과 국가전력계획(RUKN)이 이행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KEN에서는 장기적
으로 인도네시아의 석탄과 석유 사용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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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RUEN은 KEN을 달성하기 위한 석유·
천연가스·석탄·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에너지 활용 정책을 구체화했다.
RUKN은 RUEN 이행의 핵심을 이루는 전력 분야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장
기(2019~2038년) 계획으로 발전 부문에서 가장 활용 비중이 높은 석탄 화력
발전 비중 감소(60%→47%),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12%→28%)를 주
요 내용으로 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UNFCCC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다자·양
자간 협력을 진행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력 채널은 UNFCCC
를 통한 지구환경기금(GEF)과 녹색기후기금(GCF)을 들 수 있다. GEF는 개도
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금 중 최대 기금으로 인도네시아에 생물다양성·기후
변화·국토황폐화 등 분야에 지원해왔으며, GEF-7(2018~2022년) 기간 지원
금액은 단일 국가 지원 5억 6,000만 달러, 글로벌 지원 약 66억 달러, 지역 지
원 약 3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GCF를 통한 지원은 주로 지열발전 자원 관
리와 산림·토지 협력인 REDD+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산림탄소협력기구
(FCPF)는 선진국의 개도국에서의 RED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채널이
며, 인도네시아는 준비기금 관련 협력을 마치고 약 6,000억~1억 1,000만 달
러 규모의 배출 감축 지급계약(ERPA) 관련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후투자
기금(CIF) 관련 협력은 다수의 하부 협력체계 중 청정기술기금(CTF), 산림투
자프로그램(FIP)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지열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산림황폐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 부문에 대한 협력 사업이 진행된 바 있
다. 양자협력은 OECD CR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기
후변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지
원액의 45%를 차지하며, 프랑스(14.9%), 독일(14.5%), 미국(5.1%), 호주(3.7%)
등도 주요 협력국이다.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양자협력은 국별 특성
에 따라서 일본은 인프라, 독일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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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미국은 환경보호 정책, 호주는 다부문 협력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양자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머물렀으나 2010년과
2017년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가장 협
력 기간이 긴 산림 협력의 경우 한국의 전 세계 조림 협력 중 약 77%의 면적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며 목재 확보를 위한 산업 조림, 팜유 생산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1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를 설립해 생태관광, 기술협력, 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
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양국의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광
물자원부 간의 정례화된 협의 채널인 ‘에너지 포럼’을 통해 전력·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상호협력 등의 부문에서 협력 논의를 지속 중이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3장에서 분석한 국제협력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인도네시아 탄소 중
립 유망 협력 분야로 산림·토지(LULF)와 에너지 부문을 선정했다. 산림·토지
부문의 경우 오랜 협력 기간과 다수의 협력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REDD+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양국간 조림사업들이 REDD+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 양자협력 이외에 LEAF와 같은 다자간 REDD+ 협력 채널 참
여는 물론 향후 ASEAN+3 혹은 EAS와 같은 다자협력체에서의 REDD+ 협력
논의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모두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수력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 형태는 기존
의 발전 부문에 집중된 형태보다는 전력 공급의 상·하류를 연계하는 형태로 시
너지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규
모 복합금융, 민관 총력 수주체계 및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원을 통한 개발협력 이외에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PPP 형태의 민관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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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
된다. 202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개최
계기 EDCF 지원 한도액을 기존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하고, 2023년
부터 사업비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합의한 것이 긍정적인 협력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사업권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의 충전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의 사업 분야는 전력 충전기 및 운영보수 부문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6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정책과
다자·양자간 협력 전반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
력했다. 본 연구의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 내용들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협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협력 분야 도출을 위한 특정한 양적 분석 방법론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협력 방
안에 대해서 유망한 협력 분야와 협력 방향을 제안했으나 분야별로 세분화·전
문화된 사업 추진 방법에는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인도네시아 양국간의 탄소 중립 협력 정책 방향성 제시라는 의의를 가진다
고 볼 수 있으며, 세부 분야별·업종별 협력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산
림, 에너지 등 전문 분야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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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Net-Zero Policy of Indonesi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Green New Deal Policy
Jaeho Lee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engaged in dialogue on
countermeasures to climate change by global warming, Indonesia, which
ranked 8th in the world in Co2 emissions and top in ASEAN, has
submitted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argets of
unconditional reduction of 29% and conditional reduction of 41% by
2030, and announced the net zero target by 2060. Indonesia is a core
partner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has been identified as a
promising market for micro-grid projects in the K-New Deal
Globalization Strategy, but as of yet no comprehensive strategy has been
established that takes into account Indonesia’s net zero policy. To
address this gap, this paper examin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cooperation with Korea’s Green New Deal, based on an analysis of
Indonesian polici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onesia.
Indonesia had submitted a NDC target of unconditional reduction of
29%, conditional reduction of 41% by 2030, and has been implementing
a series of policies in various areas, for example finance,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etc. Indonesia is coordinating its NDC
targets and the local adaption and mitigation policies through the
Long-Term Strategy for Low Carbon and Climate Resilience (LTS-CCR)
2050. In addition, a series of policies in the areas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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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renewable energy, reforestation, and waste management had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RPJMN) for 2020-2024. The National Energy Policy(KEN), which is the
major initiative for Co2 emission mitigation, pursues to change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by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stead of fossil fuels. The National Energy Plan(RUEN) is a set of
multi-sectoral policies to implement the targets of KEN. The National
Electricity Plan(RUKN) is the core plan of RUEN, in line with which the
country has been implementing the structural change of national
electricity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12%→
28%) and decreasing the share of fossil fuels(60%→47%).
Indonesia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forms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s been supported by major climate funds, such as
the Global Environment Fund(GEF) and Green Climate Fund(GCF), while
sectoral funds like the FCPF(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CIF(Climate Investment Fund) are support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 this study, bilateral cooperation is analyzed using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ODA data of the OECD DAC. Japan took the top
rank of major donors with a share of 53.6%, followed by France(14.9%),
Germany(14.5%), the US(5.1%), and Australia(3.7%). The energy sector
took the biggest share of 36.7%, followed by environment protection
(21.3%), transport & storage(20.6%), agriculture & fishery(8.1%), et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accounted for a major share of support
from Japan and Germany, and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took the biggest share of support from France and the US.
Support from Australia is relatively small in size, but covers various fields.
In the case of Korea, Indonesia took the largest share of 77% of all its
overseas afforestation activities, but did not produce recognizable
mitigation achievements. Korea and Indonesia have been holding
regular bilateral forums in the area of energy, and during the 12th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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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in 2021 the two countries focused on cooperation in the areas of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toward achieving net-zero targets with
Indonesia, Korea needs to prepare a cooperative approach based on
analysis of Co2 emission status, net-zero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When considering th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CF)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43.59%) of the total Co2
Emission in Indonesia, Korea needs to establish cooperation plans for
the LUCF sector, such as the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 In addition to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DD+, private-public cooperative platforms such as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LEAF) could provide further
positive approach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Other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s such as the ASEAN+3 or EAS would also be good
channels for REDD+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emission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took the largest share (35%) in Indonesia, and the
deman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has been increasing for the energy
mix conversion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Considering the high
demand for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the first step f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would be solar and hydro
generation. In addition to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the upstream
and downstream linkage in the supply chain would create a synergy
effect. To promote this synergy, developers should utilize financial
linkages based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Entering into
PPP or purchasing contracts with local partners like power companies or
institutions would be a positive approach to secure stable profitability. In
transport sector, Korea and Indonesia have agreed to implement an
EDCF project titled “EV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Jakarta”
from 2023. Korea also needs to expand the field of cooperation from
physical infrastructure to the software and institutions to lead the EV
ecosystem in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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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Net-Zero Policy of Indonesia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Green New Deal Policy
Jaeho Lee

인도네시아는 세계 8위, 아세안 1위 탄소 배출국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가 큰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매우 필요한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탄소 중립 정책, 국제기구 협력, 양자간 협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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