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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13차 5개년" 발전계획

 

에너지는�인류사회가�생존·발전하는�중요한�물질적�기반으로서�국가계획,�국민생활�및�국가�

전략적�경쟁력과�관련된다.�현재�세계�에너지구도는�크게�조정되고,�공급과�수요�간�관계는�완

화되었으며,�기후변화�대응은�새로운�단계에�진입하면서�새로운�에너지혁명이�번영·발전하기�

시작하였다.�중국�경제는�뉴노멀�시대에�진입하였으며,�에너지소비�증가율이�둔화하고,�발전품

질과�효율문제가�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공급측�구조적인�개혁은�잠시도�늦출�수�없어�에너지�

구조조정�변혁�임무가�막중하다.�13.5시기는�전면적�소강사회�건설의�결승단계이자,�에너지혁

명을�추진하는�가속화단계로서�혁신,�조율,�그린,�개방,�공유의�발전이념에�입각해�에너지혁명

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에너지�생산/이용�방식�변혁을�강화하며,�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의�

현대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에너지� 발전개혁의�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중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13차�5개년�계획�요강」에�따라�중국�에너지�발전의�지도사상,�

기본원칙,�발전목표,�중점임무�및�개혁조치를�주로�천명하는�것은�13.5시기�중국�에너지�발전

의� 총체적인� 청사진과� 행동강령이다.

1. 발전기반 및 형세

가. 발전기반   

12.5시기는 중국 에너지가 급성장하였고, 공급보장능력이 강화되었으며, 발전품질이 향상되었

고 혁신능력은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였다.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과 신규 모델은 속출하기 시작

하면서 에너지는 구조조정 변혁의 새로운 기점에 처하였다.

1. 에너지 공급보장능력 

에너지 생산총량, 전력 설비용량 규모와 발전량은 세계 1위를 지속하고, 장기간 동안 공급보장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완화시켰다. 대형 석탄기지 구축은 큰 성과를 거두고, 안전성/고효율 대형 

현대화 탄광을 구축하였다. 오일가스 저장과 채굴 비율은 상승하고, 에너지 저장운송 능력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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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증하였다. 오일가스의 주요 파이프라인 길이는 7.3만 km에서 11.2만 km로 증가하였고, 

220kV 및 이상 송전선로 길이는 60만 km를 돌파하였으며, 시뎬둥쑹(西電東送, 서쪽의 전기를 동

쪽으로 전송) 능력은 1.4억 kW로서 지역을 넘는 자원 최적화 배치능력이 대폭 제고되었다.  

2) 구조조정 가속화

비화석에너지와 천연가스 소비비중은 각각 2.6%p와 1.9%p 향상했고, 석탄소비 비중은 5.2%p 

하락했으며, 청정화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 규모와 건

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모두 세계 1위이다. 비화석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은 35%이고, 

신규 증가 비화석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은 세계에서 40%를 차지하였다.    

3)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효과 뚜렷함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는 18.4% 하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강도는 20% 이상 하락하여 계획

목표를 초과 완성하였다.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점송전선로는 전면적으로 건설

을 착공하였으며, 오일의 품질제고 행동을 심도있게 실시하였다. 동부지역 11개 성(시)은 국가Ⅴ표

준의 차량용 가솔린/디젤유를 사전에 공급하고, 석탄의 청정형 고효율 이용 수준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석탄연소 발전기는 탈황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탈질발전기는 92%를 기록하였다. 

1kW당 전력공급 석탄소비는 18g의 표준석탄으로 하락했고, 석탄연소 화력발전기 최저 배출과 에

너지절약 개조공정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4) 과기혁신, 새로운 단계 진입   

1,000만 톤급 석탄채굴, 지능형 무인 석탄채굴, 3차 오일채굴과 복잡한 지역의 오일가스 개발, 

단일기계 80만 kW급 수력터빈, 100만 kW급 초초임계 석탄연소 발전기, 특고압 송전 등 기술/장

비는 세계 선두수준을 유지하였다. 자주혁신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3세대 원자력 '화룽(華

龍) 1호', 4세대 안전특징을 지닌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공정은 건설을 착공하였다. 심수 오일가

스 시추, 셰일가스 채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해상 풍력발전, 저풍속 풍력발전은 상용화 

운영에 진입하였다. 대규모 에너지저장, 그래핀소재 등 핵심기술은 획기적인 성과창출을 준비하고 

단계로서 에너지는 혁신주도형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5) 체제개혁 안정적으로 추진

행정 심사사무를 대폭 취소·이양하고, 행정심사제도 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

력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력시장 건설, 거래기관 설립, 발전 및 전력사용 계획의 개방, 전력판매 

측 개혁과 송배전 가격개혁을 신속히 실시하였으며, 오일가스 체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기/석탄 이중가격을 취소하고, 석탄자원세 개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에너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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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민간자본을 향해 개방했다.   

6) 국제협력 강화

'일대일로' 에너지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에너지협

력을 심도있게 추진하였다. 서북, 동북, 서남 및 해상 등 4대 오일가스 수입통로는 꾸준히 개선되

었다. 전력, 오일가스, 신재생에너지와 석탄 등 분야 기술, 장비와 서비스 협력성과가 뚜렷하며, 

원자력발전 국제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였다. 양자 간 에너지교류는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중국의 국제에너지사무에 대한 영향력은 꾸준히 제고되었다.   

[표 1] 12차 5개년 기간 에너지 발전 주요성과

지  표 단  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차 에너지 생산량 억 톤 표준석탄 31.2 36.2 3%

그중: 석탄 억 톤 34.3 37.5 1.8%

      원유   억 톤 2 2.15 1.1%

      천연가스 억 ㎥ 957.9 1346 7.0%

      비화석에너지 억 톤 표준석탄 3.2 5.2 10.2%

전력 설비규모 억 kW 9.7 15.3 9.5%

그중: 수력발전 억 kW 2.2 3.2 8.1%

      석탄화력발전 억 kW 6.6 9.0 6.4%

      가스발전 억 kW 2642 6603 20.1%

      원자력발전 만 kW 1082 2717 20.2%

      풍력발전 만 kW 2958 13075 34.6%

      태양에너지발전 만 kW 26 4318 177%

에너지 소비총량 억 톤 표준석탄 36.1 43 3.6%

에너지 소비구조

      그중: 석탄 % 69.2 64 (-5.2)

      석유 % 17.4 18.1 (0.7)

      천연가스 % 4 5.9 (1.9)

      비화석에너지 % 9.4 12 (2.6)

注: ( ) 내에는 5년 누계치

나. 주요문제 및 도전  

13.5시기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둔화되고, 공급보장 스트레스는 뚜렷이 완화되며, 공급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에너지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한다. 수급관계가 완화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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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제/메커니즘 등의 심층 모순이 부각되어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는 발전우위 구축, 구조조정 및 최적화, 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의 전략적 기회를 직면하며, 또한 많은 모순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위험폐단이 증대되는 심각한 도

전에 직면하게 된다.    

1) 재래식 에너지의 생산능력 구조적 생산과잉 문제 가시화   

석탄 생산과잉, 수급관계 불균형이 나타난다. 화력발전기의 평균 이용시간 수는 뚜렷이 낮아지

고, 하락추세가 나타나 설비의 이용률 저하, 에너지소비와 오염물배출 수준이 대폭 증가한다. 원

유 1차 가공능력은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생산 이용률은 70% 미만이지만, 고품질 청정 원유 생산

능력은 부족하다.   

2) 신재생에너지, 많은 핵심난제 직면   

신재생에너지의 전액 보장성 매입정책은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전력시스템의 피크부하 

조정능력이 부족하며, 조정 운영 및 피크부하 조정비용 보상메커니즘이 불완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 규모화 계통연계 소비수요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풍력, 수력, 태양광을 

포기하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기술진보에 의뢰해 원가를 낮추고 분산형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권장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발전모델의 다양화가 

제약을 받는다.   

3) 천연가스 소비사장, 시급한 개척 필요   

천연가스 소비수준이 낮고 공급능력의 과잉문제가 병존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신속히 개척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관리망 밀도가 낮으며, 천연가스저장 피크부하시설이 역

부족하고, 배송비용이 높아 천연가스 소비는 많은 장애에 직면한다. 시장메커니즘이 정비되지 못

하고, 국제시장의 저가 천연가스는 적시적인 수입이 힘들며, 천연가스 가격수준은 높은 편이다. 

석탄과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천연가스 소비시장 개척은 

제약을 받는다.     

4) 에너지의 청정 대체 임무 과중

일부 지역의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 수용능력은 상한선에 근접하고, 대기오염 형세가 심각해진

다. 석탄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서 세계 평균치보다 10%p 높다. '천연

가스로 석탄 대체'와 '전력으로 석탄 대체' 등 청정 대체 비용이 높고, 청정형 석탄보급이 힘들다. 

대량 석탄은 소형 보일러, 용광로 및 가정생활 등 분야에서 분산되어 사용되고, 오염물배출이 심각

해진다. 고품질 청정 원유 이용률은 낮아져 교통용 오일 등은 개선 및 업그레이드가 시급히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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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에너지시스템의 전체 효율 저하   

전력, 열력, 가스 등 서로 다른 에너지공급시스템은 통합 우위보완, 단계별 이용 수준이 낮다. 

전력과 천연가스 피크-밸리 차이(peak-valley differenc)가 증대되고, 시스템 피크부하능력이 역

부족하다. 수요측 호응메커니즘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공급능력은 대부분 최대 부하 충족수

요에 근거해 설계되어 시스템 설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은 

주로 서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장거리 대규모 외부 배송은 화력발전에 의한 대량 전기를 필요로 하

며, 배송 청정  에너지 비율이 낮고, 시스템 이용률이 낮다.    

6) 지역 간 에너지자원 배분모순 가시화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대부분 대개발, 외부배송의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

지역은 수요증가가 완만하고, 시장공간이 위축되어 에너지획득의 경제성과 제어가능성을 더욱 중

요시하며, 외부 에너지수용의 적극성이 낮다. 에너지 배송과 수용 지역 간 이익갈등이 가중되고, 

청정에너지의 중국 전역 범위 내에서의 최적화 배치는 저해를 받는다. 일부 지역 간 에너지 배송통

로는 저효율 운영, 나아가 방치위험에 직면한다.    

7) 에너지전환 변혁에 적응하는 체제/메커니즘 개선 기대

에너지가격, 세수, 재정, 환경보호 등 정책 간 연결/조율이 부족하고, 에너지 시장체계 구축은 

정체되어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가격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천

연가스와 전력 피크부하 원가보상 및 대응되는 가격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과학적이고 유연한 가격

조정메커니즘은 구축되지 않고, 에너지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

2. 지도방침 및 목표     

가. 지도사상

세계 에너지 발전추세에 순응하고,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주요맥락으로 하여 에너지 발전품질

과 수익 향상을 중심으로 하며,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에너지분야 신기술/신업종/신산업/신규 

모델의 육성, 에너지 서비스수준 향상 등에 주력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청정/저탄소, 안전/고효율의 현대적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단단한 에너지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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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원칙

1) 혁명유도, 혁신발전   

에너지혁명을 에너지발전의 핵심임무로 간주하고, 혁신을 에너지 발전 유도의 제1동력으로 간

주한다. 기술혁신,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의 결정적인 역할을 극대화하며, 발전활력을 증강시켜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

다.   

2) 효과본위, 조율발전

자원절약의 기본국책에 입각해 에너지를 경제사회 발전의 제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선진국 수준

의 에너지효과표준과 에너지절약제도를 보급하며, 전 사회 에너지절약형 생산방식과 소비모델의 

수립을 추진한다. 지능화와 고효율을 목표로 하여 에너지시스템의 총괄조율과 통합 최적화를 강화

하며, 다양한 에너지의 협동조율발전을 촉진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다.    

3) 청정 저탄소, 그린성장  

청정 저탄소 에너지를 에너지 구조조정의 주요 공략방향으로 간주하며, 비화석에너지의 발전과 

화석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병행한다. 석탄 소비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천연가스와 비

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을 높이며, 이산화탄소 배출강도와 오염물배출 수준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생산배분과 구조를 최적화하여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4) 인간본위, 공유발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능력 육성을 강화하고, 산업 

지원능력을 제고하며, 에너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민생을 확보·개선한다. 에너지 발전과 빈

곤퇴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에너지 빈곤퇴치공정을 추진하며, 중대에너지공정은 노혁명근거

지,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과 빈곤층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5) 최저한도 확보, 안전발전 

최저한도 사고방식을 수립하고, 위기의식을 증진시키며, 국가의 안전관에 입각해 에너지 안전

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중국 내 오일가스 공급보장능력을 제고하고, 중점분야 석유 감소·대체를 

추진하며, 석유대체산업을 신속히 발전시킨다. 석탄이용 오일가스 제조 등 전략적 기술비축을 강

화하고, 중국과 해외 시장/자원을 총괄적으로 이용하여 다원화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에

너지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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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방향

1) 발전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보존량 조정, 증가량 최적화, 생산과잉 해결 

생산과잉과 잠재적 과잉이 존재하는 재래식 에너지산업에 대해 13.5계획 전반기에 신규 추가프

로젝트를 더는 설정하지 않으며, 업그레이드 개조와 낙후생산능력 토대를 강화한다. 신에너지 발

전추세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대형기지 또는 프로젝트 신설은 사전에 시장공간을 확보한다. 화력

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설비 이용률에 대한 모니터링 경보와 제어규제 메커니즘을 신속히 구

축·보완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2) 구조조정에 주력하여 에너지의 저탄소 그린성장 추진  

에너지 수급완화의 유리적인 시기를 타서 에너지구조의 이중 교체를 가속화한다. 석탄 소비비중

을 낮추고, 석탄 종합처리를 가속화하며, 석탄의 단계별 이용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탐사개발 투

자의 다원화를 권장하고, 가격개혁을 가속화하며, 이용비용을 낮추는 한편, 천연가스 소비를 확대

한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선행 기획하고, 착공 규모를 적당히 확대하며, 풍력발전, 태양에

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에 비화석에너지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3) 시스템 최적화에 주력하여 발전모델 혁신,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적극 구축 

시스템의 피크부하 능력향상은 전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로 간주하고, 우수품질 

피크부하 전원 건설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저장을 적극 발전시킨다. 전력망 균형과 자기적응 등 운

영제어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력시스템의 피크부하와 신재생에너지 소비능력을 뚜렷이 제고한

다. 전력과 천연가스 수요 측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자 호응능력을 뚜렷이 제고한다. 열, 전기, 

냉동, 가스 통합공급능력을 크게 보급시키고, '인터넷플러스' 스마트에너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4) 시장법칙에 주력하여 시장 자체조율 강화, 에너지 수급모델 적극 변화  

지역 간 에너지 배분수요가 적어지는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여 에너지의 현지 균형과 지역 간 

공급관계를 잘 처리하며, 지역 간 신설 배송통로를 연구·논증한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해 전력 

배송과 수용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며,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상호윈윈을 실현한다. 집중개발과 분

산이용을 병행하고 분산형 에너지의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하며, 지능화 에너지공급과 에너지이용 

방식을 크게 보급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5) 경제수익에 주력하여 산업 발전법칙 준수, 에너지 및 관계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 사회의 에너지 사용비용 저하는 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간주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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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시화하며, 저가 에너지우위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산업 발전추세와 법칙을 준수하고 풍

력발전, 태양광발전의 가격수준과 보조표준을 낮추며, 시장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경쟁

을 통해 기술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라. 주요목표

13.5계획 요강의 총체적인 요구에 따라 안전, 자원, 환경, 기술, 경제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

안한 2020년의 에너지 발전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소비총량   

에너지 소비총량은 50억 톤 표준석탄 이내로 통제하고, 석탄 소비총량은 41억 톤 이내로 통제한

다. 전 사회 전기사용량은 6.8-7.2조 kWh로 예상된다.  

2) 에너지 안전보장   

에너지 자급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전전략 보장능력을 제고하며, 에너지 이용률

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의 청정대체 수준을 향상시킨다.   

3) 에너지 공급능력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중국 내 1차 에너지 생산량은 40억 톤 표준석탄을 

실현한다. 그 중 석탄 39억 톤, 원유 2억 톤, 천연가스 2,2500억 ㎥, 비화석에너지는 7.5억 톤 

표준석탄이다. 발전 설비용량은 20억 kW이다. 

4) 에너지 소비구조  

비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은 15%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천연가스 소비 비중은 10%로 끌어올린

다. 석탄 소비비중은 58% 이하로 낮추고, 발전용 석탄이 전체 석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5) 에너지 시스템 효율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는 2015년보다 15% 낮추고, 석탄 화력발전의 평균 전력공급 석탄소비는 

kW당 310g 표준석탄 이하로 낮추며, 전력선 손실률은 6.5% 이내로 통제한다.   

6) 에너지 환경보호 저탄소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2015년보다 18% 감축한다. 에너지산업의 환경보호 수준은 뚜렷

이 향상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배출은 뚜렷이 감축하며, 개조여건을 갖춘 화력발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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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최저 배출을 실현한다.    

7) 에너지 서비스 보급   

에너지 공공서비스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켜 에너지사용 서비스의 편리화를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생활용 전력 사용수준 간 격차는 뚜렷이 감소한다.  

  

[표 2] 13.5기간 에너지 발전 주요지표

유  형 지  표 단  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 총량

1차 에너지 생산량 억 톤 표준석탄 36.2 40 2.0%

전력 설비용량 억 kW 15.3 20 5.5%

에너지 소비총량 억 톤 표준석탄 43 <50 <3%

석탄 소비총량 억 톤 원탄 39.6 41 0.7%

전 사회 전기사용량 조 kWh 5.69 6.8-7.2 3.6-4.8%

에너지안전 에너지 자급율 % 84 >80

에너지구조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 35 39 (4)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 % 27 31 (4)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 % 12 15 (3)

천연가스 소비비중 % 5.9 10 (4.1)

석탄 소비비중 % 64 58 (-6)

발전용 석탄의 석탄 소비 중 비중 % 49 55 (15)

에너지효율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 감소 % - -

석탄 화력발전기 전력공급 석탄소모 g 표준석탄 /kWh 318 <310

전력망 선로 손실률 % 6.64 <6.5

에너지 환경보호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 (18)

注: ( ) 내에는 5년 누계치

3. 주요임무

가. 고효율 지능화, 에너지시스템 최적화에 주력

에너지시스템의 종합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여 에너지개발 구조를 최적화하며, 전력시스템의 피

크부하 능력육성을 강화한다. 수요 측 호응능력 제고공정을 실시하고, 에너지 생산/공급 통합 최

적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에너지의 상호보완, 수급 조율의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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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개발 배치 최적화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전역 주체기능구 계획 및 대기오염방지의 요구와 결부하여 산업이전

과 업그레이드, 자원·환경 규제와 에너지 유통비를 충분히 감안하여 에너지개발 배치를 전면적·

체계적으로 최적화한다.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대형 에너지기지 개발규모와 구축 스케줄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개발이용 모델을 혁신하며, 현지의 소비비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목표시장

의 구체화 현황에 따라 외부배송 통로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지역은 현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적합하게 분산형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외부 에너지 전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시장의 자원배

치에서의 결정적인 역할과 더욱 효과적인 정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급 양측의 자주적인 매

칭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최적화한다. 청정에너지의 충분한 소비전략

과 지역 간 이익균형 관계를 잘 처리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및 일부 송전통로 방치 등 자원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2) 전력시스템의 부하조절능력 육성 강화

대형 양수발전소, 대형수력발전소, 천연가스발전소 등 우수품질 피크부하 전원 건설을 가속화

하고, 열병합발전기와 석탄연소 발전기의 피크부하 유연성 개조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시스템

의 피크부하 성능을 개선하여 반복성 기계설치와 운영비를 감소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능력을 

제공한다. 에너지저장 시범공정 건설을 적극 전개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신에너지, 전력시스

템 간 조율 최적화 운영을 추진한다. 전력시스템의 운영모델에 대한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저탄소의 배분메커니즘을 적용하며, 전력현물시장 및 전력보조서비스시장 구축을 가속화하여 전

력 피크부하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3) 에너지수요 호응능력 제고공정 실시

수요측과 공급측을 동시에 고려하고, 시장메커니즘 및 기술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에너지효과 

전력공장', '에너지효과 가스저장창고' 건설공정을 실시한다. 가격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전력, 천

연가스 사용자가 부하조절, 부하이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수요 호응능력을 강화시

킨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 등 기술을 버

팀목으로 하여 분산형 에너지네트워크를 크게 발전시키며, 사용자의 에너지공급과 균형조절에 참

여하는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합리적인 에너지관리, 종합 에너지절약 서비스 등 시장화 

메커니즘과 신형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보급한다.    

4)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 통합 최적화공정 실시

단말기 에너지공급시스템에 대한 총괄계획과 일체화 건설을 강화하고, 신도시, 신산업단지, 신

설 대형 공공시설(공항, 역, 병원, 학교 등), CBD지역과 섬지역 등 신설 에너지사용지역에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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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체화 통합 에너지공급공정을 실시하고, 천연가스·냉난방·전기 공급,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

전, 지열에너지 냉난방 등 에너지공급모델을 현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적합하게 보급하며, 전기, 

냉난방, 가스 등 에너지생산 통합과 상호보완 이용을 강화한다.

[표 3]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중점공정

종합에너지기지 건설공정. 총괄계획, 집약개발을 통해 산시(山西), 어얼둬스분지, 네이멍구 동부지역, 서남지역과 

신장 등 5대 국가종합에너지기지 건설을 최적화한다. 닝샤 닝둥(寧东), 간쑤 룽둥(陇东)지역의 에너지기지 개발을 안

정적으로 추진하고, 안후이성 량화이(安徽两淮), 구이저우성 비제(贵州毕节), 산시성 옌안(陝西延安), 네이멍구 후룬

베얼(内蒙古呼伦贝尔), 허베이성 장쟈커우(河北张家口) 등 지역의 에너지기지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에너

지의 조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우수품질 피크부하유닛 건설공정. 진사쟝룽판(金沙江龙盘), 강퉈(岗托) 등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야

룽쟝 량허커우(雅砻江两河口), 다두허 솽쟝커우(大渡河双江口) 등 대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력에너지의 이용률

을 향상시킨다. 양수발전소의 규모와 배분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투자, 가격 메커니즘과 관리체제를 개선한다. 대

형 양수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신설 착공규모는 6,000만 kW, 2020년에 운영 중인 규모는 4,000만 kW로 향상

시킨다. 대중형 도시, 가스보장지역과 풍력, 태양광 등 집중개발지역에서 우선 천연가스발전소를 배치한다.    

풍력, 태양광, 수력, 화력 등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공정. 칭하이, 간쑤, 닝샤, 쓰촨, 윈난, 구이저우, 네이멍구 등

지에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등의 자원우위를 이용하여 유역 단계별 수력발전소, 유

연성 조절능력을 지니는 화력발전소의 피크부하능력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며, 에너지저장 등 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 및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시장거래와 가격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화력 등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시스템의 통합운영시범을 전개하고, 상호보완시스템의 전력출력 안전성과 송전효율을 높이고, 신재

생에너지 발전의 현지 소비능력을 제고한다. 축열, 축냉, 축전 등 다양한 유형·대용량·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신속히 발전시키고, 에너지저장 시범공정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며, 전력공급, 주유, 가스충전과 충전소의 일체화시설 

건설을 합리적으로 기획한다.   

단말기통합 에너지공급공정. 신설 에너지사용지역에서 단말기 에너지공급시스템의 총괄기획과 일체화 건설을 강

화하고, 전통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에너지의 협동개발이

용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전력, 가스, 열력, 냉방, 물공급 파이프 등 기반시설을 획일적으로 계획하고, 

단말기통합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의 에너지사용지역에서 위에서 기술한 에너지공급모델을 보급·응용

한다. 한편, 에너지 단계별 이용개조를 가속화하고, 여열·여압 종합이용 발전기를 구축한다. 베이징도시부센터(北京

城市副中心), 푸젠핑탄종합실험구(福建平潭综合实验区), 산시다퉁경제기술개발구(山西大同经济技术开发区) 등 단말

기통합 에너지공급 시범공정을 실시하고, 여열·여압 종합이용 규모를 1,000만 kW로 향상시키고, 스마트에너지시범

단지를 구축한다.

'에너지효과 발전소' 건설공정. 중국 전역에서 피크 밸리(peak valley), 계절, 부하 중단 등 가격제도를 실시하며, 

가스와 전기 가격 연동메커니즘을 보급한다. 쓰촨, 윈난, 후베이, 후난, 광시, 푸젠 등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성에서 

건기·우기 전기가격을 적용한다. 자문, 진단, 설계, 융자, 개조, 위탁관리 등 원스톱 계약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권장하고, 계약에너지관리 시범공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산업단지 등 에너지사용지역에서 에너지 단계별 이용 개조를 추진하고, 위에서 기술한 에너지공

급 모델을 보급하는 한편, 여열·여압, 공업 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에너지·자원 회수 및 종합이

용을 강화한다. 대형 종합에너지기지의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의 조합우위를 이용하여 풍력·태양광·화력 에너지저장 상호보완공정 건설 및 운영을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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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스마트에너지 발전 본격화

에너지 전체 분야의 지능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이용 시설의 지능화 개조를 실시

하며,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계량, 조절 운영과 관리 지능화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에너지 발전

의 지속가능한 자기적응능력을 제고한다. 스마트그리드 발전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변전소, 스마

트조절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미터 등 스마트 계량시설, 스마트 정보시스템, 

스마트 에너지사용 시설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력망과 발전측과 공급측 간 호응능력을 제고한

다. 에너지와 정보, 재료, 바이오 등 분야 신기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에너지와 통신,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을 획일적으로 기획하며, 에너지 생산, 수송, 사용과 에너지저장 체계가 조화적으

로 발전하고 상호 보완하는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 에너지절약 저탄소, 에너지 소비혁명 추진

절약 우선에 입각해 유도와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고, 에너

지 소비의 청정화 수준을 향상시켜 에너지절약 고효율, 청정 저탄소의 사회 에너지사용모델을 점

진적으로 수립한다.     

1) 에너지 소비 총량·강도 '이중통제' 실시   

에너지 소비총량과 에너지 소비강도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규제지표로 간주하고, 지표 분해 

구체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제, 법률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공

업, 건축, 교통 등 중점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낙후된 생

산능력 도태,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개조와 신규 동력에너지 육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

다. 중점산업의 에너지효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기업의 에너지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에너

지사용설비의 에너지효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에너지소비

산업 제품의 에너지소비 표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2) 석탄소비 감소행동 전개   

석탄 소비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진기로(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산둥성), 창쟝삼각주와 

주쟝삼각주 등 지역은 석탄 감소 및 대체를 실시하며, 기타 중점지역에서는 석탄 대체를 실시한다. 

에너지효과 환경보호표준을 향상시키고, 철강, 건자재, 화학공업 등 석탄 사용량이 많은 산업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분산 석탄 종합처리를 본격화하고, 

천연가스, 전력, 청정형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민용 석탄 대체를 보급하며, 공업

용 석탄연소 보일러와 용광로 개조공정을 실시하여 분산 석탄처리에서 큰 성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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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가스 소비시장 확대

천연가스 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시장 육성을 추진하며, 합리한 가스, 전기 

가격 연동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천연가스 종합 사용비를 낮추고 천연가스 소비규모를 확대한

다. 천연가스 접수와 저장운송시설에 대한 공정한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사용자 직접

공급을 권장한다. 천연가스 판매망과 서비스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민용, 발전, 교통, 공업 

등 분야를 주안점으로 하여 천연가스 소비향상행동을 실시한다. 경진기 및 주변지역, 창쟝삼각주, 

주쟝삼각주, 동북지역을 핵심으로 하여 중점도시 '석탄을 천연가스로 개조'하는 공정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분산형 에너지프로젝트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한다. 2020년에 가스와 전력의 

설비용량은 1.1억 kW를 달성한다.    

4) 전기에너지 대체공정 실시

주민생활, 공업과 농업 생산, 교통운수 등 분야의 전기에너지 대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

기보일러, 전기용광로, 전기난방 등 신형 에너지사용 방식을 보급하고, 경진기 및 주변지역을 핵

심으로 하여 농촌의 난방용 전기에너지 대체를 가속화하며, 신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에너지저

장 난방공급을 실시한다. 철도 전기화 비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며, 항구 육

상전력(shore power), 공항 브리지 전기시스템(Bridge electric system)을 크게 발전시켜 교통운

수의 '오일을 전기로의 대체'를 촉진한다. 2020년까지 전기에너지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2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5) 제품오일 품질향상 전문프로젝트 행동 실시

2017년부터 국가Ⅴ표준에 부합되는 차량용 가솔린/디젤유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용 가솔

린/디젤유 국가Ⅵ표준을 신속히 제정하며,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일반 디젤유, 선박용 

연료오일의 품질향상을 가속화하며, 바이오매스연료 등 청정 오일제품을 보급·사용하고, 석탄이

용 연료제조 전략비축 능력을 제고한다. 차량과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과 정화시설 개조에 대한 감

독규제를 강화하여 오일-기계 협동업그레이드를 확보한다.    

6) 생산·생활용 에너지모델 혁신

산업 에너지절약, 그린 건축, 그린 교통 등 청정 에너지절약행동을 실시한다. 에너지절약 표준

체계를 정비시키고, 에너지절약·고효율 기술과 제품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하며, 에너지사

용 중점산업, 설비에 대해 에너지절약 표준을 적용한다. 에너지사용 중점산업의 에너지효과 '선두

주자'제도와 기준부합 평가제도를 보급한다. 청정에너지시범성(자치구, 직할시), 그린에너지시범

시(현), 스마트에너지시범진(농촌, 섬)과 그린단지(공장)를 적극적으로 창설하고, 주민이 과학

적·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에너지절약을 중요시하는 생활방식과 사회기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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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하도록 추진한다.

[표 4] 에너지 소비혁명 중점공정  

천연가스 소비향상행동. 도시의 고오염 연료연소금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석탄을 천연가스로의 개조'를 본격

화한다. 경진기 및 주변지역, 창쟝삼각주, 주쟝삼각주, 동북지역을 핵심으로 하여 중점도시 '석탄을 천연가스로 개조'

공정을 추진하며, 천연가스 사용량을 450억 ㎥ 증가하고, 석탄대체 연료사용 보일러 규모는 18.9만 T/h를 실현한다. 

천연가스 발전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천연가스 분산형 협동생산프로젝트의 발전을 권장하며, 천연가스발전소의 발

전을 지원하고, 열부하 수요와 결부하여 가스 열병합발전프로젝트를 적당히 발전시킨다. 교통 분야 천연가스 이용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버스, 택시, 물류배송차량, 환경미화차량, 중형트럭과 액화천연가스선을 보급한다.    

충전 인프라 구축공정. '4종4횡' 도시 간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800개 이상의 도시 간 고속 

충전소를 신설한다. 집중식 충전소는 1.2만 개를 신설하고, 분산형 충전기는 480만 개를 초과하며, 중국 내 500만 

대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를 충족시킨다.   

에너지절약행동. 고효율·에너지절약 제품과 설비를 적극적으로 보급·응용하고,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내연기

관, 고효율 모터와 고효율 변압기를 발전시킨다. 고에너지소모 일반설비 개조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전기와 그린조

명을 보급하며, 에너지사용 중점설비의 효과를 꾸준히 향상시킨다. 건축 에너지절약표준을 향상시키고, 건축 에너지

절약 개조를 본격화하며, 열공급 계량을 보급하고, 그린건축 표준체계를 개선하며, 초저에너지소비 건축을 보급한다. 

산업단지의 에너지절약 개조공정을 실시하고, 단지의 에너지 단계적 이용을 강화한다. 도시 대중교통을 크게 발전시

키고, 그린 외출 비중을 향상시킨다.  

청정에너지 시범지역 건설공정. 비화석에너지와 천연가스 소비비중 향상에 착안해 석탄소비를 통제하고, 청정화 

에너지사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저쟝성 청정에너지시범성 건설을 본격화하고, 닝샤 신에너지종합시범구, 칭하이와 

장쟈커우 신재생에너지시범구 건설을 강화한다. 쓰촨, 하이난, 티벳 등 여건을 갖춘 지역이 청정에너지 시범성 건설

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르카저(日喀则) 등지가 자원 종합우위를 발휘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시범구 구

축을 추진하고, 자원여건과 발전기반을 갖춘 지역에서 스마트에너지 시범도시(향진, 단지, 가옥)를 건설한다. 

다. 다원화 발전, 에너지공급 혁명 추진

에너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5대 국가종합에너지기지를 핵심으로 하여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청정·고효율 개발이용 추진을 에너지전환 발전의 첫 번째 임무로 간주하는 한편, 규모

를 확대하고 비화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에너지 배송망과 비축 응급조치시설 구축을 

강화한다. 다양한 에너지공급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 향상에 주

력한다.

1) 생산과잉 해결과 예방 강화    

구조조정 고도화와 낙후 도태 간 결합에 입각해 시장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생산능력 이용효율을 향상시킨다. 신설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업이 생산능력 국

제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시장퇴출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수급균형

을 촉진한다. 시장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정책유도를 추진하며, 위험을 능동적으로 예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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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질서 있는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1) 석탄      

신설 탄광프로젝트, 신설 생산능력 기술개조 프로젝트와 생산능력 추가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

하고, 확실히 탄광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량 교환을 적용한다.

[표 5] 석탄 발전중점  

신설 생산능력 엄격히 통제. 선둥(神东), 산베이(陝北), 황룽(黄陇)과 신쟝 기지는 기존의 석탄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이미 기획한 전력, 현대 석탄화학공업 프로젝트와 결부하여 시장현황에 따라 신설 탄광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멍둥(蒙东), 닝둥(寧东), 진베이(晋北), 진중(晋中), 진둥(晋东)과 윈난성/구이저우성 기지는 탄

광을 질서 있게 건설하며, 석탄의 생산규모를 통제한다. 루시(鲁西), 지중(冀中), 허난(河南)과 량화이(两淮) 기지는 

석탄 생산규모를 위축한다.    

낙후 생산능력 신속히 도태. 13개 유형의 낙후 소형탄광 그리고 채굴범위와 자연보호구, 관광명소, 음용수수원보

호구 등 지역에서 중복된 탄광을 신속히 폐쇄한다. 2018년 전에 연간 생산능력이 30만 톤 이하이고 큰 안전생산 책

임사고가 발생한 탄광을 도태시키고, 연간 생산능력이 15만 톤이고 큰 안전생산 책임사고가 발생한 탄광 그리고 국가

에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석탄채굴 방법, 공법을 적용하고 기술개조를 실시할 방법이 없는 탄광을 도태시킨다.

과잉생산의 질서 있는 퇴출. 채굴범위와 법에 의거한 확정, 특별보호가 필요한 환경에 민감한 관련 지역의 중첩 

탄광, 산시(陝西), 네이멍구, 산시(山西), 닝샤 등 지역에서 연간 생산능력이 60만 톤 이하인 비기계화 채굴 탄광, 허

베이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쟝성, 쟝쑤성, 산둥성, 허난성, 간쑤성, 안후이성, 칭하이성, 신쟝 등지의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톤 이하인 비기계화 채굴 탄광, 기타 지역의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비기계화 채굴 탄광은 질서 

있게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시장화 수단 그리고, 안전, 환경보호, 기술, 품질 등 표준을 운용하여 낙후한 생산능력과 산업정

책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능력을 신속히 도태시킨다. 안전 무보장, 자원고갈, 나쁜 보존여건, 심각

한 환경오염, 장기 적자 탄광의 질서 있는 퇴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재편을 

추진하며, 석탄, 전기, 화학 등 상/하류 산업의 일체화 경영을 권장한다. 석탄 생산능력 등록공고

제도를 적용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탄광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히 처리하며, 능력초과 생산을 통

제한다. 13.5기간에 건설 중인 일부 탄광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지·완화시키고, 14개의 대형 탄광

기지의 생산능력은 중국 내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2) 석탄화력발전    

계획 건설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낙후 생산능력을 신속히 도태시키며, 석탄화력발전의 청정·

고효율 발전을 촉진한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계획건설 위험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석탄화력

발전의 이용시간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며, 신설 프로젝트의 규모와 연결시켜 건설 리듬을 합

리적으로 조정한다. 13.5기간인 2016년과 2017년에 전력잉여 성(省)에서 시민생활용 열전기와 빈

곤퇴치프로젝트를 제외한 신설 자체사용 화력발전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당분간 완화하며,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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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조치를 채택해 기존 발전기의 이용률을 높여 중국 전역 화력발전기의 평균 이용시간 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2018-2020년까지는 수급 형세에 근거해 국가 총량통제의 요구에 

따라 신규 증가 화력발전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프로젝트 착공과 생산투입 스케줄을 질서 

있게 배치한다. 민생 열합병 발전프로젝트는 배압식 발전기를 위주로 한다. 석탄화력 발전의 에너

지소모, 환경보호 등 진입표준을 향상시키고, 낙후 생산능력을 신속히 도태시키며, 2,000만 kW 

규모를 도태시키기 위해 경주한다. 2020년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1억 kW 이내로 통

제한다.

[표 6] 석탄화력발전 발전중점

건설 스케줄 최적화.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일부 취소, 일부 허가 완화, 일부 건설 완화하고, 신설 생산규모

는 2억 kW 이내로 통제한다. 

낙후 생산능력 도태. 환경보호, 에너지효과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개조하지 않은 30만 kW 이하, 운영 20년 

이상의 응결기, 25년 및 이상의 응축수 펌핑 열합병발전기를 점진적으로 도태시키고, 낙후 생산능력 2,000만 kW를 

도태시키기 위해 경주한다.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개조. 13.5기간에 석탄화력발전기의 초저배출 개조규모는 4.2억 kW를, 에너지절약 개

조규모는 3.4억 kW를 수행한다. 그 중 2017년 전에 동부 11개 성/시의 30만 kW 이상의 공공 화력발전기, 10만 kW 

및 이상 화력발전기 최저배출 개조를 수행한다. 2018년 전에 중부 8개 성의 30만 kW 및 이상의 화력발전기는 최저

배출 개조를 수행하고, 2020년 전에 서부 12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30만 kW 및 이상의 화력

발전기에 대한 최저배출 개조를 수행한다. 개조여건을 갖추지 못한 발전기는 기준달성 배출을 실현하며, 개조를 거쳐

도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도태시킨다. 동부, 중부지역의 화력발전기의 평균 전력공급 석탄소비는 

2017년, 2018년에 기준달성을 실현하고, 서부지역은 2020년 전에 기준달성을 실현한다.

석탄화력발전기의 초저배출과 에너지절약 개조를 본격 실시하고, 청정·고효율 화력발전 기술

을 보급하며, 에너지효과 환경보호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발전소의 오염물배출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 2020년에 석탄화력발전기의 평균 전력공급 석탄소모는 1kWh당 310g 이내로 통제하며, 그 

중 신설 발전기는 300g 이내로 통제한다. 이산화유황, 암모니아와 질산화물과 연도가스의 배출농

도는 각각 1㎥당 35mg, 50mg, 10mg 이하로 통제한다.

(3) 석탄 재가공       

국가에너지전략의 기술비축과 생산능력비축 시범공정의 포지셔닝에 따라 발전리듬을 합리적으

로 제어하고, 기술혁신과 시장 위험평가를 강화한다. 환경보호 진입여건을 엄격히 구체화하고, 석

탄 재가공을 질서 있게 발전시킨다. 석탄이용 연료제조, 석탄이용 알켄제조 등 업그레이드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프로젝트 경쟁력과 위험저항능력을 제고한다. 에너지효과, 환경보호, 물 절

약과 장비의 자주화 등의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석탄 재가공과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 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혁신발전모델을 적극 모색하여 장기·안정성·수준 높은 운영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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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주한다. 13.5기간에 석탄이용 오일제조, 석탄이용 천연가스제조 생산능력을 1,300만 톤과 

170억 ㎥로 끌어올린다.    

석탄맥석, 광산폐수, 탄광가스 등 석탄자원의 고효율 이용을 권장하고, 석탄자원의 부가가치와 

종합이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선진 석탄 화학공업 기술을 적용하여 저급탄에서 저온 열분해 등 석

탄품질 품질분류 이용 시범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청정석탄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석

탄 세척가공을 크게 발전시키며, 2020년에 원탄 선정률은 75% 이상을 달성한다. 

[표 7] 석탄 재가공 건설중점

석탄이용 오일제조 프로젝트: 닝샤 선화닝메이(寧夏神华寧煤) 2기, 네이멍구 선화어얼둬스(神华鄂尔多斯) 2, 3선, 

산시옌쾅위린(陝西兖矿榆林) 2기, 신장 간취안바오(甘泉堡), 신장 이리(伊犁), 네이멍구 이타이(伊泰), 구이저우 비제

(毕节), 네이멍구 동부   

석탄이용 천연가스제조 프로젝트: 신장 준둥(准东), 신장 이리, 네이멍구 어얼둬스, 산시 다퉁(山西大同), 네이멍구 

싱안멍(兴安盟) 

석탄 품질분류 이용 시범프로젝트: 산시 옌창위선(陝西延长榆神) 석탄/오일/전기 복합생산, 산메이위린(陝煤榆林) 

석탄/오일/가스/화학 복합생산, 룽청위린(龙成榆林) 석탄/오일/가스 복합생산, 장시 장넝선우핑샹(江西江能神雾萍
乡) 석탄/전기/오일 복합생산 등 

(4) 정유          

정유능력 총량통제를 강화하며,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각한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선진적인 생산능력 육성을 추진한다. 프로젝트 진입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유 재가공 등의 명

의로 정유능력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시범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도시 정유공장 종합처리

를 추진하며, 산업 개조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정유가공 산업사슬을 확충하고, 부가가치가 높

은 하류제품을 증가하며, 산업의 스마트제조와 청정 고효율 수준을 향상시킨다.    

2) 비화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자원, 환경과 시장 여건을 획일적으로 기획하고, 건설주기가 길고 요구가 높은 수력발전과 원자

력발전 프로젝트를 배분하고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한다. 집중

개발과 분산이용을 병행하고, 개발배치를 조정·최적화하며, 풍력발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 태양에너지의 다원화 이용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신에너

지를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품질과 전 사회 총발전량에서의 비중

을 향상시킨다.    

(1) 일반 수력발전 

생태우선, 총괄기획, 단계별 개발, 질서 있는 추진에 입각해 유역의 대형 수력발전기지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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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며,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소형 수력발전소 개발을 제어한다. 환경영향 평

가 심화, 환경 실행가능성 확보의 전제에서 진사쟝(金沙江), 야룽쟝(雅砻江), 다두허(大渡河) 등 

대형 수력발전기지 건설에 대한 스케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황허 상류 등 수력발전 기지를 합

리적으로 개발하며, 서남지역의 수력발전기지 건설을 심도있게 논증한다. 수력발전 개발 운영모델

을 혁신하고, 수력발전 개발수익 공유 장기효과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며, 댐 지역 이주민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2020년에 일반 수력발전 규모는 3.4억 kW를 달성하고, 13.5기간에 신규 

착공 건설 규모는 6,000만 kW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기존의 수력발전 조절능력과 수력발전 외부배송 통로, 주변의 상호접속 채널의 송전 잠재력을 

발휘하고, 계절성 수력발전의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한다. 쓰촨성, 윈난성 등 수력발전을 포기한 

문제가 두드러진 지역의 수력발전 외부배송 통로 구축을 강화하고, 수력발전 소비범위를 확대한

다.    

(2) 원자력발전    

안전성·고효율 원자력발전을 강화하며, 중국과 국제 최신 원자력 안전표준 적용, 만무일실 확

보 전제에서 연해지역에서 선진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프로젝트 건설을 착공한다. 원자로 기종 

통합을 가속화하며, 원자로 기종이 많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점진적으로 자주적 3세대 주력 

원자로 기종으로 집중시킨다. 내륙 원전프로젝트 선행논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장입지 

보호를 강화한다. 원자력발전 중대과기혁신혁신전문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실시하고, CAP1400 시

범공정 건설을 착공하며,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시범공정을 건설하며, 대형 상용 사용후핵연료 

후처리공장 건설을 신속히 논증하고 또한 추진한다. 소형 스마트원자로, 상용 고속원자로, 60만 

kW급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등 자주혁신 시범프로젝트를 적시에 가동하고, 핵에너지의 종합이

용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 전문인재그룹 구축행동을 실시하고, 핵안전 감독, 원자력발전 조종인

력 및 설계, 건조, 공정 관리 등 핵심부서의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전문인력그룹 구축을 개선하고, 

다원화 인재양성 경로를 구축한다. 2020년에 원전 설비용량은 5,800만 kW, 건설 중인 원전 설비

용량은 3,000만 kW 이상을 달성한다.   

(3) 풍력발전   

총괄기획과 집산 병행, 해상-육지 동시추진, 효과적 이용을 견지한다. 풍력발전 개발배치를 조

정·최적화하고, 동북(東北)·화북(華北)·서북(西北)지역 위주에서 동/중부지역 위주로 전환한

다. 분산형 풍력발전을 크게 발전시키고, 풍력발전기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해상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중/동부지역과 남방지역의 자원 탐사개발을 확대하고, 분산형 풍력발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풍력발전기지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의 시장소비와 지역 간 배송능력을 총괄적으로 기획하며, 개발 리듬을 제어하고, 풍력발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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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한다. 풍력발전 서비스체계를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발전품질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한다. 2020년에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은 2.1억 kW 이상, 풍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일반 전력가격은 기본상 일치시킨다.   

(4) 태양에너지   

기술진보, 비용절감, 시장확대, 체계개선을 견지한다. 태양에너지 개발배치를 최적화하고, 분산

형 태양광발전을 우선 발전시키며, '태양광+' 다원화 이용을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의 규모화 발전

을 촉진한다.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발전산업

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규모는 1.1억 kW 이상을 달성하며, 그 

중 분산형 태양광발전 규모는 6,000만 kW, 태양광발전소 규모는 45,500만 kW, 태양열발전 규모

는 500만 kW이다. 

[표 8]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자원개발중점

네이멍구, 신쟝, 간쑤, 허베이 등 지역의 풍력발전기지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칭하이, 신쟝, 간쑤, 네이멍구, 

산시(陝西) 등 태양에너지자원과 토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쓰촨, 윈난, 구이저우 등 수자원이 풍부한 서남지역에서 수력발전소의 외부배송 통로

와 유연성 조절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에너지의 상호보완 방식을 적용한 대형 신에너지기지 개발건설을 추진하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의 상호보완 효과를 극대화한다. 쓰촨성 량산저우(四川省凉山州)지역의 풍력발전과 

수력발전의 상호보완, 야룽쟝(雅砻江)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상호보완, 진사쟝(金沙江)지역의 풍력발전과 태양

광발전의 상호보완, 구이저우성 우쟝(乌江)과 베이판쟝(北盘江) 유역의 풍력발전과 수력발전의 협동운영 등 기지에 

대한 계획적인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동북, 화북, 서북지역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전력시장 거래와 대형 사용자 직접공급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

며, 냉난방 공급, 수소제조, 에너지저장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현지의 소비능력을 확대한다. 중/

동부와 남방지역의 분산형 풍력에너지자원 개발을 크게 추진하고, 저풍속 풍력발전기와 해상 풍력발전 기술의 진보

를 견인한다.   

태양광발전과 건축물 지붕, 간석지, 호수, 양어장, 농업 하우스 및 관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신규 모델을 

보급하고,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분산형 이용규모를 확대한다.

(5) 바이오매스에너지 및 기타     

바이오매스 액체연료, 기체연료, 고체연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메탄가스발전, 바이오매

스 가스화 발전을 추진하고, 쓰레기발전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바이오매스 직접연료 발전, 바이

오매스 결합발전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바이오매스 열합병발전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발전

시킨다.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종합 개발이용을 가속화하고, 2020년에 바이오매스발전의 설비

용량 규모는 1,500만 kW로, 지열에너지 이용규모는 7,000만 톤 이상의 표준석탄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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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일가스자원 공급기반 확보

중국 내 오일가스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셰일가스, 셰일오일, 석탄층가

스 등 비재래식 오일가스자원에 대한 조사 평가를 확대하며, 규모화 개발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고, 중국 내 오일가스 전략적 자원의 공급안전을 확보한다. 

(1) 석유   

중국 내 탐사개발을 강화하고, 석유 저장량 증가와 안정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정밀 탐사개발을 

심화하고, 동부지역의 석유기지 생산량 감소를 완화하며, 서부지역 어얼둬스, 타리무, 준거얼 등 

3대 석유기지의 저장량 증가와 안정적인 생산을 실현한다. 해상 석유기지 개발을 강화하고, 심수 

석유 탐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어얼둬스, 숭랴오, 보하이만 등 지역의 최저 누설 오일, 

중유(Heavy oil), 타이트 오일(tight oil) 등 저품위 자원과 셰일오일, 오일 샌드 등 비재래식 자원

에 대한 탐사개발과 종합이용을 지원한다. 13.5기간에 신규 확인 석유 매장량은 50억 톤, 연간 생

산량은 2억 톤으로 끌어올린다.   

(2) 천연가스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래식과 비재래식을 병행한다. 어얼둬스, 쓰촨, 타리무 가스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고, 해상 가스지역의 탐사개발 역량을 확대한다. 충칭 푸링

(涪陵), 쓰촨 창닝-웨이위안(长寧—威远), 윈난 자오퉁(昭通), 산시 옌안(陝西延安) 등 국가급 셰

일가스시범구 건설을 강화하고, 기타 잠재력 지역의 탐사개발을 추진한다. 친수이(沁水)분지, 어

얼둬스분지와 구이저우 비수이싱(毕水兴) 등 석탄층가스 산업화기지를 구축하고, 서북지역의 석

탄층가스 자원탐사를 가속화하며, 탄광지역의 가스 규모화 추출/채굴 이용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화물 탐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장기 목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탐사한다. 2020년에 재래식 

천연가스 생산량은 1,700억 ㎥, 셰일가스 생산량은 300억 ㎥, 석탄층가스(탄광가스) 이용량은 160

억 ㎥로 향상시킨다.    

(3) 에너지 기반시설 단점 보완          

시스템 안전, 합리적인 발전방향, 보존량 최적화, 단점 보완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간 전력배송

통로 구축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며, 지역과 성급 전력망 백본(backbone)을 개선한다. 

배전망 구축 개조를 강화하고, 전력망 이용률 향상을 강화한다. 오일가스 관리망 구축을 과학적으

로 기획하고 통합 배치하며 총괄 추진한다. 지역 간 상호보완 공급능력과 단말기 보급능력을 제고

하고, 에너지 비축 응급조치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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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망      

차원과 지역 분할, 명확한 구조, 안전 제어가능성, 경제적/효율성의 발전원칙에 입각해 중국 전

역 동기식 전력망 구조를 충분히 논증하며, 전력망의 메인 그리드를 조정하고 개선한다. 목표시장

의 실정에 근거해 지역 간 전력배송통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통로 송전 규모를 합리적으

로 확정한다. 대기오염방지 중점송전 통로를 질서 있게 구축하고, 대형 수력발전기지의 외부배송

통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윈난성, 쓰촨성의 물 포기와 동북지역의 불균형적인 전력공급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 유연성의 조절가능한 지역 간 송전가격 형성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고, 

전력자원 배치를 최적화한다. 지역 간 省급 전력망 메인 그리드를 한층 더 개선하고, 기존 전력망

의 수송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는 한편, 유연성 직류 송전을 시범적으로 응용하고, 전력망의 균형

과 자기적응 등 운영제어 기술에서 신속히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전력망 이용률을 크게 향상

시킨다. 투자역량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배전망 구축 개조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현대 

배전망을 구축하고, 여건을 갖춘 지역이 다양한 에너지를 상호 보완하여 통합 최적화하는 마이크

로 그리드(micro grid) 시범응용을 권장한다. 13.5기간에 신규 증가 지역 간 송전능력은 1.3억 kW

로 향상시킨다.   

(5) 오일가스 관리망   

유전개발, 원유수입과 제련공장 건설배치를 획일적으로 기획하고, 창쟝경제벨트와 연해지역을 

핵심으로 하여 지역 파이프의 상호접속을 강화하며, 연해의 대형 원유 하역부두와 육상 배송통로

를 개선한다. 동북, 서북, 서남지역의 육상 수입통로를 신속히 개선하고, 파이프 수송 원유공급능

력을 제고한다. '북부지역 오일의 남부지역 이전, 서부지역 오일의 동부지역 운송, 부근의 공급, 

지역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제품유 파이프 배송을 최적화하며, 기업 간에 오일자원 교한 등 방식

을 통해 파이프 배소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서부지역 가스의 동부지역 수송, 북부지역 

가스의 남부지역 수송, 해상가스의 육지 상륙, 부근의 공급' 원칙에 따라 천연가스 관리망을 획일

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관리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지역성 지선 관리망 구축을 최적화하고, 천연

가스 이용 '라스트 마일리지'를 개통하여 중국 전역 주요 관리망 및 지역 관리망의 상호접속을 실

현한다. 연해의 액화처연가스(LNG) 터미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환보하이, 창쟝삼각주, 동남연

해지역에서 이미 구축한 LNG 터미널의 저장/유통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LNG 터미널을 

적당히 신설한다. 오일가스 관리망의 운영 유지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성/환경보호 수준을 향상시

킨다. 2020년에 원유, 제품유의 파이프 배송거리는 3.2만 km와 3.3만 km를 달성하고, 연간 오일

수송 능력은 각각 6.5억 톤과 3억 톤을 달성한다. 천연가스 파이프 총 길이는 10만 km, 간선 연간 

가스수송 능력은 4,000억 ㎥ 이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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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에너지 인프라 구축중점

분류 주요 내용

전력

지역 간 외부 송전통로: 네이멍구 시멍(锡盟)-톈진시-산둥성, 네이멍구 멍시(蒙西)-톈진남(天津南), 산베이

선무(陝北神木)-허베이난왕(南罔) 확대건설, 산시위현(山西盂县)-허베이성, 네이멍구 상하이묘(上海庙)-산
둥성, 산시성 위헝(陝西榆横)-산둥성, 안후이성 화이난(淮南)-쟝쑤성-상하이시, 닝샤 닝둥-저장성, 네이멍

구 시멍-쟝쑤성 타이저우(泰州), 산시성 진베이(山西晋北)-쟝쑤성, 윈난성 서북- 광둥성 등 대기오염방지 중

점 송전통로 그리고 진사쟝(金沙江) 중류-광시, 관인암(观音岩) 수력발전 외부송전, 윈난성 루시 베이카오베

이(鲁西背靠背), 간쑤성 지우취안(甘肃酒泉)-후난성, 신쟝 화이둥(准东)-화베이 완난(华东皖南), 자루터(扎鲁
特)-산둥성 칭저우(青州), 쓰촨성 수력발전 외부송전, 우둥더(乌东德)-광둥성, 촨위(川渝) 제3 통로, 위어 베

이카오베이(渝鄂背靠背), 구이저우성 비제-충칭 송전공정을 건설한다.     

츠펑(赤峰)[위안바오산(元宝山) 포함]-화베이, 바이허탄(白鹤滩)-화중 화둥, 장베이(张北)-베이징, 산베이[선

푸(神府), 옌안(延安) 포함]-후베이, 푸젠성과 광둥성의 인터넷접속 송전공정 건설을 착공한다.

전력시장 수요와 결부하여 신장, 동북[후멍(呼盟)], 멍시(蒙西)[바오터우(包头), 아라산(阿拉善), 우란차부(乌
兰察布) 포함], 룽빈(陇彬)[(룽둥(陇东), 빈창(彬长)], 칭하이, 진사쟝(金沙江) 상류 등 전력 외부 송전통로 프

로젝트에 대한 전반기 논증을 심층 전개한다.   

지역 전력망: 외부 송전통로에 의뢰해 동북 전력망 500kV급 메인 그리드를 최적화한다. 화북 전력망의 메인 

그리드를 개선하고, 멍시와 화베이이의 메인 그리드 비동기식 인터넷접속을 적시에 추진한다. 서북 전력망의 

750kV급 메인 그리드를 개선하고, 난장(南疆) 등지로 확충한다. 화동지역의 500kV급 메인 그리드를 최적화

한다. 쓰촨성·충칭시·티벳 전력망과 화중 동부 4개 성의 전력망에 대한 비동기식 인터넷접속을 신속히 실

시하며, 티벳 인터넷접속공정을 추진한다. 윈난성 전력망과 남방 메인 그리드의 동기식 인터넷접속을 추진하

고, 광둥성 전력망의 비동기식 인터넷접속을 적시에 전개한다.

석유

국경과 지역을 넘는 원유 배송파이프: 중국-카자흐스탄, 중국-미얀마 원유 파이프를 개선하고, 중국-러시아 

2선, 이창(仪长) 복선 이정(仪征)-쥬쟝(九江)구간, 르이정수(日仪增输), 르자오(日照)-푸양(濮阳)-뤄양(洛阳) 
등지의 원유 파이프를 부설하여 장강경제벨트에 대한 관리망 배치를 개선하며, 기존의 파이프 개조를 실시한

다. 중국-카자흐스탄 원유파이프-거얼무(格尔木) 연장공정을 논증한다. 

지역 간 제품유 배송파이프: 진저우(锦州)-정저우(郑州), 장수(樟树)-주저우(株洲), 뤄양-산먼샤(三门峡)-윈
청(运城)-린펀(临汾), 산먼샤-시안 파이프를 부설하고, 거얼무-라싸 등 파이프를 확대 건설한다.

천연

가스

국경과 지역을 넘는 간선 파이프: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 D라인, 서부지역 가스의 동부지역 수송 3선

(중간구역)/4선/5선, 산시(陝西)성-베이징시 4선, 중국-러시아 동부라인, 중국-러시아 서부라인(서부구간), 

쓰촨성 가스의 동부 배송 2선, 신장의 석탄이용 가스제조 외부 배송, 어안창(鄂安沧)의 석탄이용 가스제조 

외부배송, 멍시의 석탄이용 가스제조 외부배송, 칭다오시-난징시, 칭하이성-티벳 천연가스 파이프 등을 부

설한다. 

가스

저장

창고

기구축 프로젝트 확대: 다강(大港) 창고, 화베이 창고, 진탄옌쉐(金坛盐穴), 중위안원 96, 샹궈스 등.

신설 프로젝트: 화베이싱 9, 화베이원 23, 중위안원 23, 장한황창(江汉黄场), 허난성 핑딩산, 쟝쑤성 진탄, 장

수성 화이안 등.

(6) 비축 응급조치 시설    

석유 비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가 석유비축 2기 공사를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후속 프로

젝트 선행 사업을 가동하고, 비즈니스 비축을 권장하며, 석유 비축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가스저장탱크 구축역량을 확대하고, 연해 LNG와 도시 가스비축 피크부하 시설 건설을 가속화한

다. 대형 석탄비축기지와 석탄물류단지 구축을 추진하며, 석탄 응급조치 비축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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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주도, 에너지기술 혁명 추진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한다. 에너지 중대기술 

연구개발, 중대장비 제조 및 중대시범공정 건설을 본격화하고, 중점분야 핵심기술 집중공략을 배

치하며, 에너지기술 혁명을 신속히 추진하여 중국의 에너지 생산소비 대국에서 에너지 과학기술 

장비 강국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1) 과기혁신 능력육성 강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체계에 대한 톱 레벨 디자인을 강화하고, 과기혁신 권장메커니즘을 개선한

다. 기초성/종합성/전략성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과학기술 전

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더욱 많은 에너지 기술우위를 육성하고 신속히 경제우위로 전환한다. 에

너지분야 국가중대전문프로젝트 공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연구역량을 통합하여 에너

지혁신센터와 실험실을 건설한다. 에너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추진하며, 협력강화를 권장한다. 기술혁신연맹을 구축하고, 기술 통합혁

신을 추진한다.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시장유도 메커니즘을 정비시키며, 기술의 산업

화 응용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있는 과기혁신형 에너지기업을 설립한다. 기존의 인재계

획을 이용하여 인력그룹 구축을 강화하며, 에너지과학기술 선도자와 단체를 육성한다.   

2) 중점기술과 장비 연구개발 추진

전략적 유도방향에 입각해 자주혁신능력 증강에 주안점을 두고, 오일가스자원 탐사개발, 화석

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전환, 신재생에너지의 고효율 개발이용, 핵에너지의 안전이용, 스마트에너

지, 선진 고효율 에너지절약 등 분야를 둘러싸고, 기술이 성숙되고 시장수요가 있는 경제적/합리

적인 기술을 보급·응용한다.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있지만 공법과 시장 검증이 기대되는 일부 기

술에 대한 시범을 실시하고, 전망이 밝은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과기혁신성과의 이전 및 

응용을 가속화한다. 중점분야 에너지비축의 자주혁신을 강화하고, 에너지장비 제조 핵심기술, 재

료와 부품 등의 핵심난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중대장비의 자주적 개발능력을 신속히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상류 제조업의 신속한 스마트제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전체 산업사슬

의 발전 품질과 수익을 향상시킨다.

3) 과기혁신 시범공정 실시

중국의 에너지시장 공간이 크고, 공정 실천기회가 많은 우위를 발휘하여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오일가스, 탐사개발, 석탄 가공 전환, 고효율 청정 발전, 신에너지 개발이용, 스마트그

리드, 선진 원자력발전, 대규모 에너지비축, 유연성 직류 송전, 수소제조 등 분야에 역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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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범공정을 건설하며, 선진 생산능력 육성을 추진하고, 에너지과학기술의 자주혁신능력과 장

비제조 국산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표 10] 에너지 과기혁신혁신혁신 중점임무

분류 주요내용

핵심

기술

보급응용: 셰일가스 수평정(horizontla well)의 분단 파열, 증기 보조중력 오일 유출, 석탄층가스정의 고효율 

배수 압력감소, 100만 톤급 석탄 간접 액화, 바이오디젤유, 고효율/저렴함 비용의 결정 실리콘전지, 대용량 

특고압 직류송전, 스마트그리드, 3세대 원자력기술, 에너지장비의 열/부식 방지용 소재, 신형 고효율 에너지

저장소재  

시범: 비재래식 오일가스 평가, 건열암 자원탐사 및 개발이용, 차세대 석탄가스화, 규모화 석탄 품질분리 이

용, 비알곡 에탄올, 바이오매스 고효율 집중식 열병합발전, 유연성 직류 송전, 선진 초초임계 화력발전기의 

고온금속소재 연구개발 및 부품 제조, 고출력 전력전자부품 제조 및 응용, 정밀 세라믹, 그래핀 에너지저장부

품, 태양광전지소재     

집중공략: 석탄의 그린 무인채굴, 깊은 우물 재해방지, 비재래식 오일가스 정밀탐사와 고효율 개발, 심해와 

심층 비재래식 오일 개발, 신형 저급탄의 열분해 품질분리 전환, 그린 화력발전, 바이오 항공연료, 원자력 사

용후핵연료 후처리, 신형 고효율/저렴한 비용의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초전도 직류 송전,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전력망 배치 제어시스템, 신에너지 계통연계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신형 고효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중대

장비

석탄: 옅은 석탄층의 기계화 채굴장비, 중대사고 응급조치 긴급구조 기술/장비, 대형 공기분리장치, 초대형 

석탄가스화 장치, 대형 석탄 액화장치, 대형 합성가스 메탄화 장치

오일가스: 로타리 조종 드릴링 시스템, 중국산 수중 생산시스템, 1만 톤급 반잠수식 크레인 파이프부설선박, 

해상 대형 부유식 오일 생산/저장 시스템, 비재래식 오일가스 탐사개발 기술/장비, 중대 해상 오일누출 응급

조치 기술/장비  

전력: 에너지절약/최저배출형 초임계 순환 유동층 보일러, 가스터빈, 100만 kW급 수력발전기, 원자력 주요

펌프와 폭파밸브 등 핵심자비, 저속 및 7-10MW급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 핵심설비,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모터, 초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통합장비, 대규모 에너지비축 전지      

중대

시범

공정

석탄: 스마트탄광, 석탄이용 알켄제조, 석탄 기반의 합병생산, 100만 톤급 석탄/오일 공동제련, 석탄/오일/가

스 자원 종합이용, 석탄/전기/알루미늄 일체화, 석탄이용 청정연료 제조   

오일가스: 비재래식 오일가스 개발, 심층 중유 개발, 1,500m 이하의 심해 오일가스 개발   

전력: 청정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자체 지적재산권 보유 중형 F급 가스터빈발전, 화룽 1호, CAP1400, 60만 

kW급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로, CFR600 고속원자로, 모듈화 소형 원자로,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선진 에너지

저장   

신에너지: 초대형 해상 풍력발전, 대형 태양광발전, 다양한 에너지 상호이용 분산형 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의 단계별 이용 및 합병생산, 섬의 마이크로그리드, 심층 고온 건열암 발전, 해양 조력발전, 천연가스수화물 

탐사 및 채굴

마. 공정한 효과, 에너지 체제개혁 추진

시장화 개혁방향에 입각해 가격체계를 보완하고, 에너지상품의 속성을 환원한다. 시장의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극대화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에너지 중점영역

과 핵심분야 개혁을 강화하고, 체제와 메커니즘 장애를 제거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에너지 시장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 향상, 에너지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적합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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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한다. 

1) 현대 에너지시장 개선

획일적인 개방, 질서 있는 경쟁의 현대 에너지시장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쟁성 분야를 개방

하고, 획일적인 시장진입제도를 적용하며, 에너지 투자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민영 경제의 에너지

영역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장퇴출 메커니즘을 정비시키고, 전력시장 육성을 가속화하

며, 전력보조 서비스시장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할당제 및 그린 전력증서 거래제를 수립한다. 

천연가스거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에너지 선물시장을 육성한다. 에너지사용권 거래시범을 전개

하고, 중국 내 획일적인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시장 감독규제 메커니즘을 정

비시키고, 자연독점업무 감독규제를 강화하며, 경쟁성 업무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한다.   

2) 에너지 가격개혁 추진

에너지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정도, 시장 수급관계, 생태환경 가치와 세대 

간 보상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가격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가격 레버리지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전력, 오일가스 등 경쟁성 분야 가격을 자유화하고, 전력, 오일가스분야 정부의 

가격결정을 엄격히 감독하고 규범화한다. 전력망과 오일가스 관리망에 대한 투자와 비용을 효과적

으로 규제하는 배송 가격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피크부하, 예비 등 보조서비스 가격제도를 개선하

고, 가스, 전기 요금에 대한 연동메커니즘을 보급한다. 비용절감을 권장하는 재정보조와 전기요금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일반 전기가격의 시장화를 실현한다.   

3) 전력체제 개혁 심화

비용 감독규제를 엄격히 하고, 송배전 전기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한다. 운영이 규범화된 전력

거래기관 설립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기업의 운영모델을 개혁한다. 공익성, 조절성 이외의 전력사

용계획과 배전 추가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혼합소유제 방식을 통해 배전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전기판매 시장주체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육성하며, 사용자 측의 분산형 전력시장

을 자유화하며, 전력망의 공정한 개입을 실현한다. 분산형 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마이크

로그리드의 발전을 권장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선하고, 분산형 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한다. 전

력시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규범화하여 전력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제멋대로 가격을 낮추

는 등의 비규범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한다.

4) 오일가스 체제개혁 추진

오일가스 체제개혁 방안을 출범하고, 개혁 시범범위를 확대한다. 오일가스 탐사개발 제도개혁

을 추진하고, 오일가스 탐사개발, 수출입 및 하류 분야 경쟁성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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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운영 간 분리를 활성화하여 관리망, 터널 등 기반시설이 공정한 개입을 실현한다.

5) 에너지 거버넌스 능력 육성 강화

정부기능을 더욱 전환하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 관리/완화 간 결합, 서비스개혁 

최적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및 정책적 유도를 강화하며, 전 업종에 대한 감독규제체계를 

정비시킨다. 프로젝트 심사권한 하부이양 요구에 적응하고, 프로젝트 관리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의 선행 사업은 정부주도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며, 건설 프로젝트는 충분한 

논증을 거친 후 에너지계획에 편입시키고, 입찰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투자주체를 선정한다.

정부와 기업 간 분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기업이 행사하는 관리망 계획, 체계적인 

접속, 운영 조절, 표준 제정 등 공공관리기능을 분리시키며, 정부부문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

하여 담당한다. 에너지 전략적 계획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에너지 발전 관련 중대한 전략적 문

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고한다.

에너지표준, 통계와 계량 체계를 정비시키고, 에너지 산업표준을 개정·개선한다. 국가 에너지 

빅데이터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에너지경제의 형세분석 진단과 예측 경보를 강화하여 에너지 데이터 통계분석과 정책결

정 지원능력을 뚜렷이 제고한다.

바. 상호윈윈,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중국과 해외 전체 국면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중국과 해외 시장, 자원을 충분히 이용한다. 에

너지의 대외개방과 협력전략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기회를 타서 에너

지 기반시설 상호접속을 추진하고, 생산능력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적

극 참여한다.    

1) 에너지 기반시설 상호접속 추진

에너지협력 프로젝트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 상호접속을 촉진하며, 다국적 송전통로 구축을 추진하고, 전력망 업그레이드 개조협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    

2) 기술/장비와 생산능력 국제협력 확대

에너지 기술, 장비 및 공정 서비스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수준을 향상시키며, 중점

기술의 소화흡수 및 재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 중대전력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신에너지프로젝트 투자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외 전력망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 건설, 운영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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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

G20그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국제에너지국(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신재생에너지국, 에너지헌장 등 국제플랫폼과 기관의 중대 에너지사무 및 규칙제정에 참여한

다. 아세안, 아랍국가연맹, 상하이협력기구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상호접

속, 시장융합과 무역 편리화 조치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안전을 협동하여 보장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터넷 구축을 검토한다.

사. 국민혜택, 에너지 공유발전 실현   

에너지 혜민공정 건설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에너지사용 기반시설 개선에 주력하며, 에너지 

빈부퇴치공정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에너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에너지 복지공

유를 실현한다.   

1) 주민의 에너지사용 기반시설 개선

차세대 농촌 전력망 개조 업그레이드 공정을 추진하고, 도시 배전망 구축 및 개조행동을 실시한

다. 획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기술표준을 정비시키며, 선행 건설하여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을 

촉진한다. 전력망 업그레이드 개조와 전기에너지 대체를 획일적으로 기획하여 주민의 난방분야 전

기에너지 대체를 충족시켜준다. 판자촌 열병합발전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 지선 

관리망 구축을 가속화하며, 관리망의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천연가스 관리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

역에서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직접공급을 추진하여 주민의 가스사용을 확보

한다. 수력발전용 가스/열 계량도구의 지능화 업그레이드 개조를 추진하고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

밀화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지하에 대한 종합 관리를 추진하고 에너지 관리망 및 통신, 물공급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획일적인 기획, 설계, 시공을 권장하며 도시공간의 집약화 이용을 촉진한다.  

2) 에너지 빈부퇴치공정 정확히 실시

노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빈곤층지역에서 에너지 계획 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 

빈부퇴치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한다. 에너지개발 수익배분 메커니즘을 조정·개선하고, 빈곤층

지역의 자기발전 '조혈기능'을 증강시킨다. 지정 빈부퇴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부, 기업의 

전문 지원역량을 확대하며,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천연가스 개발이용 등 빈부퇴치공정을 중점적

으로 실시한다. 

3) 에너지 서비스 수준 향상

에너지시설의 유지보수와 기술서비스 거점을 개선하고 에너지 전문화 서비스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자원에 대한 공정한 배치와 응급조치 호응메커니즘을 정비시키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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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에너지사용 수요를 보장하고, 주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낮추며, 에너지의 군민 심층융합 발

전을 촉진하고, 서비스능력을 제고한다. 천연가스 공급 보급률을 높이고, 천연가스 민간수요를 방

출하며, 2020년에 도시의 가스화 비중은 57%, 가스사용 인구는 4.7억 명을 달성한다. 주민이 지

붕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정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주민소득을 증대

시키고, 에너지 발전성과를 공유한다.   

4) 농촌의 청정에너지 발전 강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농촌지역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형 수력발전, 농림 폐기물, 사

육장 폐기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추진하며, 농촌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

하고, 농촌의 난방 전기에너지 대체를 가속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과 시설농업 발전 간 결합을 

권장하며, 태양에너지 온수기, 소형 풍력발전 등 소형 에너지시설을 크게 보급 응용하고, 농촌의 

에너지공급 방식의 다원화를 실현하며, 그린 에너지 농촌 건설을 추진한다.  

[표 11] 민생공정 건설중점  

4. 보장조치

가. 에너지 법률·법규체계 정비

완비된 에너지 법률·법규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며, 관련 법규체계

를 개선하고, 법률, 법규, 규정의 에너지산업 발전과 개혁에 대한 유도 및 규제 역할을 발휘하여 

배전망: 20개의 중심도시 핵심구의 고신뢰성 전력공급시범구, 60개의 신형 도시화 배전망 시범구를 구축한다. 구

조가 합리하고 기술이 우수한 유연성/신뢰성/경제성/고효율/친환경형 신형 배전망을 구축하고, 중심도시 사용자의 

연평균 정전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사용자의 연평균 정전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농촌지

역 사용자의 연평균 정전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종합전압 합격률은 97%를 달성하고, 동력전기를 기본적

으로 보급한다.   

농촌 전력망: 티벳, 신쟝 그리고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 등 4개 지역의 농촌 전력망 건설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및 빈곤층지역 농촌의 전력망 개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동/중부지역의 도시와 농촌 전력공급 서비스의 편리화를 

가속화한다. 2017년 말까지 중심농촌의 전력망 개조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평원지역 모터 펌프 우물의 전력사용을 

실현하며, 빈곤층 농촌은 전부 동력전기를 개통시킨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 농촌지역은 안정성/신뢰성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력공급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농촌의 전력망 전력공급의 신뢰성은 99.8%, 종합 

전압 합격률은 97.9%, 가구당 배전/변전 규모는 2KVA 이상을 달성한다.   

태양광발전 빈부퇴치: 빈곤한 200만 가구의 태양광발전 빈부퇴치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한다.  

비체계연계 마이크로그리드공정: 섬, 국경지역 등 전력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마이크로그리드공정을 건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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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발전에서 의거할 법을 마련한다.

나. 에너지 재정·세무 투자정책 개선

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재정, 세수, 투자, 금융 등 정책을 개선하고, 정책적 유도와 지원을 강화

하여 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1) 재정자금 지원 확대

중앙예산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농촌의 전력망 개조 업그레이드, 석유와 천연가스 비

축기지 구축, 탄광 안전개조 등을 지원한다. 과기혁신혁신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를 지속적으로 지

원하며, 석탄기업이 생산과잉을 해결하고 타당성 있게 인원을 분류 안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미 

폐쇄된 탄광에 대한 환경복구를 지원한다.    

2) 에너지 세수정책 개선

자원에 대한 세수개혁을 본격화하고, 자원개발 수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환경보호비 세제

개혁을 신속히 추진한다. 탈황, 탈질, 먼지제거와 최저배출 환경보호 전기가격 정책을 개선하며, 

운영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세금/재정 연동개혁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를 촉진한다.    

3) 에너지 투자정책 개선

에너지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고, 다양한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해 '네거티브 리스

트' 이외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권장·유도한다. 투자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결배합을 강화하고, 

비재래식 오일가스, 심해 오일가스, 천연우라늄 등 자원탐사개발 및 중대 에너지시범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을 개선한다.  

4) 에너지 금융체계 정비

에너지산업과 금융기관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에너지 선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

하며,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재산권거래시장 구축을 모색한다.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유도

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위험제어 가능성,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에너지프로젝트 건

설 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며, 담보역량을 확대하고, 벤처투자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금융과 인터넷 간 심층융합을 권장하고, 에너지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며, 혁신형 에너지기업의 융자경로를 개척하고, 직접 융자비중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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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계획 실시메커니즘 강화

제도적 보장을 구축하고, 책임분업을 확정하며, 감독평가를 강화하고, 전문프로젝트 감독규제

를 강화하여 에너지계획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한다.  

1) 에너지계획의 유도 및 규제 역할 강화

에너지계획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분야 전문프로젝트 계획을 제정하며, 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임무를 세분화하여 계획의 효과적인 구체화를 추진한다. 성급 에너지계획과 국가계획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계획 규제 및 유도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계획에서 확정한 주요목표 임무를 분해하여 

성급 에너지계획에서 구체화하고, 계획의 관련 총량통제에 대한 규제를 실현한다. 계획과 에너지

프로젝트 간 연결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프로젝트는 허가권한에 따라 관련 계획에 편입시키며, 계

획에 편입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및 유도 역할을 향상시킨다.    

2) 에너지계획에 대한 동적 평가메커니즘 구축

에너지계획 실시 중기에 에너지 주무부처는 계획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시 

절차대로 계획에 대해 중기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계획의 구체화 현황 및 평가결과는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체계에 편입시킨다.     

자료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2017.1.17.)

http://www.nea.gov.cn/2017-01/17/c_135989417.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