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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격적인 탄소중립에 들어섰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 녹색·저탄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US 관리방법」을 공표한데 이어, 「에너지법」 의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과 각 지방정부의 전력 사용제한 조치로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의
화력발전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
원이다. 석탄발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미흡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역별 탄소배출 실적 발표와 지방정부의 단전 조치 시행이 이번 전력난의 도화선으로 작용
했다. 중국은 현재 석탄 수급 문제가 여전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다. 본 사태는 중국이 앞으로 계속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한 재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우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비료, 철강,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철강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증치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철강을 원자재로 수요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차 분야
에서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자국 내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80%를 상회하여 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은 공급망 전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웨이퍼, 패널, 모듈 등 소재·부품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리기업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수입 제한조치, 비관세장벽 등에 중장
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지 탄소중립 정책을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수출검역 강화 목록을 발표할 수 있고, ‘탄소라벨’ 의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친환경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기술 유출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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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30·60 쌍탄소(双碳, 탄소피크·탄소중립)’ 전략을 선언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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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8%으로 전력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주로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의 소비 비중은 2017년 60.4%에서 2020년 56.8%로 감소했으나
석탄은 여전히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중국은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
석탄 소비는 2020년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1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전년 대비 1.0% 증가함
-중
 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중
 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등 석탄 대체
에너지2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 변화(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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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정에너지는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로 천연가스,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 등)을 포함. 중국 국가 통계국은 「202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서 천연
가스를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킴
2 대
 체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검색일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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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의 68.5%를 차지.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전체

4

원탄과 석유의 생산은 2020년 전년 대비 각각 1.4%, 1.6%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천연가스
생산 증가율은 10%에 육박하였음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량 및 에너지원별 발전량(2019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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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1차 에너지 총생산

억톤 tce

39.7

2019
(5.1)

40.8

2020
(2.8)

원탄

억톤

38.5

(4.0)

39.0

(1.4)

원유

억톤

1.91

(0.9)

1.95

(1.6)

천연가스

억m3

1,761

(10.0)

1,925

(9.8)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国家统计局(2021.2.28.), 国家统计局((2020.2.28.) 자료 종합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 전력 사용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시장 및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난 사태를 겪음
올 하반기부터 점차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생산 공장인 중국 경제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가 급증
-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강소성, 광동성 등 연해 지역 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중국의 규모 이상의 산업3에서 발전한 전력은 2021년 1월~10월에 약 6.7조kW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으며, 2019년은 동기 대비 11.5% 증가

* 2021년 10월, 전국 발전 전력은 6,393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발전은 각각 5.2%, 16.9%, 23.5%, 0.4% 증가했으며. 수력은 11.9% 감소

- 동일 기간 전력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소비 전력 증가율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는 티베트, 호북성, 강서성, 청해성, 절강성, 복건성, 사천성,
광동성, 섬서성 등 9개 지역의 증가 속도가 15%를 초과

* 2021년 10월,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는 등 발전 전력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

전력난은 생산 급증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중장
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상존 리스크 요인
최근 전력난 사태가 발생하면서 석탄가격의 폭등과 석탄 발전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조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응전략에 불과
3 연간 주요 영업 업무에 대한 수입이 2천만 위안 이상에 속하는 기업

- 코로나 이전에는 국무원의 「석탄업계 과잉생산능력 해소에 관한 의견(‘16)」에 따라 석탄, 철강
등 원자재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급측 개혁을 추진

* 2017년~2020년 동안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10만 곳을 퇴출시키고 중점 지역에서 시간당 35증기톤 이하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소 시킴

- 전력난 이후 급등하는 석탄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탄광 재개,
석탄 생산 등을 장려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를 위해 저탄소화와 대체 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력난은 언제든 재발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 생산·소비 감소와 대체에너지 발전은 지속될
전망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전력사용 제한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사용 제약 등에 기인한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침
실제로 이번 전력난 사태로 우리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음
석탄공급난 및 전력난으로 인해 마그네슘, 요소 등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

본 보고서는 최근 중국 전력난 발생의 중장기 요인과 에너지 정책, 탄소배출 규제 등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탄소중립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수년간 신규 석탄채굴 프로젝트 심사비준 중단, 석탄의 과잉생산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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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전력난 발생의 중장기 요인

중국의 전력시장은 완전시장화를 이루지 못한 채 이원(계획형+시장형)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석탄 수급의 문제, 전력 수요 폭증 등에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전력 단일가격제’에서 ‘기준가격+밴드제’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왔으나, 전력난 발생 당시
밴드제의 상한폭이 10%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
- 최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 대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석탄 생산 축소 등 공급측
개혁에 따른 석탄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전력기업은 석탄가격 폭등을 전력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력 생산을 중단 하는 등 전력 부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전력요금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변화
2005년 7월,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전력판매 가격 관리 잠정 시행 방법(销售电价管理
4
暂行办法(‘05.7.22)」을 통해 가정, 농업 및 상공업(100kVA 미만) 에 단일 전력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발표

2005.7.22
5

단일가격제

2015.3.31
시장체계 구축
(전력의 상품화,
‘계획형+시장형’ 전환)

2020.1.1
기준가격+밴드제
상한10%,
하한15%
*

2021.10.12
기준가격+밴드제
(변동폭 확대)

*상·하한 20%

6

2015년 중공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전력 체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进
一步深化电力体制改革的若干意见,‘15.3.31)」에서 공공사업 및 공익성 서비스 등
자연독점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가격 결정은 유지하고 그 외의 전력 판매 가격은 시장을
통해 형성하는 것을 중점임무로 발표

2015년에 발표한 전력개혁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단일전력가격제를 ‘기준가격+
밴드제’ 형태의 전력 가격결정 메카니즘으로 전환

중국 국가 발개위는 「석탄화력발전부문 전력가격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
进一步深化燃煤发电上网电价市场化改革的通知,’21.10.12.)」를 통해 ‘기준가격+
밴드제’ 방식의 전력 가격 방식을 준용하되 밴드제 변동 상,하한폭을 20%로 확대

자료 : 국무원, 국가에너지국 자료 종합, 연구자 작성

4 수전변압기용량 100kVA 이상 또는 전력사용설비용량 100kW이상인 경우 이부제(기본요금+소비전력량요금) 적용
5 성(省)별 평균 발전 비용에 따라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제도. 김나연 외(2021.4.5.)
 가정·농업 등 공공 분야를 제외한 산업·상업용 석탄화력발전용 전기는 전면 시장화 ▲석탄발전 전기요금의 변동폭을 기준가격에 상한
6 ▲
10%, 하한제 15%로 제한했던 것에서 상,하한 20%로 확대 적용(단, 철강·시멘트·정유·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제한폭 적용
안함). 国家发改委（2021.10.1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① 전력산업에 대한 불완전한 시장화 개혁

7

8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석탄발전망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
(‘21.10.12)를

통해 가격 상한폭을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시장화

「석탄발전망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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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탄발전을 통한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결정
② 시장 가격의 변동폭은 '기준 가격'에 상하 20%로 제한
*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20%의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음

③ 민간·농업 등 공공 분야를 제외한 산업·상업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

② 계획적 석탄 생산 감소 및 석탄수입 갈등
중국은 2016년부터 석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므로 급증한 석탄 수요에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음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인 호주와의 무역갈등으로 수입에서도 차질이 발생하여 석탄 공급
부족이 악화됨
중국은 2009년을 기점으로 석탄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 되었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의
석탄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
- 지난해 10월,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고, 2021년 1월~7월 기간 동안
호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약 7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이상 감소함7
- 중국의 석탄 주요 수입원은 2020년에 인도네시아, 호주, 몽골, 러시아, 필리핀 5개국으로 석탄
전체 수입 중 95% 차지

* 중국의 석탄 수입은 2019년 약 3억 톤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총 수입액은 1,600억 위안이었으며,
8

2020년에 3.04억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

석탄 재고량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9월에는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인 약 1,943만
톤에 불과
7 https://baijiahao.baidu.com/s?id=1687488252556031351&wfr=spider&for=pc
8 https://www.sohu.com/a/446232237_99921901

연해지역 8개성(省)9의 석탄 재고량 변화(2017~2021)

(단위 : 만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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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ind, 흥업증권 경제 및 금융연구원 석탄그룹

③ 석탄에너지 대비 대체에너지 발전 미흡
중국 화력발전은 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급증한 전력 수요를 대체 에너지로 대응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화력 발전은 2020년에 전년 대비 2.1% 증가한 5.3조kwh를 기록.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증가율은 각각 3.9%, 5.1%으로 원자력 발전이 화력발전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발전량은
각각 1.4조kwh 및 3,662억kwh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
- 2020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증가율(2019년~2020년)
구분
발전량

단위

2019

2020

조kwh

7.5

(4.7%)

7.8

(3.7%)

화력

조kwh

5.2

(2.4%)

5.3

(2.1%)

수력

조kwh

1.3

(5.9%)

1.4

(3.9%)

원자력

조kwh

0.35

(18.3%)

0.37

(5.1%)

주 : 발전량에는 화력, 수력, 원자력 외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国家统计局(2021.2.28.), 国家统计局(2020.2.28.) 자료 종합

9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10

중국은 최근 수년간 환경 보호, 탄소배출 감소 등 정책을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확대에 일부 성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대체에너지 발전으로 급증하는 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에는 역부족
- 전력망 구축지연, 화력발전 중심의 기저 부하 구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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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아 소비되지 못하는 기풍(棄風)·기광(棄光) 현상 심화

④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역별 탄소배출 이중 목표 달성 실적 발표
중국 정부는 각 성·시에 탄소배출 이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을 공표
했으며,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지역이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 전력난의
도화선으로 작용
정부는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량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
했으며, 목표 미달인 성·시에서는 전기 사용 제한 또는 사용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
- 8월 17일 국가발개위(发改委)10 판공청이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소비 이중 목표 달성
현황표(이하 ‘현황표’)」를 발표한 이후 각 지방 정부는 「전력사용 제한 통지」를 발표하는 등 대규모
단전 조치를 시행
- ‘현황표’에 따르면,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광서성, 광동성, 복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운남성,
섬서성, 강소성 등 9개의 성(또는 자치구)은 에너지 소비 강도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절강성
등 10개의 성(또는 자치구)은 에너지 소비 강도 감소율이 목표치에 미달
- 또한, 청해성 등 8개 성·시가 에너지 소모량 공제 목표 미달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며, 신장
위구르자치구 등 4개 성·시 에너지 소모량 공제 목표 미달 수준이 비교적 심각

10 중
 국국가발개위(中国国家发改委)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改委)를 지칭함. 국무원 소속
부처로 중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관련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등 중국의 경제 체계 개혁 등을 관장하는 기관

「2021년 상반기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 달성 현황」
소모 강도a

소비 총량b

지역

소모 강도a

소비 총량b

청해성

심각

심각

산서성

비교적 심각

양호

영하회족자치구

심각

심각

흑룡강성

비교적 심각

양호

광서성

심각

심각

요녕성

비교적 심각

양호

광동성

심각

심각

강서성

비교적 심각

양호

복건성

심각

심각

상해시

양호

양호

신장위구르자치구

심각

비교적 심각

중경시

양호

양호

운남성

심각

심각

베이징시

양호

양호

섬서성

심각

비교적 심각

천진시

양호

양호

강소성

심각

심각

호남성

양호

양호

절강성

비교적 심각

비교적 심각

산동성

양호

양호

하남성

비교적 심각

양호

길림성

양호

양호

감숙성

비교적 심각

양호

해남성

양호

양호

사천성

비교적 심각

비교적 심각

호북성

양호

심각

안휘성

비교적 심각

비교적 심각

하북성

양호

양호

귀주성

비교적 심각

양호

내몽고

양호

양호

주 : (a) 에너지 소모 강도 감소 진도 목표 미달 경고 수준, (b)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 목표 미달 경고 수준
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2021.8.17.), 《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雨表》的通知

- 이에 칭하이성(8/20), 신장위구르자치구(8/25), 내몽고자치구(8/31) 등 일부 지역은 목표 달성을
위해 8월부터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들어갔으며, 다른 지역들은 9월 초부터 전력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단전하는 사태가 발생
-주
 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 사용제한 조치가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도 함

주요 성·시의 전력 제한 조치
지역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흑룡강성

9월 23일 긴급 강제 단전, 집행 불복에 책임 추궁

운남성

다수 기업 전기 사용 제한

길림성

9월 23일 9개 시에서 전기 사용 제한

광동성

9월 16일부터 2일 생산+5일 휴식,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요녕성

9월23일 14개 시에서 전기 사용 제한

광서성

기업, 정부기관, 에어컨 장시간 사용장소 등 전기
사용 제한

내몽고

전기세 인상, 매일 19-22시 전기 사용 제한

복건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절강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청해성

8월 20일 일부 기업 전기 사용 제한

호남성

전기사용 최대 부하을 2,600만kh 이하로 제한

신장
위구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강서성

7-12월 전기사용 제한

귀주성

9월 10일 전력 수요 규모에 따라 전기 사용제한,
피크 시간대 생산 제한

강소성

전기세 인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섬서성

9월-12월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기 사용 제한

자료 : 华西证券, 大猫财经(2021.9.28.)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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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데 이어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등

주요 부처는 세부 정책을 연이어 발표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은 ‘30·60 쌍탄소’ 추진전략을 처음 발표했으며, 이는 중앙경제공
작회의 및 2021년 전국양회 등 주요 회의에서도 핵심의제 중 하나로 상정됨
- ‘쌍탄소’ 전략은 중국이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피크, 탄소중립’ 을 의미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낮추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5% 내외,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2억kW 이상 달성
11

* 2060년까지 비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비중을 80%로 높이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5% 이하로 감축

-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는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 효율 관리, 청정화 및 전기화를 통한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의 포집, 흡수를 통한 탄소 제거, 탄소 배출 마이너스 달성 등을 포함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 배출 감소
청정화, 전기화
전기화

탄소중립
목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탄소 제거
마이너스 배출

토지 활용변화, 산림계 탄소 흡수
바이오물질 탄소 포집 및 저장
공기 중 직접 포집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함께 에너지 사용권 및 탄소 배출권 교역
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배출 감소 및
신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
- ‘30·60 쌍탄소’ 전략은 2021년 전국 양회 핵심 키워드로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처음 언급
11 화
 석에너지 : 어떠한 생명체가 화석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변한 것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이에
해당함. e-나라지표(검색일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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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30·60 쌍탄소(双碳, 탄소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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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21년~2030년

2단계 : 2031년~2045년

 소 배출 피크 달성
탄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
석탄소비 점진적 감소
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
신에너지차의 내연기관차 대체 점진적
실현

 소배출 감소
탄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평준화 요금
12

실현
 석 에너지 대체
화
‘전기차+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
한 내연기관차 대체

3단계 : 2045년~2060년
탈탄소화, 탄소중립 달성
13

 CUS, BECCS 등 관련 기술 성숙·
C
보급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수소에너지
기술 상용화

자료 : 중국 언론 종합, 연구자 작성

중국 정부는 여러 정책 문건에서 녹색·저탄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견과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국내외 주요
회의에서 중요 발언을 통해 ‘쌍탄소’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에너지, 공업, 교통운수 등 중점 분야 실시방안을 연구·제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업, 교통운수,
도시건설 등 분야의 실시방안과 「과학기술 기반 탄소피크·탄소중립 행동방안」 심의 중
- 2021년 10월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발전 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
피크 및 탄소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무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통해 2030년 탄소피크 달성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강령적 문건인 「신발전 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피크 및 탄소 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10/24)을 공표
- ‘의견’에서는 녹색·저탄 순환 발전 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탄소 흡수 역량 강화 등 5가지 측면에서 주요 목표와
전면적 녹색전환, 저탄 전환, 청정 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등 10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14
- ‘의견’은 조건이 되는 지방과 중점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고,
지방 간부 책임제를 시행하여 지방의 당 위원회, 지방 정부의 정책 추진 책임과 목표의식을 강조
이어 국무원은 상기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방안인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10/26)을 발표15
12 다른 전력 에너지와 같은 낮은 가격으로 전력국이 에너지 공급하는 것
13 CCUS : 탄소 포집 및 활용. BECC :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
14 △
 산업구조 조정 △ 안전·효율적 청정저탄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교통 운수 시스템 건설 △ 도농지역 녹색 저탄소 발전 질적 제고
△ 녹색 저탄소 중대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응용 △ 탄소 포집 역량 지속 강화 △ 녹색 저탄소 발전 수준 대외공개 확대 △ 법적 기준,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완비 △ 정책 체계 완비 △ 조직 및 실시 강화 등. CSF(2021.10.)
15 중
 국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실현은 ‘1+N’ 정책 체계임. 상기 ‘의견’은 다른 정책들을 통솔하는 기준이 되는 ‘1’에 속하며, ‘액션플랜’은
‘N’ 중에서 최초의 문건에 해당. ‘행동방안’은 ‘의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문건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동 방안에
의거하여 에너지, 산업, 도시건설, 교통운수 등 분야 탄소피크 실행방안을 마련 계획. 앞으로 ‘N’ 에 해당되는 정책 문건으로 과학
기술 기반 구축, 탄소 포집 역량 제고 등와 관련된 지원조치와 재정, 금융, 가격 등 보장정책이 마련될 예정

- ‘액션플랜’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내연차의 신차 생산·판매·재고 비중 점진적 감소, 도시
공공서비스차량의 전동화 대체, 화물운송 차량의 전력·수소·액화천연가스 사용 확대 등을 제시

교통 운송의 석유 소비 2030년 피크 도달 등 목표

중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엄격한 배출 통제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결정으로 탄소피크·탄소중립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올해 5월
국무원 부총리 한정(韩正) 주재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태양광, 풍력이 집중되어있는 중서부 지역이 에너지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16이 적극적으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먼저 저탄소 기술을 보급에
나서는 등 탄소배출 절감 방안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강조
생태환경부에서 제정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범시행)」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는 올해 7월 16일부터 공식화
- 탄소 거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력업계는 2,000개17 기업 이상으로 연간 45억톤의
탄소 배출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2일 기준 중국의 전국 탄소 거래 시장18은 운행
120일간 누적 2,491만톤, 11억 위안을 기록

* 2020년 기준, 중국의 전력업계는 탄소 배출량이 51.2억톤으로 전국 탄소 배출량의 51%를 차지했으며,
19

이외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는 건설자재, 강철,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등이 있음

16 국무원, 중앙부처, 중앙기관 직속의 국유기업
17 2019~202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1년에 2,225개 의무참여자가 선정됨
18 중
 국은 베이징, 상해, 광동성 등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권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상해 거래소 한 곳으로 통일해서 7월
16일부터 전국 탄소 배출 거래소로 공식 오픈
19 中国日报网(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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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에서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동력의 신차 비중 2030년 40% 달성, 업무용 운송차량 단위 회전 탄소
배출 강도 2020년 대비 9.5% 감소, 국가 철도 단위 회전 종합 에너지 소모 2020년 대비 10% 감소. 육로

15

16

「2030년 이전까지 탄소피크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플랜」 주요 내용
① 주요 목표
‘14·5’ 기간(2021년~2025년) 동안, 석탄 소비 엄격한 통제,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 녹색 저탄
기술 연구 및 보급, 응용의 새로운 발전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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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 내외 달성, 단위 국내총생산 에너지 소비 2020년 대비
13.5% 감축, 단위 국내총생산 CO2 배출 2020년 대비 18% 감축
‘‘15·5’ 기간(2026년~2030년) 동안, 청정·저탄·안전·고효율 체계 초기적 수립, 중점 분야의 저탄 발전
모델 기본적 수립, 중점 에너지 소비업계의 에너지 사용 효율 국제적 수준 도달,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확대, 녹색 저탄 순환 발전 정책 체계 기본적 완비 등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30년 25% 달성, 단위 국내총생산 CO2 배출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소 등

② 중점 임무
1 에너지 녹색·저탄소 전환
- 석탄 소비 대체, 신에너지/수력/원자력 발전
- 오일가스 소비 규제
- 신형 전력시스템 구축

2 에너지 절약, 탄소저감, 효율 제고
- 에너지 절약·탄소 저감 핵심 프로젝트 실시, 에너지 중
점 사용 장비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신인프라 에너지 절약, 탄소저감

3 산업 분야 탄소 배출 정점
- 산업 녹색·저탄소 발전
- 철강·비철금속 공급측 개혁, 청정에너지 대체
- 건축 자재·석유화학 산업 저효율 생산력 퇴출

4 도시·농촌 건설 탄소 정점
- 녹색·저탄소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에너지 사용 구조 최적화, 농촌 건설, 저탄소/청정 에너
지사용

5 교통 운송 녹색·저탄소
- 운송 도구·장비 저탄소 전환
- 녹색·고효율 스마트 교통운수 시스템,
인프라 구축

6 순환경제 발전
- 산업단지의 자원 재활용
- 고형 폐기물 종합이용
- 재활용 시스템 정립, 생활 쓰레기 줄이기·자원화

7 녹색·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데이터 개방
- 녹색기술 거래센터, 국가실험실/기술혁신센터 구축
- 인재육성, 응용기초연구 강화, 첨단응용기술 개발·보급

8 탄소 흡수 역량 제고
20

- 생태계(산림·초원·해초목초지·염전 등) 탄소 고정작용 안정화
- 저탄 농업 모델(‘해상 풍력 발전+ 해양 목장’ 등) 발전

9 전국민 녹색·저탄소
- 녹색 소비 및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친환경 제품 인증 및 라
벨 제도 완비
-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독려, 공직 내 리더 인재양성

10 각 지방의 단계별 순차적 탄소 정점 달성
- 안정화 지역 선제적 탄소 정점 달성, 사용 비율 높은 지역 정
책적 우선순위 설정
21

- 여건에 따른 녹색·저탄소 사업 추진
- 탄소청점 시범 거점(100개 도시/단지) 건설

20 탄소 고정(固碳, carbon dioxide fixation):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산림청 용어해설(검색일 : 2021.11.9.)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천진-하북성), 장강삼각주(长三角,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그레트 베이 에리어(粤港澳大湾区)는 고품질
21 ▲
발전 동력원이자 성장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선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 ▲장강경제구, 황하유역 및 국가
생태문명실험구 지역은 엄격하게 생태우선, 녹색발전 원칙을 준수.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은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며, 산업
정책과 에너지 소비 관리요구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업계의 청정에너지 우세 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

③ 글로벌 협력
및 파리협정 이행, 국제 항운, 국제항공 탄소

배출 저감 협의 적극 참여 등
(녹색 무역) 고품질, 고기술, 고부가가치 녹색 제품의 무역 발전 추구, 녹색 표준 국제협력과 합격평정
22

협력, 상호승인 체계 마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강화, 녹색기술 협력

강화, 신재생 에너지23, 에너지 저장, 수소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및 교류 확대, 국제 열핵 융합 실험로(ITER) 프로젝트 등 초대형 국제 R&D 프로젝트 참여 등
(녹색 ‘일대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녹색 에너지, 녹색 금융 협력 확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제품 수출 확대, ‘일대일로’ 녹색발전국제연맹 등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플랫폼 활용, <‘일대일로’
녹색투자 원칙> 실행, 남남협력 및 일대일로 과학기술 행동 계획 추진 등
주 : ‘액션플랜’ 중에서 보고서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연구자 정리
자료 : 国务院(2021.10.26.), 国务院关于印发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的通知

중국은 탄소중립에 신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저탄 청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화석 에너지의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24,
신에너지 소비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중국의 탄소중립은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사용 고효율화 뿐만 아니라, 전통 에너지 개발·생산의
청정에너지 대체, 화석 에너지 사용의 전기 에너지 사용 대체 등을 포함
- 전통 에너지의 개발 대신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석탄 화력 발전 에너지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중국의 대체에너지 발전과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대체, 2주도, 2디커플링’
양(兩) 대체

쌍(雙) 주도

쌍(雙) 디커플링

에너지 개발 →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용 → 전기에너지 대체

청정 에너지원 생산 주도
전기 에너지 사용 주도

에너지 발전 ↔ 탄소
경제발전 ↔ 탄소배출

2030년 비화석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내외 달성
2030년 탄소 배출 피크,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장비 용량 12억kwh 이상 달성
2060년 비화석에너지 비중 80% 달성, 약 2,990개의 석탄 발전 설비의 청정에너지 설비 교체
자료 :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1.3.）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2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23 신
 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종래 사용되어온 에너지 이외에 장차 기술개발에 의하여 공급이 가능하게 될 태양에너지,
풍력, 지역,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함. e-나라지표(검색일 : 2021/11/22)
 비, 기계, 시스템 동력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24 장
사용을 전기로 대체하는 기술보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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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글로벌 협력)

17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8

- 국가에너지국은 11월에 개최된 제1차 중국 전기화 발전 서밋에서 ‘쌍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에너지의 전기화는 중국의 에너지 중장기 발전의 주요 방향이자 경제 사회가 전면 녹색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
- 또한 산업, 건축, 교통 분야의 전기화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 전기 사용을 위한 신기술, 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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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태를 발굴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등 중국의 녹색 에너지 보급, 자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 소비시장에서도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신흥산업 발전에 적극적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2,600만대에
달하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를 적극 도입하고 2025년 신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따르면 2030년 비화석에너지의 1차 에너지25 소비 비중은 기존 정책에서
제시한 20% 내외에서 25%로 높아지고, 신에너지 중심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하에 2060년에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대체에너지 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대체에너지 발전 방향 및 세부 목표 변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 전략(2016~2030)
2021~2030년
에너지 소비 총량 : 60억톤CO2eq 이내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내외
신규 에너지 수요의 청정에너지 활용
현대적 에너지 체계 초기 구축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 달성 노력
2050년
에
 너지 소비 총량 안정화
비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50% 초과 달성
현
 대적 에너지 체계 구축

2030년 탄소 배출 피크, 2060년 탄소중립
2030년
중
 국의 단위 국내총생산 탄소 배출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1
 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 25%
풍
 력 발전, 태양광 발전 총 설비 12억kw 이상 달성
14·5 기간(2021년~2025년)
청정 저탄 안전 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화석 에너지 총량 관리
신에너지 위주의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2060년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80% 달성
에너지 이용 효율의 글로벌 선진 수준 달성

자료 : 能源生产和消费革命战略(2016~2030),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자료 종합

- 2060년에는 청정 발전 전력이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에너지 공급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등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며,
수요측에서는 전면 전기화하고 수소 에너지가 보조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함

* 올해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수소산업 발전 및 관련 연구 계획, 안정 보장을 전제로 핵에너지를 ‘적극 발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수소와 원자력 등 신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임

25 1
 차에너지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함.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대표적인 예임. 국가지표체계(검색일 : 2021/11/23)

국무원, 공업신식화부, 국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 기관 및 부처는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소 구축, 신에너지차 등 녹색저탄 스마트 제조 발전, 에너지 저장능력 제고 및

- 국무원은 신에너지 저장 능력제고, 신에너지 발전 강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정비와
외자 투자제한 철폐를 강조했으며,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의 사용, 소비를 중심으로 한 청정
에너지 발전, 신에너지의 패키지 송출, 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 등을 강조
- 국무원은 「녹색 저탄 순환 발전 경제 체계 구축 완성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21.2.2)」을 통해
공공 부문에 우선적으로 신에너지 사용 도입, 신에너지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
- 국가에너지국은 「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21.4.22)」을 통해 중국 에너지 구조의 ‘청정
저탄형’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

* 2021년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 56% 이하, 신규 전기 에너지 대체 전력 2,000억kwh, 전기 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 약 28%, 천연가스 생산량 약 2,025억m3, 비화석 에너지 발전 설비 11억kw 달성
등 2021년 에너지 구조변화에 관한 목표 제시

한편, 중국은 2020년 4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26(이하 「에너지법」)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현재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단계에 있음
- 「에너지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가격 결정, 에너지 프로젝트 관리 등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에너지를 거래 가능한 상품이라는 속성을 부여했다는 점27
- 동 법안은 화석과 비화석 에너지 간 관계 설정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제도, 재생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업의 보상 의무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법」은 에너지 보안을 국가 안보 전략에 포함시켜 에너지 시설 및 현장에 대한
보안, 에너지 관련한 네트워크나 정보의 보안 에너지 안보 전략 관련 내용을 규정

26 2005년에 제정,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2020년에 초안공개
27 2007년에 「에너지법」에 대한 첫 번째 초안 공개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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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한 중장기 에너지 및 신산업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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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급효과

Ⅳ. 파급효과
중국 내 파급효과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 중국의 에너지 전력 시스템은 청정화, 저탄화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석탄 화력발전 에너지를 대체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에너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에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2060년 탄소중립 시점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구조에서 47%, 풍력이 31%, 수력이
10%, 원자력이 3%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에너지 구조 변화(2020년~2060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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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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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당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기준
자료 :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1.3.19.)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비화석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발전량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 3.6조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 (‘20) 2.6 → (’21E) 2.7 → (‘23E) 3.1 → (’25) 3.6 (단위 : 조kW)

28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2025년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58억톤 표준석탄량29으로
1차 에너지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30

28 东方财富网(2020.11.25.), 东方财富网（2021.3.26.）
29 표준석탄량 (Standard coal equivalent, SCE)
30 东方财富网(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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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원자력을 탄소배출 제로(zero)인 청정에너지이자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은 신에너지로
보고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 인프라를 증축하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4,4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약 150기의 원자로 건설 예정31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49기로 전국 전력 발전량의 4.9%를 차지. 중국 정부는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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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의 70%를 국유은행의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등 원자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2035년에는
원자력이 중국 총 발전량의 1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32
중국 국유기업인 광허그룹(中国广核集团, CGN)33은 2035년까지 200GW 규모34의 원자력 에너지
발전 목표를 발표
2020년 중국의 원자로 설비용량은 4,989만kW이었던 반면, 1년이 채 안되는 2021년 1월~8월에
5,326만kW를 기록했으며, 동 기간 발전량은 2,698억kW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35
- 중국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설비는 2025년에 약 7천만kW, 2030년에는 약 1.2억kW, 2035년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로 설비는 2억kW에 달할것으로 전망36

중국의 원자력 설비용량 변화(2016년~2035년)

(단위 : 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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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商产业研究院(2021.10.14.), 新浪财经(2021.4.20.)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31 2
 020년 기준, 중국의 원자력 설비 용량은 약 50GW로 전력 설비 총량의 2%에 불과했으나 총 발전량의 5%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이
에너지 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20년 중국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각 280GW와 250GW로
중국의 전력 설비 총량의 24%를 차지했으나 실제 발전량은 중국의 총 발전량의 9%에 불과. 한편,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규정한바 있음
32 원자력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기준. 新浪财经(2021.4.20.)
33 중국 국무원 국유잔산 감독관리위원회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기업에 속함
34 베이징과 같은 규모의 12개 이상의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
35 中商产业研究院(2021.10.14.)
36 新浪财经(2021.4.20.)

탄소중립 정책은 ▲청정에너지 대체,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또한 빠르게

2025년까지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000만대를 돌파해 중국 자동차 전체 판매량의 35%
를 차지할 전망37
-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2020년 510만대로, 순수전기차는 410만 대였으며, 순수전기차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111.5만 대를 기록38
-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며 신차 판매의 50%는 전기차 및 수소차, 나머지
50%는 하이브리드카가 될 전망
중국의 주요 성·시에서는 버스, 화물차 등 공공 서비스 차량을 중심으로 신에너지 차량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추세
- 현재 베이징의 대중교통 중에서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이며
앞으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혀 갈 계획39
- 상하이시 도로운수관리국은 2025년까지 대중교통의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96%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대중교통 차량은 모두 신에너지차 또는 청정에너지차로 하고, 향후에는 점진적
으로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에 한해서 상하이시 통행증을 발급할 계획40

* 향후 5년간 버스 정류장에 100% 비율로 충전기를 배치하고 자율주행 버스 노선 시범사업 등을 실시

탄소중립 정책 발표 이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는 현재 단계별 양산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2025년부터는 상용화와 응용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1월~10월 동안, 수소연료전지차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한 940대
였으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4.8% 증가한 953대를 기록
- 2020년 말 국무원은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구축과 수소 에너지 트럭 및 버스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

* 현재 중국의 수소 트럭은 전체 트럭시장의 5% 미만인 상황이지만, 저탄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따라 이 비율은
41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50년에는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37 2025년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비중에 대한 정책적 목표치는 25%. 第一电动网(2021.10.11.)
38 艾媒网(2021.3.9.)
39 人民资讯（2021.11.13.）
40 上海市道路运输管理局(2021.11.19.)
41 CNBC(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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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음

23

24

- 중국은 수소차를 2025년 10만대, 2035년 100만대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중국의 수소차 시장은 2025년에 100억 달러, 2035년에 1,000억 달러 규모가 될것임
* 베이징의 수소차 시장 목표: (‘25) 수소차 1만대, 수소충전소 47곳

42

‘수소 1만가구 진입’ 과학기술 시범 프로젝트는 4개 도시(지난, 칭다오, 웨이팡, 쯔보)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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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범 사업으로, 순수 수소 파이프 수송 방식으로 수소 에너지를 산업 클러스터로 수송하고,
주거 건물 및 교통, 항구, 고속도로 등에 수소에너지를 적용할 예정
- 2021년~2025년에 ‘1개의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2개의 수소에너지 항구, 3개의 과학기술
보급 기지, 4개의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5개의 수소에너지 커뮤니티 단지’ 구축 목표
신에너지차 수요 확대에 따라 수소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한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전년대비 37.9% 증가한 168만 대를 넘어섰음

* 주로 베이징, 광동, 절강성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 충전기는 전년 대비 56.4% 증가한 80.7만대,
43

민간 충전기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한 89.4만대를 기록

* 국영기업 시노펙(Sinopec)은 2021년~2025년 동안 1,000개의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대체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관련 품목 생산 위축
정책적으로 철강, 유색금속, 석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제지 등 중공업에 대한 탄소
배출 감소 요구가 높아 관련 산업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거나 생산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
으로 대응하고 있음
-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중국정부인증탄소배출권(CCER)에 따라 5% 미만의 초과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을 감수하며 탄소를 배출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생산 감축, 에너지 고효율 장비 도입,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 등을 고려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단일산업이며, 중국 내 철강 제련을 위한 탄소배출은 연간
약 15억톤으로 중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며, 소모 전력은 나머지 국가 전체의
전력 소모량보다도 많음44

42 Reuters(2021.4.8.)

43 中新经纬(2021.3.17.)
44 Keith Bradsher, NYtimes (2021.10.13.)

- 3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철강 생산 감소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으며 2021년에 철강 생산량을 반드시 전년 대비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45

산업에 속하며 각 지역은 전력요금을 인상하여 배출을 관리하는 추세46
-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편으로 시멘트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3%, 전해 알루미늄은 4%를 차지했음
중국의 탄소권 교역 관련 법률47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탄소
배출 면제 범위가 더욱 축소되고 생산비용이 상승48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권거래, 탄소세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탄소가격을 인상
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참여
-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61개 국가(지역)에서 탄소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31개국은
탄소배출 교역 제도를 도입했고, 나머지 20개국은 탄소세 제도를 운영 중
- 중국 탄소포럼 등 기관은 중국의 탄소교역 시장 초기의 탄소가격은 톤당 49위안이었으며,
2030년에는 톤당 93위안, 2050년에는 톤당 167위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U는 최근 탄소가격이 톤당 60유로를 상회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탄소교역시장을
49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톤당 26.7달러~28.1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

45 九方金融研究所认证(2021.3.2.)
46 자재 생산시 배출과 건축물화 과정 중의 배출 합계는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 건축운영 단계는 22% 차지

47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2019-2020年全国碳排放权交易配额总量设定与分配实施方案（发电行业）》
48 기업의 탄소 배출 면제율 : (’25) 98% → (‘30) 90% ; 생산비용 : (’25) 4.3억 위안 → 32.5억 위안으로 축소
49 中国日报网(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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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산업은 중국 내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탄소 배출 감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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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

②-1. 화학 비료
중국은 전력난 이후, 중국 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9종 화학비료 품목에
2021년 41호

대한 수출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원료의 국경 외 공급을 제한
2021년 10월 11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역법」 및 관련 시행조례에
의거, 29종 수출입 품목 목록을 조정하여 각 상품에 해관 감독관리 조건 ‘B’를 추가함
- 감독관리 조건 ‘A’는 품목이 수입 시에만 검험·검역한다는 조건이며, ‘B’는 수출 시에만 검험·
검역한다는 조건임
- 이에 따라 해관은 2021년 10월 15일부로 관련 상품에 대해 수출상품 검역을 실시했으며,
조정된 품목은 비료용 염화암모늄,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염화칼륨, 인산비료, 칼륨
비료, 광물성 비료 및 화학비료 등임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우리나라가 대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요소(HS코드 : 310210)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의존도가 약 80%인 품목으로 중국의 수출 검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경유차 필수품인 ‘요소수’50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요소수 대란’을 야기51
- 중국의 전력난이 석탄 부족에서 비롯된 가운데, 석탄 등을 원료로 추출되는 ‘요소’ 또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의 국경 외 수출을
제한함
중국의 수출제한 품목 중 2021년 1월~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액이 3,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모두 대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소수 대란’에
이어 해당 품목들을 원료로 하는 업계에 또 다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50 요
 소수는 요소와 증류수의 혼합이며, 주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됨. 요소는
암모니아와 석탄에서 나오는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추출됨. BBC(2021.11.5.)
51 2
 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요소 수입액(2억 3,495만 달러) 중 대 중국 수입액(1억 5,403만달러)의 비중이 약 65.6%이었으며,
2021년 1월~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요소 수입액(3억 459만 달러) 중 대 중국 수입액(2억 4,290만달러)의 비중이 약 80.0%임

- 요소(79.8%),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47,4%), 비료용 염화암모늄(51.9%),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 등 원료(96.7%)가 이에 해당함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암모늄은 비료 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 처리제의 역할을 하는 화학
비료임
-이
 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검역 강화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액 및 비중(2021.1~10기준)
HSK
310260
310210
2827

품목명

(단위 : 천 달러, %)

대세계

대 중국

수입액

수입액

5,080,082

2,407,296

47.4

요소(수용액의것인지에상관없다)

304,590

242,953

79.8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
과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155,435

80,724

51.9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비중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2암모늄 (인산 2암모늄 )

36,477

35,280

96.7

310520

질소 .인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30,949

6,518

21.1

31059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유기,무기 혼합비료, 기타비료

13,163

5,810

60.3

310540

오르토인산 2수소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 2암모늄의
혼합물

2,909

2,743

94.3

310420

염화칼륨

195,588

2,214

1.1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2,756

1,661

60.3

310311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1,617

1,612

99.7

310510

정제화하거나 총중량이 10K이하로 포장한 비료

3,965

1,407

35.5

310430

황산칼륨

6,036

1,376

22.8

310319

기타 인산칼슘

552

540

97.8

310290

기타 질소비료 및 화학비료(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
물을 포함한다)

1,456

392

26.9

310559

질소와 인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화학비료

868

300

34.6

310490

광로석, 칼리암염 및 기타 천연 비정제 칼리암염, 기타 광물
칼륨 비료 및 화학비료

1,646

89

5.4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207

70

33.8

310390

기타 광물 인산비료,화학비료

2,902

39

1.3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탄산칼슘, 기타 무기물을가한것 )

7

7

100.0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것 )

25

3

12.0

주 : 비중은 대 중국 수입액이 대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K-Stat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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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은 과일, 채소 등 흔한 식자재 농사에 사용하는 농업용 고질소 비료

27

28

「중국해관 : 반드시 검역을 실시하여하는 수출입 품목 목록 조정표」
HS코드

품목명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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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27101000

비료용 염화암모늄

B

2

31021000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3

310210009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4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음)

A

A/B

5

3102400000

질산암모늄 및 탄산칼슘의 혼합물(질산암모늄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
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

B

6

3102600000

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B

7

3102800000

요소ㆍ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B

8

3102909000

기타 질소비료 및 화학비료(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B

9

3103111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A

A/B

10

3103119000

기타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A

A/B

11

3103190000

기타 인산칼슘

A

A/B

12

3103900000

기타 광물 인산비료,화학비료

B

13

3104202000

염화칼륨(함량 ≥ 99.5%)

B

14

3104209000

기타 염화칼륨

A

A/B

15

3104300000

황산칼륨

A

A/B

16

3104901000

광로석, 칼리암염 및 기타 천연 비정제 칼리암염

B

17

3104909000

기타 광물 칼륨 비료 및 화학비료

B

18

3105100010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염화암모늄

B

19

3105100090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B

20

3105200010

질소ㆍ인ㆍ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1

3105200090

질소ㆍ인ㆍ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2

3105300010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할당내)

A

A/B

23

3105300090

오르토 인산수소 이암모늄(할당외)

A

A/B

24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이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
모늄)의 혼합물

A

A/B

25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A

A/B

26

3105590000

질소와 인산을 함유한 2종 원소 비료(광물 비료 및 화학비료)

A

A/B

27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A

A/B

28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유기,무기 혼합비료

A

A/B

29

3105909000

기타비료

A

A/B

주 : A는 수입상품 법정검사, B는 수출 상품 법정검사, A/B는 수입 및 수출 상품 법정 검사를 의미
자료 : 海关总署(2021.10.11.), 관세법령종합포털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②-2. 철강

29

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억 9,640만 톤 달성 전망
전세계 철강 수요는 제조업 공장 재가동 등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에 힘입어 2021년~2022년에
증가추세를 보이며 예상보다 빠른 수요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주요 지역 및 전세계 철강 수요 전망(2020년~2022년)
지역

(단위 : 백만톤, %, 전년 대비 증가)

2021e

2020

2022e

EU 및 영국

140.8

(-11.2)

158.7

(12.7)

167.4

(5.5)

USMCA

114.0

(-15.8)

129.6

(13.7)

136.5

(5.4)

ASEAN(5)

70.1

(-10.1)

74.8

(6.6)

78.8

(5.4)

MENA

63.3

(-6.4)

65.6

(3.6)

69.9

(6.5)

전세계

1,775.4

(0.1)

1,855.4

(4.5)

1,896.4

(2.2)

자료 : WorldSteel(2021.10.14.)

중국의 철강 수요는 정체된 반면 주요 국가의 철강수요는 모두 증가세

철강 사용량 상위 5개국(2020년~2022년)
지역

(단위 : 백만톤, %, 전년 대비 증가)

2021e

2020

2022e

중국

995.0

(9.1)

985.1

(-1.0)

985.1

(0.0)

인도

89.3

(-12.9)

104.3

(16.7)

11.4

(6.8)

미국

80.0

(-18.0)

92.3

(15.3)

97.5

(5.7)

일본

52.6

(-16.7)

58.0

(10.2)

59.2

(2.1)

한국

49.0

(-8.0)

53.4

(9.1)

54.2

(1.5)

자료 : WorldSteel(2021.10.14.)

- 중국 경제는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서 주춤한 모습을
보임

* 2021년 7월 중국 철강 사용량은 전월 대비 13.3% 감소, 8월에 전월 대비 18.3% 감소

-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건설 분야 통제, 지방정부의 금융지원 제한, 환경보호 강화로
투자기회가 줄어들면서 철강 수요 감소 전망
- 2021년 1월~7월 중국의 철강수요가 2.7%로 플러스 성장을 하였지만, 2021년 말에는 최종적
으로 -1.0%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1년 전세계 철강 수요는 2020년 대비 4.5% 증가한 18억 5,540만 톤이며, 2022년에

30

전세계 철강 수요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인도,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독일, 베트남, 멕시코는 2020년에 전년 대비 철강 사용량이 모두
감소했으나, 2021년~2022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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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세계 철강 수출 1위 국가로 철강 생산52 감소와 생산원가 상승은 타국 철강 수출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철강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0년 전세계의 10.5%로 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본(7.2%), 독일(7.0%), 한국(6.2%) 등이 그 뒤를 이음
중국은 수출관세 부과, 수출세 환급 폐지 등을 통해 자국 철강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의 철강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철강 가격상승, 납기 불안정 등 리스크를 안게 됨
- 최근 중국은 2021년 8월 1일부터 크롬철, 고순도 선철의 수출세를 조정하여 각각 40%, 20%
의 수출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3개 품목의 철강제품 수출세 환급이 폐지됨53
- 중국은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에 대해서도 생산량 감축과
고효율 에너지 발전설비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철강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고 있어 이를 원자재로 하는 국내 건설업,
조선업 등 전방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 수입 비중은 2020년 약 34%

52 2020년 중국 철강 생산량은 총 11억6000만 톤으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 비중을 차지.
53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2021.7.29.)

②-3.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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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중시하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속확대 되는 한편, 리튬 등 원료 확보 및 생산량 통제,
주요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산업 육성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기차 산업 공급망은 광산·제련업→2차전지 소재→2차전지→배터리→전기차로 이루어져 있음

중국은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전기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전기차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음
- 2021년 1월~5월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7%로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

* 2021년 연간 시장 점유율은 45%를 상회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
54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생산 기업은 약 500곳이며 1월 기준 63개 기업이 상장되었음55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업스트림(후방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튬, 망간 등 희토류 원료와 2차 전지 등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선점 공세를 펼치고 있음56
중국은 2020년 11만 톤의 희토류를 채굴하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55%를 통제하고 있으며 연관
제련업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튬, 망간
등 원료를 적극 확보하고 있음57
-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간펑리튬은 테슬라에 3년간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연장 체결
-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은 해외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 등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가 치열함

*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필수 원자재인 리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수요 또한 폭증하여 최근 1년 새 리튬의 가격이 5배 상승

54 Global Times(2021.7.4.)
55 战略新兴产业研究(2021.1.4.)
56 WSJ(2021.5.21.)
57 The White House(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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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탄소 실현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의 전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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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망간의 90%를 채굴하는 중국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지원하는 ‘망간 혁신 연맹’을 설립
하고 주요 제품 공급에 대한 가격 중앙통제, 가격 조율 등에 관한 카르텔을 결성
중국 2차전지 업체인 CATL의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이상 증가한 441억위안
(약 8조 1,79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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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를

기록했으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동력 전지 설비량 기준 점유율 1위

차지58

- CATL의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50%를 육박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BMW,
폭스바겐, 길리 모바일(중국) 등을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어 세계 점유율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현재 중국은 수산화리튬 수출 1위 국가이며, 2021년 상반기 수출량은 34,936톤으로 대 일본,
한국으로의 수출이 90%를 차지59
- 2020년 중국은 전세계에 56,573톤을 수출하였으며, 금액으로는 5억 4,387만 달러를 기록

중국의 수산화 리튬 수출입 규모(2017~2021)
수입량

(단위 : 톤, 만USD)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56,573
48,684

62,339
54,387
34,935

39,804

27,279
19,383
1,269
2017

23,794
1,319
2018

483

526

2019

2020

1,245
2021H1

1,538
2017

2,050

633

2018

2019

316
2020

자료 : 中商产业研究院(2021.11.24.)

- 중국의 수산화리튬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등이며, 이들 국가는 수산화리튬을 수입하여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삼원배터리 생산·제조에 활용하고 있어 중국의 탄탈소 움직임에 따라 동
품목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58 亿欧网(2021.08.26.)
59 中商产业研究院(2021.11.24.)

중국의 수산화리튬(HS:28252010) 주요 수출국(2019년~2020년)
2019년

2020년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한국

260,635

42.1

291,916

53.8

305,032

61.6

2

일본

334,042

53.9

234,279

43.2

170,973

34.5

3

싱가포르

4

인도(인디아)

5

2,851

0.5

2,454

0.5

4,309

0.9

7,210.0

1.2

2,575

0.5

2,825

0.6

UAE
총계

838.

0.1

610

0.1

2,344

0.5

619,270

100.0

542,445

100.0

495,293

100.0

주 : 순위는 2021년 1~10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의 수산화리튬(HS:2825202000) 주요 수입국(2019년~2020년)
2019년
수입액

2020년
비중

수입액

(단위 : 천 USD, %)

2021년 1월~10월
비중

수입액

비중

1

중국

282,288

74.1

355,041

81.1

410,462

83.2

2

칠레

83,720

22.0

63,212

14.4

63,229

12.8

3

러시아

5,779

1.5

15,439

3.5

17,538

3.6

4

미국

8,154

2.1

3,700

0.8

2,070

0.4

5

영국

76

0.0

152

0.0

14

0.0

380,837

100.0

437,552

100.0

493,320

10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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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0월

주 : 순위는 2021년 1~10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②-3.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1년에 163.1GW, 2025년에 266.2GW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세계 1위를 차지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38.2GW를 기록. 이 중 중국의
점유율이 2019년 대비 9%p 증가한 35%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60

* 미국(14%), 베트남(8%), 일본(6%), 호주(4%), 독일(4%), 한국(3%), 인도(3%), 스페인(3%) 등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계획(2020년~2030년)’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비 목표는
721GW이며 그중 태양광(460GW)은 63.8%에 달함
- IEA는 2050년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중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63%, 설비용량은 14,000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60 신규 태양광 설비 기준이며, 시장규모 추이는 해당 전망 기관의 중간 시나리오에 따름. SolarPower Europe(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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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단위 : 천 USD, %)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셀)→모듈→시스템 및 설치

34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이 공급망 전반에서 우위를 차지

글로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전지, 모듈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63%~93%를 차지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서 높은 입지를 점하고 있음
2021년 41호

* (폴리실리콘) 63%, (잉곳) 95%, (웨이퍼) 97%, (전지/셀) 79%, (모듈) 71%

-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은 2020년 전년 대비 14.6% 증가한 392,000톤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450,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웨어퍼 생산은 2020년 161GW에서 2021년 181GW를 기록하고, 실리콘 태양광
셀은 135GW에서 152GW로, 모듈은 125에서 14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61
- 중국의 태양광 전지 생산량은 2020년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5,729만kw를 기록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6% 성장한 9,746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62
전세계 폴리실리콘 상위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며,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중국의 통웨이(Tongwei)로 2020년 연간 생산량은 96,000톤을 기록

전세계 주요 폴리실리콘 제조기업(2020년)
순위

기업명

국가

생산량(M/T) 순위

기업명

국가

생산량(M/T)

1

Tongwei

96,000

4

Daqo New Energy

80,000

2

GCL-Poly

90,000

5

Xinte Energy

80,000

3

Wacker

84,000

6

East Hope

40,000

자료 : Statista, Bernreuter Research 재인용

- 전세계적인 실리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를 원료로 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 해당 품목 수급과 관련한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

* 2021년 상반기에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 실리콘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실리콘 가격은 약 2배로 높아졌으며,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의 20%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상위 10개 제조기업의 모듈 수출 규모는 2020년에 114.1GW
규모로 글로벌 수요의 81.5%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 중 7개 기업이 중국 기업임

61 SolarPower Europe(2021.7.20.)
62 国家统计局

- 중국의 대표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융기실리콘자재(LONGi Solar)는 글로벌 태양광 웨이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듈 부문에서도 기존의 1위 기업이었던 징코솔라를 제치고

전세계 주요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2020년)
순위

기업명

1

국가

순위

기업명

국가

LONGi Solar

6

Hanwha Q Cells

2

Jinko Solar

7

Risen Energy

3

JA Solar

8

First Solar

4

Trina Solar

9

Chint (Astronergy)

5

Canadian Solar

10

Suntech

자료 : SolarEdition(2021.2.4)

태양광 산업부문에서 중국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전지(셀), 모듈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 정부가 연관 산업에 대한 생산, 수출 제한을 할 경우 큰 타격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

한국의 대중국 태양광 소재·부품 수입액 및 비중(2019년~2020년)
HS Code

품목

3818.00.2010

태양광 웨이퍼

380,751

(95.8)

331,086

(96.5)

8541.40.9021

태양광 전지

373,915

(96.7)

257,850

(98.9)

8541.40.9022

태양광 모듈

367,526

(98.2)

359,437

(9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019

(단위 : 천 USD,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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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태양광 모듈 1위 수출 기업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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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Ⅴ. 시사점
구축과 수입 채널 다변화 필요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생산축소, 원료와 원자재 수출입 비관세장벽 등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화학 비료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제한한 것과 유사하게 향후
신산업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적인 목록 발표 가능
전력난 이후 전기요금 상한폭이 확대되었으나 완전한 시장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발전기업
이나 제조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음
중국은 자국의 중장기 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의 핵심 소재가 되는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으므로,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대상
수입 채널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차별하는
제도, 예컨대 ‘탄소라벨’ 인증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고효율 장비의 도입, 친환경 원료 사용,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탄소 포집·저장 등 에너지 저장 설비,
신에너지 수송 설비, 재활용 산업, 전기차 배터리 등 신에너지차 산업 분야 진출이 유망

중국과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협력시 기술 유출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 금지와 지재권 보호 의무 관련 내용과
분쟁 발생시 적용하는 법정지국 등을 계약서 조항 또는 여타 구속력있는 문서에 명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산학 모델이나 특화산업단지 소속 또는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용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등 신산업 핵심 원료의 국내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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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기관/회의

정책/주요내용

2021.10.30

G20정상회의

2021.10.12

생물다양성협약 제
15차 당사국 총회

2021.9.21

76차 유엔총회

국내 녹색 저탄 발전 적극지원, 국경 외 신규 석탄 프로젝트 지양

2021.7.30

중앙정치국회의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플랜의 조속한 발표

2021.4.22

지도자 기후 서밋

석탄 발전 프로젝트 엄격 통제, 14.5 기간에는 석탄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15.5기간에는 점진적 감소 목표

2021.1.25

세계경제포럼

경제의 녹색전환,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관련 중점 분야 및 업계의 세부 실시방안 발표,
‘1+N’ 정책 체계 수립, 사막 등 황무지에서의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 프
로젝트 건설 가속화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자료 : 中国生态环境标准(2021.11.4.)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참고

중국의 (신)에너지 발전 관련 주요 정책
일시

2021.09.17

기관

정책

주요 내용

국가발개위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

 025년까지 에너지 자원 합리적 배치, 에너지 이용
2
효율성 대폭 제고
2030년까지 에너지 구조 최적화
2035년까지는 에너지 자원 최적화 배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후 안정적 하락 목표 실현
‘수소 1만 가구 진입’ 종합시범 기술 방향에 따라 확정
프로젝트 1건에 국고 1.5억 위안을 배정
기업:지방정부:국가 출자 비율 3:1:1 이상(프로젝트
기간 4년 이하)
수소에너지 동력 차량, 운반 설비, 기계 및 전기 장비,
수소에너지 공급 관련 산업 설비, 건축물 등 시범 응용
실현, 수소 에너지 항구 등 시범모델 구축, 수소 단지
등 시범 프로젝트 구축

2021.9.13

과기부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수소에너지 기술’ 중점
전문 프로젝트 2021년
확정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에 관한 통지」

2021.07

국무원

「신시대 중부지역 고질량
발전에 관한 의견」

 형 수력 발전소, 분산식 태양광 발전 장려
소
농촌의 에너지 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2021.06.28

공업신식화부

「2021년 자동차 표준화
업무 요점」

녹
 색 저탄 및 스마트 제조, 특히 신에너지차 분야 연구

2021.06.16

국가에너지국

「2021년 에너지 감독관리
중점임무 목록」

 정 에너지의 지역간 교역 소비, 수력발젼 최적화,
청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신에너지 기업의 합법적 경
영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

「2021년 신에너지 전력
요금 정책에 관한 통지」

 021년 신규 등록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 공상업
2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 신규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공정 가격을 적용
2021년 신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경쟁방식으로 구체
적인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석탄
화력발전 기준가격을 적용

2021.06.11

국가발개위

일시

정책

주요 내용

2021.05.31

국가발개위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 패키지 송출
프로젝트 투자건설에
관한 통지」

 에너지 패키지 송출 프로젝트 건설 중요성 강조
신
신에너지 사용 수요 충족, 송출 프로젝트와 전력원
건설 속도 상호 조율

2021.05.25

국가발개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책임 가중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지역 관련 부처, 전략기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소비
각
관련 책임 부여
에너지 사용 계획, 이산화탄소 배출 계획 제출 요구

국가에너지국

「2021년 풍력, 태양광
개발 건설 관련 통지」

2
 021년 전국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량이 사회 전체
사용 전력의 11% 비중 달성
2
 025년 비화석 에너지 소비가 1차 에너지 소비의
20% 비중 달성

2021.05.11

2021.04.22

국가에너지국

「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

2
 021년 석탄 소비 비중을 56% 이하로 감소
신
 시대 신에너지 고품질 발전 관련 정책 연구, 공표
도
 시 스마트그리드 건설 지속 추진,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인프라의 고품질 발전
「 2021년 풍력, 태양광 개발 건설 관련 통지」 공표

2021.03.12

13차
전국인민대회
4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5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신
 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체인의 경쟁력 제고
신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주목
핵
 심기술의 혁신응용 가속화

국가발개위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력 및 태양광 발전 업계 발전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풍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 확대

과기부

「 ‘14.5’ 국가중점연구개
발계획 ‘수소에너지 기술’
등 18개의 중점
전문프로젝트 2021년도
신청 지침서(의견수렴안)」

2
 025년까지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 선진국에 진입
수
 소에너지 그린 제도, 안전저장, 규모의 저장체계
및 신속한 배송 체계, 수소 1만 가구 진입
에
 너지 저장 기술 발전
교
 통 인프라의 녹색화, 스마트화

국무원

「녹색 저탄 순환 발전
경제 체계 구축 완성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녹
 색 저탄 교통운송 수단 보급
항
 구 및 공항 버스, 도시 물류 운송 차량, 우편 및 택배
차량 등 공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신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차 도입
신
 에너지차 충전소 인프라 강화

국무원

「신시대 중국 에너지 발전
백서」

에
 너지 저장능력, 신에너지 활용 전력 발전, 전력
시스템 최적화 운용
신
 에너지 분야 관련 법률 및 법규 신설 개선 폐지
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폐지

2020.11.02

국무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규획 2021~2035」

2
 025년 신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20% 달성
2
 035년까지 순수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주류가
되도록 함

2020.10.27

공신부

「에너지 절역과 신에너지차
기술노선도 2.0 」

2020.05.19

국가에너지국

「청정에너지 소비 장기
효용 메카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

2021.03.

2021.2

2021.02.02

2020.12.21

2
 025년 수소연료전지차 보유량 10만대 달성,
2030년~2035넌에는 보유량 100만 대 달성
에
 너지 사용(消纳)을 중심으로한 청정에너지 발전
청
 정에너지 사용에 유리한 전력시장 메카니즘 구축

자료 : 前瞻经济学人(2021.8.4.), 商用汽车总站(2021.7.16.), 前瞻网(2021.10.26.), 国家发展改革委(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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