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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 믹스와 전력 생산량
에서 석탄의 사용 비중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중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
연가스의 사용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한국 등과는 대조적이다. 시민사회와 비영리조직
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일, 덴마크, 한국 등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 주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
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중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방정부, 기
업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중앙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고 따라올 지는 장담하기 어렵
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상적이지 않다. 특히 석탄, 석유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스모그가 중국과 인접한 한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의 경기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허베이성이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스모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렇다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전
환 관련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문제점들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1) 2018년 3월 중국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환경보호부와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
화 관련 부처를 합병하여 만들어진 생태환경부의 장관에 원자력 전문가인 리간지에(李干杰)가 취임하
면서 원자력 발전의 확산을 에너지 전환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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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1) 재생에너지 산업목록과 재생에너지법
중국 중앙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추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을 내놓았다. 2006년 1월
에 나온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도목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재생에너지법>에서는 중국의 전력망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의 의무 구매,
재생에너지 전용 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송전선 접속 지원을 명시하였다(원동아
2011, 40).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 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과 입찰에 의한 낙찰 가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Daiwa Institute 2010, 5).이를 통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중국의 전력 공
급망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2) 11차 5개년 계획 (2006 - 2010)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공산당과 중국 중앙정부는 환경규제의 강화와 재생에너지를 중
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환경 문제의 개선과 경제성장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Xueliang Yuan, Jian Zuo 2011, 3856). 이를 위해 11차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2007
년 6월 25일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공산당 간부들의 교육 기관인 베이징 중앙당교
에서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을 주장하였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에 필요한 공업화의
완성을 위해 자원과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였고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만수 2007, 7). 동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공산당 당장에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이 삽입되면서
중국공산당의 경제 사회 발전 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과학적 발전관의 실현을
위해 <표 1>에 나온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정책들
을 시행하였다.

<표 1>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박상도, 조원권. 2017. “중국 재생에너지 정책담론 확산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
로.” 『중국연구』 제73권, 226.
분류
발전 목표

· 재생에너지 개발

주요 내용

· 에너지 생산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제고
· 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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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전력 비공급 지역의 생활 개선
·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발전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주요

재생에너지의

연간 생산 목표

정책

· 산업화 수준 제고
· 수력발전: 6,650억 kw
· 풍력발전: 210 억 kw
· 태양광발전: 5억 4,000만 kw
· 바이오+지열 등: 240억 kw
·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법> 관철, 시행
·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금 조성 및 관리,
국가차원 R&D 지원 등
· 재생에너지 이용(할당제, 세금우대 등) 제고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및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3) 12차 5개년 계획 (2011 - 2015)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 중앙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과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표 2>에 나온 바와 같이 수력발전, 풍
력발전, 태양광발전과 바이오, 지열 등의 전력 생산량을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의 평가 제도, 재생에너지 전력 분배 제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 및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보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부실 기업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태양광의 트리나솔라, 풍력의 진펑과기
등의 우량 기업이 나오면서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2>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박상도, 조원권. 2017. “중국 재생에너지 정책담론 확산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
로.” 『중국연구』 제73권, 228.
분류
발전 목표
주요

재생에너지의

연간 생산 목표

정책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시장화, 전방위,
다원화, 규모화, 산업화 발전 추진
· 수력발전: 9100억 kw(년 생산량)
· 풍력발전: 1900 억 kw(년 생산량)
· 태양광발전: 250억 kw(년 생산량)
· 바이오, 지열 등: 780 억 kw(년 생산량)
·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평가제도 건립 및
재생에너지 전력 분배 제도 구축
·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금융지원 정책 추진,
세금 우대 정책 시행
· 재생에너지 산업 관리 시스템 구축(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보완
· 재생에너지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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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차 5개년 규획 (2016 - 2020)
중국 중앙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목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산
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주요 재생에너지의 연간 생산 목표의 상향 조정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의 전액 보장성 정부 구매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의 활성화,
재생에너지 관리 감독 강화도 2020년까지 추진할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3>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료: 박상도, 조원권. 2017. “중국 재생에너지 정책담론 확산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
로.” 『중국연구』 제73권, 228.
분류
발전 목표

주요

재생에너지의

연간 생산 목표

정책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산업의 목표관리 및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 시장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메커니즘
완비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업그레이드 및
국제교류, 협력 확대
· 수력발전: 12,500억 kw(년 생산량)
· 풍력발전: 4,200 억 kw(년 생산량)
· 태양광발전: 1,245억 kw(년 생산량)
· 바이오+지열 등: 900 억 kw(년 생산량)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목표지향적
관리체계 정비
·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전액 보장성 정부구매
제도 관철
·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활성화
·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 재생에너지 관리감독 강화

2.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 (2016 - 2020)
중국 중앙정부는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 천연가스와 수력, 원자력,
태양광 및 풍력의 사용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1) 천연가스
석탄을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는 생산, 소비 모두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1,850
억 입방미터, 셰일가스 생산량 300억 입방미터, 하이드레이트 생산량 300억 입방미터까지 끌
어 올려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자원환경연구소에서도 2020년까지 천연가스 소비량을 약 4,100억 입방미터로 2015년
천연가스 소비량으로 예상되는 2,000억 입방미터의 2배 정도로 끌어 올리고 같은 기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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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전망치 (6% - 6.5%)보다 2배 정도(12%)까지
높이는 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수력, 원자력, 태양광 및 풍력
수력 발전 분야에 대한 행동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남 지역의 진샤강(金沙江), 야룽강
(雅砻江), 다두허(大渡河), 란창강(澜沧江) 등에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지형 조건에 적
합한 중소형 수력 발전소와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 건설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수
력발전소의 설치 용량을 3억 5,000만 k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해 지역 중심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어 사용되었던 원자력은 행동 계획과 원자력 발전 중장
기 발전 규획(核电中长期发展规划)에서 2020년까지 용량을 5,800만 kw까지 늘리고 3,000만
kw를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행동 계획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설비발전용량 1억 kw, 풍력 발전의 설비발전용량은 2억 k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전략 (2016 - 2030)
2016년에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내놓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전략 (能
源生产和消费革命战略, 2016 - 2030) 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단기 전략인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 계획과 달리 중장기 전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전략에서는 에
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변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를 제시하였다.

(1)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소비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원자력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 연료의 이용을 대폭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와 원자력을 포함한 비화석 에너지는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비중의 약 20%, 천연가스는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비중의 15% 이상으로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이용 효
율과 청정화를 통해 단위 GDP 소모는 세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과학기술 수준
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国家能源委员会 2016, 8). 아울러 2050
년에는 비화석 연료 중심의 녹색,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화석 연료를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国家能源委员会 2016, 9).
에너지 소비에서는 절약과 고효율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석
탄, 석유의 소비 증가를 줄여서 2020년 에너지 소비 총량을 표준 석탄 기준 50억 톤 이내,
2030년 에너지 소비 총량을 표준 석탄 기준 60억 톤 이내로 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사용하는 석유, 석탄을 모두 전기로 교체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탄소 배출량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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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직접 연소 과정에서의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냉난방 공급
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기로 하였다. 민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신에너지 자동
차의 사용을 늘리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촌의 전기 생산과 태양열 공급을 늘리고 태양열, 지
열, 생물 에너지, 고체 폐기물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화하
기로 하였다 (国家能源委员会 2016, 9).

(2)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과학기술
에너지 생산에서는 청정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생산의 혁명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석탄의 청정 고효율 개발을 추진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청정 석탄의
이용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에서의 석탄 사용을 가스, 전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의 설비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화력
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 수준을 가스 발전소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재생 에너지 생산
증대를 위해서 중국 중앙정부는 태양열, 풍력, 수력의 중국 국내 전력망으로의 진입을 늘리기
로 하였다.
에너지 과학기술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 기술, 에너지의 청정 개발 및 이용 기술, 스마트
에너지 기술 (인터넷 및 분산형 전원 기술 포함), 스마트 그리드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물
리 에너지 저장 및 화학 에너지 저장)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재료 과학과 정보 기술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과학기술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융합과 혁
신을 추구하고 과학 기술, 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연구와 국제 협력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과
학 기술의 혁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 에너지 절약 행동, 농촌 신에
너지 행동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가 수립한 전략들의 도시, 농촌 지역으로의 확산을 시도할 예
정이다.

Ⅲ.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1. 성과
(1)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량 증가세 둔화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수요, 탄소 배출량 증가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연 8%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연
3% 이하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키런 맥나마라 2018, 1). 탄소 배출량 증가세도 같은 기간
연 9%에서 연 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6년에는 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탄소 배
출이 감소하였다(키런 맥나마라 2018, 1).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탄소와 각종 오염 물질 배출
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과 수력,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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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네트워크의 확산
중국은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배터리 전
기자동차 판매 보조금과 차량 번호판 등록 비용 면제, 차량 요일별 운행 제한 면제, 공공 부
문의 전기 버스와 전기차 택시, 물류용 전기 차량의 구매로 인하여 중국의 배터리 전기자동차
(纯电动汽车) 판매량은 2015년 24만 7,000 대에서 2017년 65만 2,000 대로 2년 사이에 2배
가 넘게 증가하였다(王政 2018, 1).
<표 4> 중국의 배터리 전기자동차 판매량 (2015년 - 2017년)
자료: 王政. 2018. “中国新能源汽车销量连续三年全球第一 市场份额最高.” 新华网, 4月 17日,
1.
http://www.xinhuanet.com/auto/2018-04/17/c_1122692994.htm (검색일: 2018.05.09)
연도
2015
2016
2017

판매량 (단위: 만 대)
24.7
40.9
65.2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
450
65.1
59.6

2017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포함한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77만
7,000대로 전년 대비 53.3% 증가를 기록하면서 신에너지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세계 1위를 기
록하였다(王政 2018, 1).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의 전기 버
스, 전기 택시 보급을 중심으로 발전한 로컬 업체인 비야디 외에도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전
기자동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구축한 전기자동차용 공공 충전소도 2017년 기준 21만 개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도시간 고속도로 충전소는 31,000개로 전체의 약 14.8%를 차지하였고 약 31,000km의 고속
도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王政 2018, 1).
(3) 태양광 산업의 발전
중국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보조금과 재정 지원,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인한
매출의 안정적 확보, 기업들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셀과 모듈을 중심으
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표 5>에 나온 바와 같이 세계 10대 태양광 기업
중에서 셀은 8개, 모듈은 6개의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표 5> 2018년 세계 10대 태양광 기업
자료: 오광진. 2018. “태양광도 中 독식…글로벌 '탑10' 중 8곳이 중국.” 조선비즈, 3월 1일,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1/2018030100076.html
(검색일: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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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6
7
8
9
10

셀
한화큐셀 (한국)
퉁웨이 (중국)
JA 솔라 (중국)
진코 솔라 (중국)
캐나디안 솔라 (중국)
트리나 솔라 (중국)
룽이 (중국)
슌펑 (중국)
퍼스트 솔라 (미국)
GCL (중국)

모듈
진코솔라 (중국)
한화큐셀 (한국)
캐나디안 솔라 (중국)
JA 솔라 (중국)
GCL (중국)
룽이 (중국)
트리나 솔라 (중국)
비나 솔라 (베트남)
잉리 그린 (중국)
퍼스트 솔라 (미국)

중국은 국내 태양광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약 45%인 45GW에 달해 자체적으
로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태양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 설비
보조금을 주거나 2~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오광진 2018, 1). 또한 기존에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경영이 악화됐을 때 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기술혁신 보조금, 에너지 절감 보조금 등
을 지원하면서 경영 개선을 도와 주고 있다 (오광진 2018, 1). 중국 내수 시장의 활성화와 중
국 중앙정부의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 인하여 중국은 국제 경쟁력과 규모를
갖춘 태양광 기업들의 육성과 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성공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태양광의 확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보
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2. 문제점
(1) 화석연료 사용 감소의 어려움
중국 중앙정부의 단기 에너지 전환 전략인 에너지 전략 행동계획에서는 석탄이 중국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2%로 줄이고 석탄 소비량은 42억 톤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2014년 1차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
율이 65%였던 점을 감안하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3%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중
국이 단기적으로 석탄의 사용을 대폭 줄이기 어려운 것은 화력발전소보다 더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덴마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운영 인력이 2명 정도만 필요하기 때
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일했던 인원들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석탄 사용을 줄이려다가 실업자들을 늘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석탄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2017년 석탄 소비량은 약 27억 1,100만 톤으로 같은 해 중국 전체 에너
지 소비량의 60.4%를 차지하면서 같은 기간 석탄이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년 대비 1.6%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中国煤炭资源网 2018, 1). 그러나 2017년 중국
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석탄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 주
고 있다(金融时报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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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도 행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와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국내에서의 생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행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와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국내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헤이룽장성의 다칭(大庆), 랴오허(辽河),
서부 지역의 신장(新疆), 타리무(塔里木), 셩리(胜利), 창칭(长庆), 보하이(渤海), 난하이(南海),
옌창(延长)에 1,000만 톤 규모의 유전 개발,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王尔德 2015, 1)..
특히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1,000만원 대의 SUV를 중국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소
비자들이 휘발유 소모량이 많은 SUV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연간 SUV 판매량은
2013년 299만 대, 2014년 408만 대, 2015년 621만 대, 2016년에는 904만 7,000대를 기록하
였는데 특히 2016년 중국 로컬 업체들의 SUV의 판매량은 529만 9,881 대로 중국 전체 SUV
판매량의 약 58.6%를 차지하였다 (中国经济网 2017, 1).

또한 2017년 중국의 SUV 판매량

은 전년 대비 약 13.3%가 늘어난 1,025만 2,700 대로 중국 내 SUV 판매에서 최초로 1,000
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爱卡汽车网, 2018, 1). 특히 중국 로컬 업체들의 SUV 판매
량은 2016년에 비해 약 18%가 늘어난 동년 중국의 SUV 판매량의 60.6%(621만 7,000 대)를
차지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SUV 붐을 주도하였다(爱卡汽车网, 2018, 1). 그로 인해 중국 석
유화학 업체들의 휘발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 내 자동차,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국의 원유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표 6> 중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량 (2015년 – 2017년)
자료: 중국세관 (中国海关), 조정원. 2018. "중·러 석유·가스 협력 강화요인과 장애요인: 국내
적 요인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9집 4호, 50-51.
수입량 단위: 만 톤,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이라크
오만
이란
브라질
베네수엘라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비중)

(비중)

(비중)

4,243

5,238

5,970

(12.7)
5,055

(13.8)
5,100

(14.2)
5,218

(15.1)
3,870

(13.4)
4,343

(12.4)
5,042

(11.5)
3,211

(11.4)
3,622

(12)
3,682

(9.6)
3,207

(9.5)
3,507

(8.8)
3,101

(9.56)
2,661

(9.2)
3,130

(7.4)
3,115

(7.9)
1,392

(8.2)
1,873

(7.42)
2,308

(4.2)
1,601

(4.9)
1,805

(5.5)
2,177

- 9 -

11

한양대학교 에너지 거버넌스센터 www.egskorea.org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4.8)
1,443

(4.7)
1,634

(5.2)
1,824

(4.3)
1,257

(4.3)
1,218

(4.3)
1,016

(3.8)

(3.2)

(2.4)

중국이 전기자동차 확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수단을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존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있다. 샨시성(山西省)의 전기자동차 택시 교체를 중심으
로 추진한 전기자동차 확산 사례는 이러한 의문이 실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
다. 샨시성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기자동차 택시 교체 정책을 포함한 전기자동
차 보급과 확산에 나서게 된 데는 샨시성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들에
새로운 전력 공급,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었다. 당시 샨시성 성장이었던 리샤오펑(李
小鹏)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시위 때 시위의 강경 진압을 옹호하는 보수파였던 리펑(李鹏)
전 총리의 아들이며 리펑과 함께 중국 화력발전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리샤오펑은 샨시성 성장으로 재직하면서 샨시성의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유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샨시성의 석탄 화력발전소들 중에는 2015년부터 진행된 중국 중앙정부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과 탄광 인력 감축으로 인해 샨시성 경제가 위축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
에 따른 수익성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곳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들의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가 늘어나
면 샨시성 화력발전소들의 새로운 전력 공급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게 된다.2)

(2)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손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의 국내 전력망 편입을 통해 석탄 화력 발전의 전력 생산
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들과 풍력 발전소가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광(弃光)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3) 중동의
자연 환경과 유사한 곳들이 많은 중국의 서북 지역인 중국의 서북 지역인 칭하이성(青海省),
닝샤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간쑤성(甘肃省), 샨시성(陕西省),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
尔自治区)는 면적이 넓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강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集邦新能源网 2017, 1). 그러나 지역 내에서의 전력 소비량이 많지 않고 서북 지역 내
전선의 외부 수송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북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에서 생
산된 전기의 공급 과정에서 전기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전력망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기광 전력량은 465억 도였는데 주로 서북 지역의 간쑤성 (성 전체 전력량에서
2) 샨시성에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동월 27일까지 900여 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15만 6,000
도의 전기가 충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292대의 전기차 택시가 운행되면 매일 90만 도의 전기
사용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샨시성의 석탄 화력발전소들은 매일 많은 양의 전력 공급, 소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들의 가동과 운영, 수익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盖世汽车网. 2016. “太原发力电动汽车 打造全球首个纯电动出租车城市.” 今日头条, 5月 13日, 1.
http://www.toutiao.com/i6283938391373382146/ (검색일: 2016.05.21)
3) 기광(棄光) 현상은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송전망의 접속 능력과 수송 용량 부족으로 기존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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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률이 차지하는 비중: 약 30.5%)과 신장위구르자치구(자치구 전체 전력량에서 기광률이 차
지하는 비중: 약 32.2%), 동북 지역에서 발생했다(集邦新能源网 2017, 1).
중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와 전력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전력 생산 계획 대비 실제 생산과의
차이, 시장 거래를 통한 소비의 부진으로 인하여 생산된 전력의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35개 원자력 발전 설비에서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1,829억 도 (목표 전력 생
산량: 2,428억 도)였지만 그 중 시장 거래량은 137억 도에 그쳤다(宋铁军 2017, 1). 또한
2016년 중국의 35개 원자력 발전 설비에서의 전력 손실 발생량은 462억 도로 동년 전력 생
산량의 19%를 차지하였다(宋铁军, 1). 중광핵그룹(中广核集团) 허위(贺禹) 이사장, 중국핵공업
그룹 왕셔우쥔(王寿君) 이사장, 국가전력투자그룹 천즈민 (钱智民) 이사장은 2016년 중국의 원
자력 발전소에서 손실이 발생한 전력량이 430억 kw/h이며 이는 중국의 35개 원자력 발전 설
비 중 20%에 해당하는 7개가 가동을 중단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李侠 2017,
1).
이와 같은 기핵 현상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 거래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
국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지역 간 전력 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6월 광저우 전력거래센터가 남방
지역간 성간 월별 전력 거래 규칙 시행안 (南方区域跨区跨省月度电力交易规则（试行）)을 내
놓으면서 광둥성(广东省),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云南省), 궤이저우성(贵州省), 하이난(海南)
간의 지역간 전력 거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温颖然 2017, 1). 남방 지역의 5개 성, 자치구
간의 전력 거래가 시행되면 중국 최초의 지역간 전력 거래가 성사되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권
역별 전력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温颖然 2017, 1). 그러나 서전동송
(西电东送: 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서남부
의 윈난성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공급되면서 전력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温颖然 2017, 1). 그로 인해 기존의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량을 모두 시
장 거래를 시도한다 해도 각지에서 모두 거래가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기존의 수력 발
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과 원자력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량 간의 시장 거래
량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 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지역 간 전
력 거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장 거래량을 늘리고 기핵률
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내륙 지역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소들도 완공된 후 지역의 전력 수요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륙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는 가동 후 안전 문제에 대한
논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원자력 발전 확대에 따른 기핵 현상은 단
기간에 완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연계 미비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선전, 광둥성, 후베이성에
서 지역별 배출권 시범 거래 시장을 운영하다가 2017년 12월 전국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선
언하였다.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는 중국 중앙정부의 12차 5개년 규획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범 거래 기간 동안 7개 시범 지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발전 단계가 공업화, 도시화를 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

- 11 -

12

13

한양대학교 에너지 거버넌스센터 www.egskorea.org

에 아직 배출량의 최고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원재료의 사용이 많
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시범 거래의 주요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
다. 그리고 청정개발체제 (CDM) 실적에 따른 상쇄 배출권 거래를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동년 6월 30일 이전 배출량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기관은 배출
권 거래 평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따라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였다(欧阳凯 2016, 1). 그러나 전국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역별 배
출권 거래 시장과의 연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거래 시장의 크레딧
증가 유도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응사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应对气候变化司) 리가
오(李高) 사장이 2016년 국무원 심의 계류중인 배출권 거래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역별 배출권 거래
시장 간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를 표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개인과 외국인의 배
출권 거래 참여가 제한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기업들 중심으로만 배출권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의 배출권 거래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를 통한 시
너지 효과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Ⅳ. 결론
중국 중앙정부는 석탄의 소비 비중과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천연가스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
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산업, 민간에서의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국 국내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량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의 확산, 경쟁력 있는 태양광 기업들의 등장과 태양광 산업의 발
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국내 석탄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력, 철강 산
업에서의 해외 석탄 수입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거나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곳으로 확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중국에게 있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단기적으
로 가능한 방안은 천연가스의 사용량 증대이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해외 수입선의 다변화 노
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중국
북부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周程程 2017, 1). 또한 중국 국내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지하 저장소도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5월까지 운영하고 있
는 중국의 천연가스 지하 저장소는 25개에 불과하다(于晓苏 2018, 1).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
내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려면 중국 국내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은 5년 이내에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원자력 발전
의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중국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생태환
경부가 만들어진 후 원자력 공학 전문가인 리간지에(李干杰)의 장관 취임은 중국 내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 드라이브 추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
전의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확산, 운행에

- 12 -

GLOBAL ENERGY MONITOR

February 2018

필요한 전력을 석탄 화력발전소들을 통해 보충하려는 국유 전력 기업들과 석탄 산지 지방정부
들의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석탄의 사용량 감소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감소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국 중앙정부가 의도한
대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석탄 산업 관련 행위자들과 비
석탄 부문 간의 이해 관계 조정,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확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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