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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전기차 산업 현황

1. 글로벌 동향
v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의 여파로 ‘20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3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한편 등록율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n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의 35%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요인으로는 총 소유 비용(TCO)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
및 보조금 증가와 함께 베터리 가격의 하락으로 파악
< 전기차용 배터리팩(평균) 가격 동향 >

*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21’

n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던 전기차 시장은 유럽의 판매량이 중국을 추월하는 등
다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 권역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EU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전세계
평균인 4.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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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기준, 일본의 전기차 판매량은 3만 1천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한국 5만 2천대, 대만 7천대의 판매량을 보이며 전년 대비 각각 55%, 308% 증가
<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자동차 시장 내 점유율 >

*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21’

< ‘20년도 국가별 전기차의 자동차 시장 비중 (%) >

* 출처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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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동향
v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지속적인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로
환경오염과 삶의 질 저하 이슈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
n

아세안 지역은 전기차 도입에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해 있으나,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 경쟁력, 니켈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추진
- 낮은 구매력, 인프라의 한계 및 규모의 경제 달성에 필요한 인센티브 미흡
등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요국들은
자국의 정책 및 여건을 연계, 전기차 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
* 아세안의 자동차 생산거점 역할을 담당해 온 태국은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설비 투자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전환
*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전기차 테스트 베드를
전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등 아세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도입 정책을 추진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활용하여 자국 내 리튬 생산·가공,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를 포함하는 전기차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 중
* 말레이시아는 ‘National Automotive Poilcy 2020’을 통해 전기차 및 지능형
자동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투자 인센티브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재
* 베트남은 Vinfast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모델 생산 및 북미시장 진출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전기차 산업 육성계획은 부재
* 필리핀은 최근 환경문제로 중단되었던 광산 개발 허가를 통해 자국 내 니켈
자원과 연계한 포괄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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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주요국의 전기차 산업 현황 >
국가
Brunei
Darussalam

정의

HEV/PHEV/BEV

운영 규모

전기차 생산 목표

충천 인프라 목표

-

-

HEV: 293 (2018)
BEV: 15

664 charging
400,000
Indonesia

HEV/PHEV/BEV

-

EVs

+2.1

station, 10,000

million Emotorcycles

units by 2050

*20% locally manufactured

(proposal by

(2025)

National Energy
Plan)

Malaysia

BEV/HEV/PHEV

BEV <120 (2016)

100,000 (2020)

200 (309 charging
points) (2020)

E-tricycle: 1,420
E-motorcycle:952
Philippines

HEV/PHEV/BEV/
NEV

HEV: -

1 million (2020)

PHEV: -

4 (only 2 public)
(2019)

BEV: 64
NEV: 89 (2018)

143 charging

HEV: 44,894
Singapore

HEV/PHEV/BEV

PHEV: 473

-

BEV: 1,336 (2019)

station, 569
charging points
(2019)
527 charging

Thailand

HEV/PHEV/BEV

HEV: 153,184
BEV: 2,854 (2019)

1.2 million (2036)

station, 817
charging points
(2019)

100,000 (2020)
Viet Nam

HEV/PHEV/BEV/
NEV

*included in 6 million

1,086 (2016)

eco-friendly vehicles
target

* 출처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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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st charging
station

Ⅱ

주요국의 전기차 산업 동향

1. 태국
가. 산업 현황
v 아세안 내 유일하게 전기차 제조기반을 가지고 있는 태국은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n

HEV/PHEV의 등록율은 점차 둔화하는 반면, ‘19년도 이후 BEV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매년 100% 성장하는 등 급증하여 HEV/PHEV의 등록율을 추월

*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BEV(Battery Electric Vehicle)
< 태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 현황 >

* 출처 : 태국 전기자동차협회 (E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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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육상운송국(Department of Land Transport) 통계에 따르면 태국에는 현재 약
664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대도시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
- 이중, 일반 충전기(AC)는 1,459개, 급속 충전기(DC)는 771개로 총 2,224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 태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현황 >

* 출처 : 태국 전기자동차협회 (EVAT)

v 태국은 아세안 지역 내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글로벌 자동차 생산규모 11위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자동차 거점의 장점을 활용,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전환 중
n

태국의 전기차 생태계는 ‘15년도 76개 기업에서 ’19년도 420여개로 4년간 8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태국 전기자동차협회)
- 태국은 전기차 산업을 통해 약 89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OEM 업체에 30만명, 1차 협력사에 250,000명, 2차 및 3차 협력사에 약
340,000명이 고용되어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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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국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전기차 분야 투자는 급증
- 태국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atment)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전기차
제조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약 2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발표

- 니산, 혼다, 토요타, 벤츠, BMW, 폼(FOMM), 타카노(Takano)를 비롯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기존 자동차 제조기반을 전기차 생산기반으로 전환
* 태국 투자위원회는 HEV 5개, PHEV 6개, BEV 13개, E-Bus 프로젝트 2개
등 전기차 개발 관련 26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는 연간 566,000대
이상 생산규모에 해당한다고 발표

-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생산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SAIC, Honda,
Toyota 제조 공장과 최근 발표된 Mercedes 생산 시설이 추가될 예정

나. 산업 정책
v 태국의 전기차 정책 위원회는 향후 5년 (2025년) 내 아세안의 전기차 산업 허브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EV Roadmap’을 발표(‘20.3)
n

구체적으로 전기차 산업 3단계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
< 태국의 EV Roadmap 이행 전략 >

☞ 1단계 (2021-2022) : 전국적인 전기 오토바이 홍보, 기반 시설을 확충
☞ 2단계(2023-2025) : 배터리 생산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225,000대의 자
동차와 픽업 트럭, 36만대의 오토바이, 18,000대의 버스/트럭 개발·생산
을 통해 전기차 시장 확충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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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2026-2030) : 72만 5천대의 전기차 자동차와 픽업 트럭 및 67만
5천 대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을 통해 2030년 전체 자동차 생산의 30% 도약

v 이와 함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표준, 재정 및 세금 인센티브를
설정하여 이행
n

태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과 내부 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전기차
및 부품, 배터리 생산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시행
< 태국 투자위원회(BOI)의 전기차 인센티브 패키지 >
대상

인센티브 내용
·총 50억 바트 이상의 투자계획을 갖춘 프로젝트
- PHEV 프로젝트 3년간 세금 감면
- BEV 프로젝트 8년간 법인세 면제, R&D 투자/지출의 경우 연장 가능
·총 50억 바트 이하의 프로젝트

4륜 차량

- PHEV와 BEV에 대해 3년간의 세금감면 혜택
- 2022년까지 생산개시, 추가 부품생산, 최소 생산량 1만대 등 요건 충족시
BEV의 세금감면기간 연장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오토바이, 삼륜차, 버스
및 트럭

전력 선박

·3년간 법인세 면제 및 특정 조건 하에서 연장 가능
·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500톤 미만의 선박의 생산은 8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8년간 면제

부품

*대상 품목 : 고전압 하네스, 감속 기어, 배터리 냉각 시스템 및 회생 제동
시스템(RBS) 등 4가지 유형의 EV 부품
·지역 내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셀의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EV 배터리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 향후 2년간 수입관세 90% 감면

*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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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22년까지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고 ’22년도 이후 2%를
부과할 예정이며, 2036년까지 전국에 690개의 충전소와 12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n

태국은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 및 수출되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
- 태국 관련 제조기업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의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및 유통 허브 도약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평가

- 중국, 일본 등 주요 전기차 생산국은 태국과의 전기차 수출입에 유리한 관세를
확보한 반면, 한국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
* FTA 조약에 의거하여 태국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중국 0%, 일본 20%, 한국
40%, 유럽 80%로 책정
< 태국의 전기차 수입 관세율(CIF 대비 %) >
구분
HEV
PHEV
BEV

HS 코드

일반세율

8703.40

주요 다자간 FTA 협정세율
아세안 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한국

80

50

0.60

64

8703.50

80

50

0.60

64

8703.60

80

50

0.60

64

8703.70

80

50

0.60

64

8703.80

80

0

20

40

* 출처 : 태국 전기자동차협회(EVAT), KOTRA 보고서

n

태국 정부는 ‘Thailand 4.0’ 정책을 통해 전기차를 포함한 10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제구역을 우선 배정

- 태국 정부는 전기차 등 10대 전략산업 투자자에게 물류 여건이 유리한 주요
공항(Suvarnabhumi, Utapao), 및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에 우선 배정하고, 투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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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10대 전략산업 투자유치구역 >

*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BOI)

다. 시장 동향
v 태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에 기인하여 국내외 전기차 및
소재부품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확대
n

태국 투자위원회는 2017~2019년 동안 국내외 기업들의 전기차 및 관련 제조분야
투자규모는 약 2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
< 다국적 기업들의 태국 전기차 시장 투자 현황 >

*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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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일본, 유럽 및 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의 MG사는 관세혜택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는 추세
- 중국의 MG사는 태국의 대형 유통사인 CP그룹과 제휴를 통해 전기차 판매망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20년도 전기차 시장의 78%를 차지
* 태국은 자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를 제외한 중국산에 대해 관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본산 20%, 한국산 40%, 유럽과 및 미국산의 경우 80%의 관세를 부과
* 향후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국 전기차가 생산될 경우 태국 등 아세안 권역 내
수출시 관세 면제를 통해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

- 태국 에너지 앱솔루트(Energy Absolute)의 자회사인 마인 모빌리티(Mine
Mobility)사는 ‘21년도부터 자체 개발한 전기차 모델의 양산 및 판매를
시작했으며, PTT사는 중국 WM 모터스와의 합작을 통해 전기차 양산을 준비 중
< ‘21년도 태국의 전기차 판매 현황 >

*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 (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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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가. 산업 현황
v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나,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정책에 힘입어 향후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
n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및 수입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목표를 100%로 설정
- 싱가포르는 ‘20년도 기준, 전기차 보급률은 전체 차량 대비 0.2%인
640,247여대 수준이나, ’21년도 연간 판매량은 47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에 따르면 ‘21년도 상반기
전기차 등록대수는 332대로 전년도 등록대수(97대) 대비 340% 이상 증가
< 싱가포르의 연도별 전기차 등록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차
2
2
3
1
1
12
314
560
1,120
1,217

전기택시
102
133
32

전기오토바이
7
8
8
6
4
2
2
2
2
2
1

전기버스
1
2
4
10
50

기타
1
1
1
1
1
1
18
31
39
71
97

* 출처 : Annual Vehicle Statistics 2020, 국토교통청(LTA)

n

전기차 구매 및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800여개에 불과한 충전소의
확대, 버스 및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의 전기차량 전환,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와

12

같은 공공 인프라 확대를 가속화하는데 초점
- 국토교통청과 도시개발청은 최근 공공 주차장 내 620여개의 충전기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 중이며, 향후 2030년까지 공공시설에 4만 여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국토교통청은 민간 사업자와 총 5천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전기버스 운영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플러그인 충전방식의 전기 버스 40대를 배치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팬터그래프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의 20대의 전기 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 국가 전기차 충전의 표준화 채택 여부를 위한 새로운 충전 기술의 시험을 지원
< 팬터그래프(Pantograph) 충전방식의 전기버스 충전소 >

* 출처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 국토교통청과 경제개발청(EDB)은 2017년부터 프랑스 볼로레(Bollore)그룹과
협력을 통해 전기차 셰어링 프로그램인 ‘블루 에스지(Blue SG)’를 운영 중
* 블루 에스지 프로그램은 2017년 12월부터 80대의 전기차와 32개의 충전기를
통해 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0년 기준, 약 1,000여대의 전기차와 345곳의
충전소에 약 1,371개의 충전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현재 약 8만 명의 회원이
100만회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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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에스지(Blue SG) 서비스 맵 >

* 출처 : https://www.bluesg.com.sg/stations-map

나. 정책 현황
v 싱가포르 정부는 ‘Green Plan 2030’ 이행을 위한 하위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전기차 도입정책을 기후변화 대응의 포괄적 관점에도 접근
n

‘Green Plan 2030’의 7대 전략목표 중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에너지
재설정(Energy Reset), 전기차 확대(Encouraging Electric Vechile Adoption)
등 2가지 목표를 제시
- 에너지 재설정 측면에서 2025년부터 디젤택시 등록을 중단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60,000개로 확충할 계획
* 전기차 충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5년간 SDG 3,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 주차장에 40,000개, 민간 건물에
20,000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

- 또한, 인터넷 플랫폼 개발을 통해 이용자와 차량, 충전소를 연계하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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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보안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추진
n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차량 배출가스 규제,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
- 차량 배출 수준에 따라 세금환급 및 추가요금을 적용되는 기존 차량배출 규정
적용을 기존 승용차(택시 포함)에서 모든 상용차로 확대
< 배출가스에 따른 할증료 규정 >

* 출처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 전기차의 도로 이용료 인하, 2030년까지 한시적인 차량 등록비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조기 채택 인센티브 (EEAI)가 도입되어 차량
소유자는 추가 등록비(ARF)에 대해 45% 감면(최대 S $ 20,000)

다. 개발 현황
v 싱가포르는 전기차 자체 개발보다는 전기차 보급 정책과 연계한 도시 및 교통
연계, 충전 관련 인프라,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
n

전기차를 생산하는 BMW, Nissan LEAF, Huyndai, BYD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전기차의 현지시장 보급 및 판매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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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싱가포르에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을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하고, 미래 이동성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30,000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계획
* 난양공대와의 공동으로 AI를 활용한 결함 분석, 3D 프린팅 기술 적용 등
선행연구를 통해 전기차 제조과정에 적용하는 방안 연구
n

싱가포르는 시장규모의 제약성에 따라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코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재료개발 등 선행연구 집중
< 싱가포르의 전기차 인프라 연구분야 >
주요 연구분야

세부 연구내용

연계 시스템

전기차 이동성, 제로 에너지 주택, 재생 에너지, 탄력성, 지속 가
능한 생활 관행 등을 통합한 신도시 및 도시 지역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대한 연구
전기차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관한 연구

교통 시스템
도시와 교통계획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급속충전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
충전 인프라

무선충전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의 충전소 배치에 관한 연구
버스의 전기화 및 시험운행에 관한 연구

전기 기반
운송 수단

택시의 전기화와 시험운행에 관한 연구
화물운송의 전기화 및 시험운행에 관한 연구
배터리 신소재 연구

전기차 충전 솔루션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
* 출처 : E-mobility Technology Roadmap, published by LTA and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AN)
of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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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전기차 산업 현황 및 전망 >

* 출처 : Vulc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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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가. 산업 현황
v 아세안의 최대 자동차 소비국이자 글로벌 자동차 생산거점인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정
n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품목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인도네시아의 수출 상위 5개 품목( 2016-Q3 2019) >

* 출처 : Ministry of Industry, EV & EV Battery Development Plan in Indonesia KPMG Report (2021)

n

전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하는 약 2억 7천6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 아세안의 최대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
-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소비량은 1,151,284대이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소유비중은 87명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중산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소비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18년도) >

<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소유 비중(‘18년도) >

* 출처 : EV & EV Battery Development Plan in Indonesia KPMG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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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허브 구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
및 대중화에 필요한 인프라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계획을 준비 또는
검토 중이며, 대부분의 전기차는 수입을 통해 현지시장에 공급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는 전기버스, 이륜 또는 삼륜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생산용량은 각각 1,200대와 877,000대 규모를 보유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기업 현황 >

* 출처 :Indonesia Energy Transition Outlook (IETO) 2021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담당하는 PT Perusahaan Listrik
Negara(PLN), 민간업체 등에서 총 62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 중
* PLN은 2021년까지 65개의 충전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충전소
개발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1,000개의 상업용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37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
< 충전소 운영 현황 (2020년 기준) >

< 충전소 보급 로드맵 >

2020

* 출처 : DJK (DAIICHI JITSUGYO ASIA GROU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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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2023

2024

2025

n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과 전기차의 비싼 가격 이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2,200대, 전기오토바이 210만대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 기준, 전기차는 0.15% (229대), 전기
이륜차는 0.26% (1,947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
* 내연기관차 가격은 1억 5천만~2억 5천만 루피아 (10,386~17,310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 약 5억 루피아 (34,620달러)에 판매

- 사륜구동 전기차의 경우 일부 개인을 제외하고 현지 운송업체들을 중심으로
택시 30대와 버스 3대 등이 시범 도입되어 운영 중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등록 현황 및 보급 정책 >

* 출처 : Ministry of Transport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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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현황
v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Automotive Industry 4.0’전략을 추진
n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구조를 단계별로 전환하여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제조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①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 조달, ②가치
사슬을 따라 최적화된 부문별 생산성 달성을 통해 ③전기차 수출을 선도하는
허브 및 ④권역 내 전기차 생산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수립
* 인도네시아는 ‘Making Indonesia 4.0’(‘19)을 통해 10대 전략 방향과
자동차(전기차 및 원자재 포함), 섬유, 전기전자 등 5대 주요 산업을 지정
< 인도네시아의 ‘Automotive Industry 4.0’ >

* 출처 : A.T. Kearney

v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을
규정한 대통령 규정 55/2019에 따라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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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기차 산업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현황 >
재정적 인센티브

비재정적 인센티브

·CKD 및 IKD 방식으로 생산시 수입관세 혜택
·배기량 및 엔진 용량에 따른 세제 혜택
·자재 및 기계류 수입에 대한 세금 우대 및 감면 ·도로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연구개발 인센티브

·중앙/지방정부가 보유한 관련 특허기술 및

·배터리 등 관련 제품 인증을 위한 인센티브

제품의 생산권

·5조 루피아(3억 4600만 달러)의 투자를 하는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0년간 세금 면세
* 출처 : EV & EV Battery Development Plan in Indonesia, KPMG Report

n

전기차 구매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 차량 구입 시 대출 계약금 요건을
없애는 한편 대출, 위험도 산정, 신용평가 규정을 완화
- 사치세 면제 및 차량 소유권 이전 수수료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EV 구매 가격을 낮추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인센티브 현황 >

* 출처 : Indonesia Energy Transition Outlook (IET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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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도네시아 정부는 ‘Automotive Industry 4.0’전략 이행에 필요한 니켈 등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니켈 광석의 수출을 중단 조치(‘20.1.1, 발효)
n

니켈 광석의 수출금지 조치는 ①급성장하는 자국 니켈 선철(NPI) 및 제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니켈광석 매장량 보존과 ②니켈을 원료로 하는 전기차 배터리 및
고부가가 제품 생산 업계를 위한 국내 공급망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 다국적 OEM 기업들의 투자 유치 유도, 국영 배터리 제조사 설립,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활성화 등을 통해 자국 내 통합적인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 초점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공급망 구상 >

* 출처 :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전략인 전기차 배터리 개발 로드맵(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ESS 포함)을 수립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로드맵 >
단계
2021~
~2024
~2025
~2026

달성 목표
인도네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전기 충전소 건설 착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를 시작
Pertamina 및 PLN의 배터리 셀 및 팩 제조공장 가동 시작
이전될 새로운 수도의 전기차 도입률 100% 달성

* 출처 : https://otomotif.ko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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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현황
v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와 함께 풍부한 니켈 자원을 활용한 리튬 베터리 생산을 통해
포괄적인 전기차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생태계 조성에 투자를 집중
n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52%에 해당하는 7천 2백만 톤을
보유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광물 보유국이자 생산국으로 자리매김
* 니켈 광물 주요 보유국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호주(15%), 브라질(8%), 러시아(5%)
순이며,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 (266만
8000t)의 30%(80만t) 비중을 차지

- 2020년 현재, 인도네시아는

292개의 니켈 채굴 허가지(IUP, Izin Usaha

Pertambangan)와 12개의 활성 제련소가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니켈 광구는
매장량이 가장 많은 술라웨시(Sulawesi)에 위치
< 인도네시아의 주요 니켈 광구 현황 >

* 출처 :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

니켈 광구를 중심으로 채굴되는 원석의 정제 및 추출과 이를 활용한 베터리 셀
제조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전기차 업스트림 생태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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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술라웨시(Sulawesi)의 IMIP와 IWIP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중국,
일본 등의 투자를 통해 합작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니켈 광산을 통해 조달되는
원석을 통해 배터리 셀 제조에 필요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를 생산
* IMIP 지역에 위치한 PT QMB New Energy Materials, PT Huayue Nickel
Cobalt사의 경우 2021년도에, IWIP 지역의 PT Halmahera Persada
Lygend사는 2023년에 생산에 착수할 계획
<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추출 및 정제 생산기업 현황 >

* 출처 : Indonesia Energy Transition Outlook (IETO) 2021

- 현지 기업인 PT International Chemical Industry은 2021년부터 연간
256MWh의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할 계획
n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SOE state-owned enterprise consortium)은
134억 ~ 17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배터리 회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를 설립하고 통합적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21.3)

- 국영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된 IBC는 국영 광공업 MIND ID, 국영석유
Pertamina, 국영광업 아네카탐방(Antam)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분야별 기업간 역할을 분담
25

< 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 참여기업 및 역할 >

컨소시움

분야

역할

Inaium / Antam

상류
(Upstream)

Pertamina

중류
(Intermediate)

·전구체, 음극, 배터리 셀 및 팩 제조 및 운영
·배터리 재제조 (with PLN)

PLN

하류
(Downstream)

·배터리 공급
·베터리 재제조 (with Pertamina)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니켈 채광 및 정련

* 출처 : https://www.cnbcindonesia.com, https://www.indonesiabatterycorporation.com

- IBC는 글로벌 선도 배터리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7개 대형 배터리 제조기업을 잠재적 파트너로 지정
* 한국 LG 화학 및 삼성 SDI, 중국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CATL), BYD
Auto Co. Ltd, 파라시스에너지(Farasis Energy), 미국 테슬라(Tesla, Inc), 일본
파나소닉 등

v 글로벌 최대 규모의 리튬 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과 투자 매력도에 힘입어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시화
n

인도네시아의 주요 리튬 광산 및 원자재 생산에 대한 투자는 중국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배터리 및 전기차, 일본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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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GEM 등은 주요 리튬 광구에 대한 지분투자 및 개발 참여를 통해
리튬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기업 및 자국기업 간 컨소시움을
통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제련 공장을 운영 중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은 리튬 광구 지분 투자에 이어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51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20)

-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10GWh 생산 규모의
배터리 셀 합작공장 설립에 착수 (‘21)

- 인도네시아에서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생산 중인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발전 정책에 맞춰 전기차 생산계획을 검토 중이며,
국내 기업인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생산
공장을 건설 중
< 다국적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 >
기업명
토요타

투자 계획
·2022년 전기차 생산에 착수 계획 검토 중

미쓰비시

·전기차 생산을 위해 2025년 말까지 7억 7천 8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혼다

·2021년까지 3,610억 달러의 투자하여 인도네시아로 생산을 이전하고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 예정

스즈키

현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위해 8천336만 달러 투자 검토
·총 15억 5000만 달러를 투자, 서부자바주(州)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77만6000㎡ 부지에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
·내연기관차 생산에 주력, 2022년에 전기차 생산 검토 중

테슬라

·니켈 광구, 배터리(ESS) 및 전기차 생산계획 검토 중

* 출처 : 국내외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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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상 >

* 출처 : Ministry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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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v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며
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세안으로 영향이 확산
n

2025년 이후 EU 지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운행 중단이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
인도, 중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규제가 확대될 전망
< 주요국들의 내연기관차 운행 중단 계획 >

* 출처 : ICCT

n

아세안의 주요 자동차 제조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전기차 제조기반으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태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며
높은 전기차 수입관세 부과와 국내외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기차 산업 투자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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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인 리튬 자원을 무기로 소재, 배터리, 전기차
및 재제조에 이르는 포괄적인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 싱가포르는 2011년도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
n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과 시장은 주요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와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구조와 시장은 변화될 전망
*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생산규모(‘20) : 태국(1,427,074대(1.6%), 11위),
인도네시아(691,286대(0.8%), 20위), 말레이시아 485,186대( 0.5%), 22위)
*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판매규모(‘20) : 태국(792,146대), 인도네시아(532,027대),
말레이시아(522,573대), 베트남(296,634대)

- 싱가포르는 전기차 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의 경우 충전소 확충과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로
설정하는 등 내수시장 확대와 전기차 생산거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

-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자재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공급 허브 구축에 초점

v 일본,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에 대응하여
전기차 관련 투자를 확대
n

아세안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진출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응하여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 아세안에서 전기차 제조산업 육성에 먼저 착수한 태국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시설의 확충 및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현지 전기차 생산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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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컨소시움을 통한 리튬 광산 지분 투자와 혼다,
토요타 등 기 진출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시설투자 검토가 진행
n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 보다는 유리한 FTA
조건을 활용한 현지 수요에 맞는 전기차 개발 및 수출, 리튬 자원 확보에 집중

-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출 비관세 혜택과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추세

- 자국 내 전기차 제조와 연계한 인도네시아의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한 광구 개발,
정제시설 및 배터리 제조 등 업스트림 분야에 투자를 집중

v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제조 및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에 착수했으나,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의 전기차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 포착 필요
n

그러나, 아세안 각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일본, 중국 등이 선점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형태의 전략적인
사업기획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아세안 전기차 산업분야 투자 분야(예시) >
투자 분야

대상 국가

리튬 등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인도네시아, 필리핀

충전소 개발 및 설치·운영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리튬 배터리와 연계한 재생에너지(ESS) 분야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재제조 분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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