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Act. No. 9513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E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목차

SECTION 1. 약칭
SEC. 2. 정책의 선언
SEC. 3. 범위
SEC. 4. 용어의 정의
SEC. 5. 안내 기관
SEC. 6. 재생 포트폴리오 기준(RPS)
SEC. 7. 관세제도 육성
SEC. 8. 재생 에너지 시장(REM).
SEC. 9. 녹색 에너지 선택권

- 1 -

SEC. 10 재생가능 에너지의 순 계량
SEC. 11. 공급 및 전송 시스템의 개발
SEC. 12. Off-그리드 지역
SEC. 13. 정부 분담
SEC. 14. 환경 규정 준수
SEC. 13.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활동의 인센티브
SEC. 14. 하이브리드와 열병합 시스템
SEC. 15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SEC. 16 환경 준수 기준(ECC)
SEC. 17 보통요금의 공제
SEC. 18 전송비 부과
SEC. 19. 하이브리드와 열병합 시스템
SEC. 20. 간헐적 재생에너지원
SEC. 21. 재생에너지의 영리화에 대한 인센티브
SEC. 22.

바이오매스 자원 배상에 종사하는 경영인에 대한 인센티브

SEC. 23. 재생에너지 구성물에의 세금 환불
SEC. 24. 재정적 인센티브 수여 기간
SEC. 25. 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역 내 생산에 관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
및 지역 제조업자, 조립업자 및 공급자의 등록
SEC. 26. 에너지 부서의 증명
SEC. 27. 전국 재생에너지 위원회(NREB) 창설
SEC. 28.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RETF)
SEC. 29. 기금 지원 프로그램
SEC. 30.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채택
SEC. 31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LGU
SEC. 32 재생에너지 관리 사무소의 창설
SEC. 33. 규칙과 규정의 실행
SEC. 34. 의회의 감독
SEC. 35. 금지규정
SEC. 36. 처벌 조항

- 2 -

SEC. 37 적용
SEC. 38. 개별 조항.
SEC. 39. 취소 조항
SEC. 40. 효력조항

- 3 -

CHAPTER I

제목 및 정책 선언

SECTION 1. 약칭

이 법은 「2008년 재생 에너지 법」으로 알려졌으며

이하에서는 이 법으로

인용한다.

SEC. 2. 정책의 선언

(a) 자연가스,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력에너지,
해양 에너지원 및 하이드로 시스템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탐구 개발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여 에너지 수입을 줄이며 수입 에너지 연료에 대한 재
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b)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국가적 및 지역
적 능력을 개발하며 그 효율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경제적, 비 경제
적 이익을 수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진하도록 한다.

(c) 재생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해가되는 방출량은 줄이는 도구로
서 경제성장과 개발 및 에너지 자족을 이루어 건강과 환경 보존 및 더 나아
가 다음세대의 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d) 이 법이나 기타 관련법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한
다.

SEC. 3.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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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의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SEC. 4.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이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지력, 생화학 및
물리화학 과정을 사용하여 열, 스팀, 기계동력이나 전기 기타 에너지를 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란 자연적 및 인공적 재배 식물, 나무, 곡식, 목
재나 나무껍질, 그리고 동물성 비료 및 기타 유기농이나 생물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생물성 전환과정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c) "투자 위원회(BOI)"란 무역 및 산업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개정 Republic
Act No. 518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다.

(d) "열병합 시스템"은 전기적/기계적 에너지와 열이나 스팀과 같은 지력에
너지를 산업적으로 및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여 연속적인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가열 및 냉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 "에너지 부서(DOE)"란 Republic Act No. 7638 에 따라 창설한 정부기관
으로서 Republic Act No. 9136 및 이 법에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f) "에너지 및 자연자원부서(DENR)"란 행정명령 No. 192에 따라 창설된 기
관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자"란 필리핀 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원과 그 시스템/시설
을 탐구, 개발 및 이용 개인/그룹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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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경제부(DOF)"란 개정된 행정명령 No. 127에 따라 창설된 정부부서이다.

(h) "과학기술부서(DOST)"란 행정명령 No. 128.에 따라 창설된 정부부서이
다.

(i) "무역산업부(DTI)"란 행정명령 No. 133에 따라 창설된 정부부서이다.

(j) "생성 공급"이란 소규모의 발전 기업으로서 직접 유통 그리드에 100 kW
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k) "전기유통"이란 전기력을 Republic Act No. 9136과 관련 규정(IRRs)에 따
르는 유통 시스템을 통해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l)

"유통시설"(DU)이란 Republic Act No. 9136에 따르는 프랜차이즈 유통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독점적인 프랜차이즈 망을 가지는 전기 협력시설, 개
인조합시설, 정부-소유의 이관이나 지방 정부 부서를 지칭한다.

(m) "Republic Act No. 9136" 이나 "2001년 전기력 산업개혁 법 17" 이란 전
기력 부분의 구조조정과 NPC의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말하는 것이
다.

(n) "에너지 규제위원회(ERC)"란 독립적인 준-사법적 규제 기관으로서
Republic Act No. 9136에 의해 창설된 기관을 말한다.

(o) "생산회사"란 전기 생산에 있어서 사용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ERC가 권한을 부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p) "생산 시설"이란 전기/지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q) "생산 에너지"란 모든 지력 유동체를 말하며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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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지구의 열로서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한다.

(r) "지열에너지 서비스 시스템" 이란 지열에너지를 이용가능한 동력으로 변
환시키는 기계나 장비를 말한다.

(s) "지열자원"이란 미네랄 자원이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재생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i) 스팀, 뜨거운 물이나 간수를 포함한 지열 생산물 모두
(ii) 스팀, 가스, 뜨거운 물이나 간수 기타 인공적으로 생산된 것:
(iii) 지열로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
(iv) 위의 것들로부터 나온 생산물.

(t) "정부 부담"은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부서(LGU)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할 방법을 탐구 개발하는 정부의 부담을 말한다.

(u) “녹색에너지 선택권”이란 최종 소비자가 필요한 에너지 요건에서 재생에
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v) "그리드"란 고 전압의 전송선간의 연결시스템으로서 Luzon , Visayas,
Mindanao 기타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가 Republic Act No. 9136의 여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곳에 위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w)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둘이상의 종류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말하는 것
으로 풍력/디젤 시스템, 태양력/풍력 에너지, 생화학/석탄 연료 시스템, 수
력/석탄 연료 시스템으로 최소한 1/10 메가와트 이상 또는 연간 에너지 생
산의 10%정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x) "수력전기 동력 시스템" 및 "수력전기 시스템"은 수력 기반 에너지 시스
템으로서 떨어지는 물이나 흐르는 물로서 터빈 생산을 통해 에너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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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y) "수력전기력 개발"이나 "수력개발"이란 수력 전기 발전소나 그 이용시설
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z) "수력전기력 자원" 이나 "수력자원"이란 개발하여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강, 호수, 연못 등 수자원을 지칭한다.

(aa) “지방정부 분담”이란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국적으로-발생하는 재생에너
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분담을 말한다.

(bb) “최소-범위 프로젝트”란 100킬로와트를 넘지 않는 정도의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젝트를 말한다.

(cc) "필수 지역"이란 기본 전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를 이용가능한
수준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dd) “정부 분담”이란 전국적으로-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전국적인 국가 분담을 의미한다.

(ee) "국가 전력 기관(NPC)"란 개정 Republic Act No. 6395에 따라서 창설된
기관을 말한다.

(ff) "국가 전송 기관(TRANSCO)"란" Republic Act No. 9136 에 따라 창설된
기관으로서 고 전압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다.

(gg) "순수계량"이란 유통 생산량의 측정 시스템을 말하며, 여기에는 순수 전
기 소비량만을 측정하여 전기 그리드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양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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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비-동력 이용”이란 재생에너지 시설물이나 시스템으로서 기계구동 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메탄가스, 열에너지 또는 지열에너지 등 전기를 이용
하지 않지만 산업적/상사적 이용, 요리 및 운반 등 석탄에너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i) "해양 에너지 시스템" 이란 해양 및 조류, 해양 열 경사 및 조류 에너지
를 전기 및 전자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jj) "Off-그리드 시스템"이란 전기로서 소-Grid 시스템이나 온라인 그리드 시
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전기 시스템을 말한다.

(kk) "온라인-그리드 시스템"이란 상호 전송선을 통해서 전기 시스템과 연결
하여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이전하려는 시설을 말한다.

(ll) “필리핀 전기 시장 기업(PEMC)”이란 도매 전기 시장(WESM)의 구성원
과 그 이사회사 PEM의 이사가 되는 에너지 부서의 정책과 통합된 회사를
말한다.

(mm) “필리핀 국립 오일 회사(PNOC)”란 개정 대통령령 No. 224에 따라 창
설된 정부기관을 말한다.

(nn) “동력의 적용”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 및 시설을 의미
한다.

(oo) “등록된 재생에너지 개발자”란 에너지개발부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pp) "재생 에너지(시스템) 개발자(RE Developers)"란 재생에너지원 재생 에
너지 시스템/시설과 관련한 필리핀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개인이나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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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재생 에너지 시장(REM)”이란 재생에너지의 생성시에 발생하는 동력의
총량과 동등한 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자원을 교환하는 시장을 말한다.

(rr) "재생 에너지 정책 기반(REPF)"이란 에너지부서(DOE)가 개발한 장기적
정책으로서 국가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ss)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준”이란 이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에
합의한 전기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시장-기반 정책을 말한다.

(tt) "재생에너지 서비스(운영) 계약(RE Contract)"이란 정부와의 서비스 협정
을 말하며 에너지부서(DOE)와 재생 에너지 개발자들 간에 특정한 재생에너
지 지역의 탐구 개발에 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계약
이다. 재생에너지 계약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개발 전 단계와 개발/영
리 단계이다. 예비단계 평가와 경제 비용에 관한 연구는 예비 개발 단계로
분류된다. 시설의 설치 및 건설과 그 운영은 개발 단계로 분류된다.

(uu) "재생 에너지원" 이란 사용하는 경우에 총량의 제한이 없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이런 자원은 기본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며, 그 재생율이 무한정 가능
한 것이다. 여기에는 태양, 바람, 수력,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vv) "재생에너지 시스템(RE system)"이란 재생 에너지원을 전기, 전자력 같
은 이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ww) "지방 전력공급"이란 동력 생산, 변속 기타 국가 곡곡에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동력 시스템을 확장하는 기본 전기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xx) "태양에너지"란 태양 방사열을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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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나 지열에너지로 전환
시키는 것을 말한다.

(zz) "소규모 동력 기술 그룹(SPUG)"이란 Republic Act No. 9136 에서 위임
된 NPC의 부서이다.

(aaa) “공급자”란 ERC에서 승인받고 판매, 중개 및 최종소비자에 제공할 권
한을 가진 자/기업을 말한다.

(bbb) "전기 송달"이란 고압 백본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송달하는 것을 말
한다.

(ccc) "풍력 에너지"란 바람으로부터 유용한 전기 전자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을 말한다.

(ddd) "풍력 에너지 시스템"이란 풍력에너지는 전기 전자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eee) "도매 전기 시장(WESM)"은 Republic Act No. 9136.에 따라 창설된 도
매 전기 시장을 말한다.

CHAPTER II

기

구

SEC. 5. 안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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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R을 지원하는 에너지부서(DOE)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필수 안내기관이다

CHAPTER III

재생에너지 그리드 개발

SEC. 6. 재생 포트폴리오 기준(RPS)

전기 동력 산업의 모든 주주들은 국가의 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 Section 27 에 따르는 NREB는 이 법 효력일
로부터 1년 안에 이용가능한 재생 에너지원의 재생 퍼센티지를 정하여서 재
생포트폴리오 기준(RPS) 부분의 최소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SEC. 7. 관세제도 육성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관세제도를 만들어서 풍력, 태양력, 해양자
원, 강물을 이용한 수자원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관한 관세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ERC는 국립재생에너
지 위원회와의 자문을 통해서 이법 Sec. 27에 따라서 관세제도를 육성한다.
그 대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a) 필리핀 영토 내의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그리드에
연결
(b) 그리드 운영자가 이 전기를 구매, 전송 및 지불하는 것
(c) 최대 12년을 넘지 않는 위임 기간 동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정한 세
율을 결정
(d) 이 관세제도는 에너지부서가 만든 RPS규칙 및 이 법의 재생에너지 포트
폴리오 기준에 따르는 재생에너지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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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8. 재생 에너지 시장(REM).

이 법 Section 6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부서(DOE)는 필리핀 에너지 시장
협회(PEMC) 및 NREB 의 자문을 통하여, WESM의 보조 시장으로서의 재생
에너지 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PEMC는 에너지부서의 감독 하에 재생 에너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하
여 재생 에너지원의 발생에 관한 재생 에너지 인증사항을 발행하도록 한다.

이 증명서는 재생 포트폴리오 기준(RPS)에 따라서 인증된다.

SEC. 9. 녹색 에너지 선택권

녹색 에너지 선택 프로그램은 최종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원의 선택권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에너지 규제위원회(ERC)는 NREB와 협력하
여, 이 목표를 위한 적절한 실행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에너지부서의 기술적
인 시행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녹색에너지 선택권 프로그램에 맞춰서 최종
소비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시설과 연락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TRANSCO와 그 이해관계인, 분배 시설, PEMC와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녹색
에너지 선택권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업적인 협의 및 물
리적인 연결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선택
권 프로그램에 등록한 최종소비자는 월별로 그 전기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얼마나 전기를 소비하였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설로부터 제공받
은 전력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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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0 재생가능 에너지의 순 계량

유통시설은, 기술적 고려요건에 따라서, 그리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그리드
이용자들과 그리드 수요의 최대 1%까지 유통생성의 순수-계량 협의를 체결
한다.

유통 그리드 이용자가 재생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자격
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kW이하의 동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리고 에너지부
서(DOE)가 규정하는 모든 특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통시설은 자격 있는 이용자들이 그 순에너지 소비를 기준 소비율에 맞도
록 할 책임이 있고,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에너지의 순 기여율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다.

유통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인증에 대하여 재생포트폴리오 기준(RPS)
의 이용이나 판매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성에 대한 자격을 수여한다.
DOE, ERC, TRANSCO 및 그 이해관계인이나, DUs, PEMC 기타 관련 당사
자들은 그리드 및 유통 법에 따르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순 계량의 승계
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사적 협의 및 물리적 연결을 위한 적절한 메커
니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SEC. 11. 공급 및 전송 시스템의 개발

TRANSCO 및 그 이해관계인이나 구매자/승계인 그리고 모든 DU는 재생에
너지 기반 시설의 전송 또는 유통 계약 계획에 필요한 연계시설에 관한 사
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단 이러한 시설들은 DOE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전송 및 유통 시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장의 연계시설 라인은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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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OFF-그리드 재생에너지 개발

SEC. 12 Off-그리드 지역

전기 공급 지역에 전기를 필수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off-그리드 지역에서
의 SPUG, 이해관계 승계인, 자격 있는 제3자는 이 법의 효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에너지부서(DOE)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서 결정한 해당 지역의 전
체 연간 재생에너지 생산의 최소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이해관계 승계인이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재 NPC-SPUG
지역에 공개 경쟁적 입찰과 관계된 기업을 말한다.

off-그리드 지역과 필수 지역에서의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이법 section
8에서 재생에너지 인증 규정에서 정한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생산 가능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전기 공급업자는 이법 section 6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CHAPTER V

정부 분담

SEC. 13 정부 분담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정부 분담은 재생에너지원 개발수입 또는 기타
재생에너지 생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양의 1%이며 고유 지역에너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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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그 분담
액을 100킬로와트가 넘지 않는 한도에서 비-상사적 또는 지역적 목적을 위해
유보시킬 수 있다.

CHAPTER VI

환경 규정

SEC. 14 환경 규정 준수

모든 재생에너지 조사 개발, 이용 및 재생에너지의 운영은 DENR이나 기
타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기존 환경 규정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CHAPTER VII

일반 인센티브

SEC. 15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정식으로 등록하고, 동력 또는 비동력 적용장치를 모두 포함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자는 다음의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a) 수입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과 면제- 처음 상업적으로
운영한 지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 운영 계약자는 국가가 부과하는 수입세
를 면제받는다.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상황에 비례하여 면
제받는다;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발견 및 개발은 투자로써 인정받아야 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게다가 추가 면제기간은 초기 면제기간의 3배
이상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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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생에너지 기계 수입시 면세- 재생에너지 운영 계약 후 10년 동안에, 기
계와 장비, 그 재료와 부품들의 수입 시에는, 세금이 면세되고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단, 이미 지정한 기계, 기구, 내용물 및 부품들은 실제로 필
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게다가, 이 기계, 기구, 재료의 수입 이전
에 DO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DOE의 승인은 반드시 수입되
어 판매, 전송 및 유통 전에 받아야 하며; 수입일로부터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이러한 판매, 전송 및 유통을 시킬 수 있다.

(i) 다른 재생에너지 개발업자가 수입 자본 설비에 대하여 세금 의무 및 면
제 의무를 향유하게 된 경우
(ii) 비-재생에너지 개발업자에게, 판매된 주요 장치의 순수 가격 가치에 해당
하는 세금 및 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iii)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주요 설비, 기계, 부품이나 주요
서류의 수출
(iv) 기술적인 감가상각이 인정된 경우

언급한 판매, 전송 및 유통에 있어, 수입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위에서 언
급한 각 paragraph의 요건의 경우에는, 판매 전송 및 유통에 세금이나 기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c) 장비에 관한 특별 부동산- 모든 법 및 지역 조례에 반하여 RES 를 독점
적으로 사용하는, 등록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의 기계장비에 관한 부동산 세
금은 원래 비용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공화국법 No. 9136에서 규
정하는 누진개발 및 발전 시설에는 부동산세가 공장에 부과된다.

(d) 순 운영 손실 이월 (NOLCO)- 처음 영업 시작일로부터 3년 동안 재생에
너지 개발자의 순 운영 손실은 다음해 7년 동안 세금부과 년도의 공제액으
로서 이월된다: 단, 이 법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운영된 운영손실의 경우에는
NOLCO 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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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H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자는 NOLCO를 이용할 권한이 없다.

(e) 법인세율- 세금율 통합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모든 재생에너지 개발업
자는 순 세 수입의 10%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단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는 최
종소비자에게는 더 낯은 동력-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f) 가속된 가치 저하- 전부 적용하기에 앞서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ITH를 얻
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가속 가치 저하를 적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세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단, 가속 가치저하가 적용된 경우에는, 그 프로젝
트는 더 이상 ITH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식물, 기계
및 장비, 탐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가속된 가치저하는 1997년 개정 전국
국내 세금법(NIRC)의 경제규정에서 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연간 계산
된 것의 두 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감가상각 비율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속 가치저하에는 다음의 방법이 적용된다.

i) 감소 균형 법(Declining balance method)
ii) 연수 총량법( Sum-of-the years digit method)

(g) 부가가치세율 제로 퍼센트- 바이오매스, 태양력, 풍력, 하이드로 파워, 지
열, 해양 에너지 및 기타 재생에너지 소스로부터 생산된 전력 판매는 공화국
법 No. 9337로 개정된 1997년 내국 조세법(NIRC)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VAT)율을 0으로 한다. 모든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는 공장 시설의 설치, 건
설 및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자산, 부지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 제로-율
부가가치세를 지불한다.
이 규정은 재생에너지원을 동력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개발 및 탐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h) 필수 지역에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이 법에서의
효력일 이후에 설립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는 50%정도의 수준에서 시간당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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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산화탄소 공정의 면제- 모든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공정 판매에 관한 모
든 절차는 세금이 면제된다.

(j) 국내 자본 시설 및 서비스의 세금 공제- 재생에너지 관련 기계, 설비, 자
료 및 부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국내 재생에너지 운영계약 업자에게는 부가
가치세 및 관세 의무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100%의 세금공제를 한다; 단 먼
저 에너지 부서에 의한 이전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이 설비들은 재생에너지
운영 계약자의 유효 기간 내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SEC. 16 환경 준수 기준(ECC)

공화국법 No. 7160 Section 17 (b) (3) (iii)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개발업자에게 DENR 지역 사무소에 상등하는 환경 준수기준(ECC)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SEC. 17 보통요금의 공제

off-그리드 지역에서의 자유 유통 및 생성자 본인의 소비를 위한 RES를 통한
동력 및 전기 발전의 경우에는 공화국법 No. 9136의 section 34에 정한 보통
요금의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SEC. 18 전송비 부과

동력과 전기를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등록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의 경우에
는 전송비 및 TRANSCO 및 그 이해관계 승계인의 운송비를 그리드 지역을
통해 전송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킬로와트/시간-율로 책정할 수 있다.

SEC. 19. 하이브리드와 열병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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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Section 15 에서 정한 세금 면제와 인센티브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열
병합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운영 계약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생에너
지원과 전통적인 에너지 모두에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한다: 단, 세금면제
나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장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 20. 간헐적 재생에너지원

TRANSCO 와 그 이해관계승계인은 투자자의 자문을 얻어, 간헐적 재생에너
지-기반 동력 공장의 시장진출 최대 한도를 정한다. 간헐적 에너지원의 자격
있는 등록 재생에너지 동력 단위 구성원들은 이용가능한 에너지원의 “필수
기관”으로 여겨지며,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WESM 규칙, 유통 및 그리
드 법에서 “필수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도록 한다.

PEMC 와 TRANSCO나 그 이해관계승계인은 전기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흐르는 강물이나 바람 및 해양 에너지 같은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가변성을 가지며 통제하기 힘든 간헐적 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유닛이란 재생에너지 생산의 개별 유닛 또는 그룹을 말한
다.

SEC. 21. 재생에너지의 영리화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 부서가 인정하고 정당한 등록을 마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장비, 부속품 및 자료의 모든 제조업자, 조립자 및 공급자는 DOST, DOF,
DTI와 협력하여 BOI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법 Section 15와 Section 21에서 정하는 BOI에의 등록은, BOI와 DOE의 협
의와 행정 규칙에 따라 이행된다. 또한 이 등록이 DOE의 승인을 기초로
BOI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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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부문은 우선적 투자 부문임 여기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DOE의 승인을 받은 모든 기업은 여기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a) 세금 및 면제 부품의 수입- 재생에너지 장비와 부품의 제조/제작에 필요
한 모든 선적의 경우에는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그 부속물이나
부품은:
(i) 합리적인 경쟁가로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ii) 재생에너지 장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iii) 선적 서류에 정식으로 제조업자/조립업자로 등록되어 직접 운송할 권한
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일 것:

단 에너지부서(DOE) 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b) 국내 주요 부속물 및 부품에 관한 과세-

재생에너지 장비 제조업자, 조

립업자 및 등록된 공급자 등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부품을 구매
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에 상응하는 세금공제 및 과세 의무
를 부과한다: 단 이러한 부품이나 부속물은 재생에너지 제조나 조립에 직접
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단, 에너지 부서(DOE)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c) ITH 및 면제- 인정/승인 이후 7년 동안, 재생에너지 제조업자, 조립업자
및 공급업자는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d) 0% 부가가치세율 적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지역의 모든 제조
업자, 조립업자는 물품, 자산 및 서비스의 지역적 공급 및 그 운송에 0% 부
가가치율의 세금을 적용받는다.

SEC. 22.

바이오매스 자원 배상에 종사하는 경영인에 대한 인센티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동안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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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인증을 받은 야트로파(jatropha), 코코넛 및 사탕수수 등 농작물 및
수목을 경작하는 경영인의 경우에는 모든 농작물, 시설 및 기계 설비 수입
시에 면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SEC. 23. 재생에너지 구성물에의 세금 환불

재셍에너지 테크놀로지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DOF는 DOST, DOE,
DTI의 자문 하에 전부 또는 일부의 재생에너지 매입 대금에 대한 세금 환불
을 받는다. DOF는 또한 이 세금 환불에 관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SEC. 24. 재정적 인센티브 수여 기간

이 법 section 15에서 수여하는 재정적 인텐시브는 모든 재생에너지 시설에
적용된다. 국립 재생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법 실
행에 관해 각 1월에 재생에너지 개발 절차 및 그 이용의 이익과 영향력에
대해 에너지 보호 및 기후에의 영향력 등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리핀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은

국토 재생에너지 시설의 충분한 개발의 보장을 위해 이 법에서 제

공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의회 권한 위원회의 검토사안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SEC. 25. 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역 내 생산에 관한 재생에너지 개발업자
및 지역 제조업자, 조립업자 및 공급자의 등록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개발업자, 제조업자, 공급자는 에너지 부서 내 재생에
너지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이 법 Chapter VII에서 정하
는 인센티브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각 재생 에너지 개발업자, 제조업자
및 공급자에게 증명서가 발급된다.

SEC. 26. 에너지 부서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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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 개발업자의 가격을 증명하는 모든 증명서는 에너지 부서의 재
생에너지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된다. 에너지 부서는 재생 에너지 관리 사무
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업자,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신청 이후 15일 이
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그 증명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정적 인센티브
와 관련한 정부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CHAPTER VIII

일반 규정

SEC. 27. 전국 재생에너지 위원회(NREB) 창설.

전국 재생에너지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의장 1명과 다음의 각 기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 DOE. DTI. DOF, DENR, NPC, TRANSCO 및 그 이
해관계 승계인, PNOC, 및 PEMC; 그리고 다음의 각 부분에서 대표자를 선
출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자, 정부 재정경제기관(GFIs), 민영 유통시설, 전기
조합, 전기 공급업자 및 비정부기관, 각 산업별로 정당하게 승인을 얻은 대
표자로 모두 필리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은 이 법 실행일로부터 1달 안
에 NREB를 개최한다.

에너지부서의 장관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차관은 위원회장의 권한으로 이
법이 공표된 후 한 달 이내에 NREB를 소집하여야 한다.

NREB는 이 법 Section 32조에서 창설한 에너지부서(DOE)의 재생에너지 관
리 부서의 기술 사무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부서 장관 또는 차
관의 사무실로 NREB의 활동 관련 사태에 따른 보고서를 직접 보내야 한다.
기존계획(plantilla)을 충족시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직원 및 직
원들의 업무에 대응하는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에 관하여는 예산 집
행 관리 부서(DBM)의 승인을 받고, 현존하는 공무원 규칙과 규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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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NREB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갖는다.

(a) RPS 및 off-그리드 지역에서의 최소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의 평가 및
DOE에 권고
(b) 전국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촉진하고, 이의 실행에 있어서 전국
정부 부서 및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정 조치의 권고
(c) RPS를 준수 하는지 및 off-그리드 지역의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NREP의 실행에 관해 관리 감독
(d) 이 법 Section 28에 따라 창설되고 DOE가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신탁 기
금 감독, 감시
(e) 이 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타 다른 기능

SEC. 28.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RETF).

재생에너지 신탁 기금은 재생에너지의 장비 확대와 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 된다. 신탁 기금은 GFI의 특별 계좌로 에너지부서
(DOE)에 의해 관리된다. RETF는 오로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a)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생산적 이용을 위한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연구, 개
발, 증명, 보급을 위해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기관이나
장학금 및 펠로우십 등 공공, 민영 부분에서의 합동 연구에 종사하는 재생에
너지 연구개발 기관 지원
(b)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한다: 단,
여기의 보조금은 경쟁과 투명한 방법으로서 지원된다.
(c) 재생에너지원을 위한 전국적인 자원 관리와 시장 평가 연구
(d) 회사, 개인, 그리고 협회들이 전국,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정보의 공적화, 보안, 훈련, 그리고 그
이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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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다른 활동 지원

기금의 사용은 이 법의 목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양도, 대출, 주식
투자, 대출 담보, 보험, 대출 자금 또는 다른 기금 조약을 한 사람들에게 배
분된다: 단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분배는 경쟁을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RETF 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a) 공화국 법 No. 8749 또는 필리핀 청정대기법과 일치하는 모든 전기 발생
시설들을 가동 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사용 금액
(b) 1과 1/2 퍼센트
(c) 1과 1/2 퍼센트
(d) 1과 1/2 퍼센트
(e) 기부, 보조금 그리고 후원: RETF를 위해 들어오는 기부금, 보조금, 후원
금액은 NIRC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BIR은 에너지부서
(DOE)가 이러한 공급 수단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 도움
을 주어야 한다.
(f) 1과 1/2 퍼센트
(g) RETF의 운영으로부터 수입되는 기금 그리고
(f) 이 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과 위약금.

SEC. 29. 기금 지원 프로그램

필리핀 개발은행(DBP), 필리핀 토지 저당 은행(LBP), 필리핀- 수출입 은행
그리고 다른 정부 기금 기관들과 같은 정부 기금 기관들은, 해당되는 법규나
개개인의 설립인가의 공급 가능한 한도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추천되고 에너
지 부서(DOE)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개인, 그리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상업화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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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30.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채택.

에너지부서(DOE)는 가능하다면, 바이오 가스 시스템 등, 이와 같은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들의 채택을 권장한다. 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 에
너지화 기술은 배설물 거름, 농업 폐기물을 무기물 소화, 발효, 그리고 가스
화 등의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만드는 등 생물 분해
성이 있는 재료 시스템으로서 공화국법 No. 8749(1999년 청정대기법) 및 공
화국법 No. 9003(2000년 생태 고형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SEC. 31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LGU

재생에너지 커뮤니티/LGU 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활동에 관한 로얄티
의 80%의 분담은 최종소비자의 전기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직접적
으로 쓰여야 하며, 그 월 소비량은 100kwh를 넘어서는 안된다. 보조금은 세
금 환불, 환급 및 기타 다른 형식으로 DOE, DOF ERC에서 NREB와 협력하
여 정해야 한다. DOE, DOF 및 ERC는 NREB 및 그 유통시설과 협력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규정 사항의 실행 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SEC. 32 재생에너지 관리 사무소의 창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DOE 부속 재생에너지 관리 부서(REMB) 가
창설되고, 기존 DOE 에너지 이용 관리 부서의 재생에너지 관리부는 해산한
다. REMB의 구성 및 구성원은 DOE의 장관이 예산관리부의 협의로서 기존
규칙들에 따라서 결정한다. REMB 창설에 필요한 예산 관련 요건은 DOE의
현재 적용 사항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REMB에 관한 기금은 연간 일반예
산법(General Appropriations Act)에 따른다. REMB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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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생에너지원 및 기술의 개발, 전송, 이용 및 상업화 정책 및 계획, 프로
그램의 실행

(b)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요건 및 기술 적용에 관련한 효율적인 평가,
분석 및 중앙 관리가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데이터와 정보 베이스의
구축 빛 그 반포

(c) 최종소비자에게 신기술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송 및 전환, 이용절차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원 상업화/적용의 홍보, 마케팅 및 분포

(d) 적절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연구의 기술 연구
행위,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e) 정부와 민영 기업이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기존 규칙 및 규
정과 지침,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감독 및 관리

(f)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한 개발업자, 실행업자 및 기업에 정
보, 자문, 기술 훈련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

(g) 기타 이 법 실행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기능의 이행 및 국가의 재생에너
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

CHAPTER IX

최종 규정

SEC. 33. 규칙과 규정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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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효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에너지부서(DOE)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
력을 통하여, 의회위원회 연합의 승인을 얻어 이법의 IRR를 공표해야 한다.

SEC. 34. 의회의 감독

이법 효력일로부터, Republic Act No. 9136의 Section 62, ("2001년 전기 동
력 산업 개혁법") 에서 정하는 국회 양원 위원회는 이 법 운영상황을 감독한
다.

SEC. 35. 금지규정

다음의 사항은 금지된다.
(a) RPS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b) 자격있는 그리드 이용자들과의 순 계량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경
우
(c)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문서 및
공기록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
(d) 이 법 Section 26에서 언급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
(e) DOE가 채택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SEC. 36. 처벌 조항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는 여기에서 정하는 벌칙을 적용한다.
누구라도 고의로 여기에서 정하는 범죄를 방조 또는 교사하거나 여기에서
정하는 사항 혹은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위반을 야기하는 자는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사단, 조합, 기업의 경우에는 파트너, 혹은 기관
장, 이사가 그 책임을 진다.
Section 35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년에서 5년
까지의 징역 또는 100,000.00페소에서 100,000,000.00페소의 벌금형 또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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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액이나 위반으로서 피하려는 금액 중 더 큰 것의 두 배 가운데에 법
원의 재량에 따라 벌칙을 정한다.

DOE는 이 법, IRR 기타 이법과 관련한 규칙 위반 사항에 관해 과태료나 벌
금을 과할 권한이 있다.

SEC. 37 적용

이 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초기 비용은 기존 DOE의 예산으로서 충당한다.
이후에 이 법 실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일반예산법에서 정해야 한다.

SEC. 38. 개별 조항.

어떤 이유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일부 사항이 위헌 또는 무효로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는 채로 존속한다.

SEC. 39. 취소 조항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및 규정들은 이 법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
정되고 수정된다.

SEC. 40. 효력조항

이 법은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유통되는 신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후
에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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