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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 "13차 5개년" 발전계획

 

신재생에너지는�에너지공급시스템의�중요한�구성부분이다.�현재�세계�신재생에너지의�개발

이용�규모는�꾸준히�확대되고,�응용비용은�급감하여�신재생에너지는�많은�국가가�에너지구조�

조정의�핵심내용과�기후변화�대응의�중요한�경로가�되었으며,�중국이�에너지�생산과�소비�혁명

을�추진하고�에너지�구조조정을�추진하는�중요한�조치이기도�하다.

12.5기간에�중국�내�신재생에너지는�신속히�발전하여�중국�에너지구조�조정에�대해�중요한�

기여를�하였다.�13.5기간은�중국의�전면적�소강사회�건설의�결승단계이자,�전면적�개혁심화의�

공략단계이며,�더욱이�시진핑�총서기가�제시한�'4개의�혁명,�1개�협력'1)�에너지�발전전략의�

핵심단계이기도�하다.�2020년과�2030년에�비화석에너지가�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을�

15%와�20%�향상의�목표를�달성하고,�청정�저탄소�현대에너지체계�구축을�가속화하며,�신재

생에너지산업의�지속적인�건전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법」의�요구에�따라�「중국�

국민경제와�사회발전�13차�5개년�계획요강」과�「에너지�13.5�발전계획」에�따라�「신재생에너지�

13.5�발전계획」을�제정한다.

「계획」은�수력에너지,�풍력에너지,�태양에너지,�바이오매스에너지,�지열에너지와�해양에너지

가�포함되며,�2016년부터�2020년까지�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의�지도사상,�기본원칙,�발전목

표,�주요임무,�자원배치�최적화,�발전방식�혁신,�산업체계�개선�및�보장조치를�확정한�13.5시기�

중국�신재생에너지�발전의�중요한�지침서이다.

1. 발전기반 및 형세

가. 발전기반

12.5기간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규모화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대규모 증가

량 대체와 지역성 보존량 대체의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1) 4개 혁명, 1개 협력: 에너지공급혁명, 에너지소비혁명, 에너지기술혁명, 석탄관리체제혁명,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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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구조조정 분야에서의 역할 꾸준히 증강    

2015년에 중국 내 상품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량은 4.36억 톤 표준석탄으로 1차 에너지 소비총

량의 10.1%를 차지하였다. 태양에너지 이용 등 비상품화 신재생에너지를 감안할 경우, 전체 신재

생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5억 톤 표준석탄이다. 원자력의 기여를 계산할 경우, 전체 비화석에너

지의 이용량이 1차 에너지 소비총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12%로, 2010년보다 2.6%p 향상했다. 2015

년 말까지 중국 전체 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3.2억 kW이며,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각각 1.29억 kW, 4,318만 kW이고, 태양에너지 이용면적은 4억㎡로, 응용규모는 세계 

1위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1.38조 kWh로, 전 사회 전기량의 25%이다. 그 중 수력발

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5%이다. 바이오매스에너지는 다원화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

며, 다양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3,500만 톤 표준석탄이다.   

2) 신재생에너지 기술/장비 수준 향상     

개발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대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 강국으

로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성숙된 대형 수력발전 설계, 시공과 관리 운영능력을 갖추었으며, 

단일 기계 설비용량이 80만 kW인 혼류 수력터빈을 자주적으로 제조 및 운영에 투입하였고, 500 

m급 수두(head), 35만 kW급 양수발전기 부대설비 제조기술을 확보하였다. 풍력발전 제조업의 집

중도는 뚜렷이 향상되고, 완제품 기계 제조기업은 12.5계획 초기의 80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 

풍력발전 기술수준은 뚜렷이 향상하고, 핵심부품은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5~6MW급 대형 풍력발

전설비는 시운영에 투입되었으며, 특히 저풍속 풍력발전 기술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였고, 또

한 중/동부와 남방지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태양광전지 기술혁신능력이 대폭 제고되고, 결

정 실리콘 등 신형 배터리 기술 전환효율의 세계기록을 창조하였다. 국제경쟁력 있는 태양광발전 

전체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다결정 실리콘의 생산기술 폐쇄를 타파하였으며, 다결정 실리콘의 생

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태양광전지 컴포넌트 생산량은 세계 생산총량의 70%를 

차지하였다. 기술 진보 및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12.5기간에 태양광전지의 컴포넌트 가격은 60% 

이상 허가하여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뚜렷이 향상시켰다. 다양한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저장 기술은 큰 진전을 보였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체제 개선 추세    

12.5기간에 중국은 태양광발전, 쓰레기소각발전, 해상 풍력발전의 전력가격 정책을 발표하였으

며, 또한 기술진보와 원가절감 상황에 따라 육상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일반 전력가격을 적시

에 조정하였다.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정책을 확정하고, 태양열발전 시범발전소의 전력가격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신재생에너지법」 요구에 따라 

산업의 발전수요와 결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가격 부가징수 표준을 3회 조정하고,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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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금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자금 징수와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표준체계를 구축·보완하고, 제품 테스트와 인증 능력을 꾸준히 제고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

였다.     

[표 1] 12.5계획 말기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발전지표 

내  용 2010년 12.5기간 기대목표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 발전

① 수력발전(만 kW) 

② 계통연계 발전 (만 kW) 

③ 태양광발전 (만 kW) 

④ 다양한 바이오매스발전 (만 kW) 

21606

3100

80

550

29000

10000

2100

1300

31954

12900

4318

1030

8.1%

33.0%

122.0%

13.4%

2. 가스공급 

① 메탄가스 (억 ㎥) 140 220 190 6.3%

3. 난방  

① 태양에너지 온수기 (만 ㎡) 

② 지열 등 (연간 만 톤 표준석탄)

16800

460

40000

1500

44000

460

21.2%

0.0%

4. 연료  

① 바이오연료 (만 톤)

② 연료 에탄올 (만 톤)

③ 바이오디젤율 (만 톤)

0 

180

50

1000

400

100

800

210

80

3.1%

9.9%

총 이용량 (연간 만 톤 표준석탄) 28600 47800 51248 12.4%

나. 직면한 형세 및 도전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진보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는 규모화 개발응용

의 산업기반을 갖추었으며, 양호한 발전전망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체제와 메커니즘 분야에서 뚜

렷한 제약에 직면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구현된다.    

1) 기존의 전력운영 메커니즘, 신재생에너지의 규모화 발전수요에 불적응 

재래식 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전력시스템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변동성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운영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 없다. 전력시장 메커니즘과 가격 메커니즘은 개선되

지 못하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전원 간 

조율발전의 기술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규모 체계적 연결은 여전히 기

술적인 장애가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전액 보장성 구입정책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려

워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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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에 대한 의존성 높아  

현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의 발전원가는 재래식 화석에너지보다 높은 편

이며, 전기 보조 강도가 높고, 보조금이 역부족하여 기술진보 촉진과 양호한 시장경쟁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정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고, 정책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밖

에 중국 전역 탄소배출시장은 구축되지 않고, 에너지가격과 세수제도는 다양한 에너지의 생태환경 

원가를 반영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3) 신재생에너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특히 신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장주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분야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지 못하고, 이용률이 낮다. 또한 

'건설 중요시, 이용 경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적이어서 신재생에너

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력이 충분하게 발굴되지 못하고, 신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소비에

서의 비중은 선진국과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    

2.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가. 지도사상    

청정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의 발전방침에 입각해 글로벌 에너지구조 조정추세에 순응하며,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체계를 개선한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조율발전을 총

괄적으로 기획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문제를 완화한다. 신

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응용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생산과 소비에서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를 가속화하고, 규모화 발전에서 기술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본격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구조 최적화와 품질 향상 및 효과 증대를 촉진하여 중국 에너지체계의 

청정형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나. 기본원칙    

1) 목표 관리규제 견지, 구조 최적화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규모 확대,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 향상을 각 지역 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규제성 지표로 간주하며, 신재생에너지 우선 개발이용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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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다원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시장주도 견지, 정책메커니즘 개선    

시장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쟁성 방식을 통해 자원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원가 절감을 가속화하고, 강제성 시장할당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그린 증서제도를 

실시한다. 신에너지 발전의 보조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액 보장성 구

입제도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소비 수준을 향상시킨다.     

3) 혁신유도 견지,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   

기술진보 가속화와 산업 혁신능력 제고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유도하는 주요방향으로 간주

하며, 엄격한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시장진입표준 준수를 통해 선진 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산업사슬을 개선·업그레이드하고, 선순환 경쟁시장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낙후 생산기업을 도

태시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시장경쟁력을 꾸준히 제고한다.    

4) 교류 확대 견지, 국제협력 촉진    

국제 정책대화와 기술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내외 시장/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글

로벌 기술, 자금, 개발경험 등 우위자원을 유치한다. 기업이 단편적인 설비수출 또는 투자프로젝

트에서 국제화 종합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며,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산업자원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3. 발전목표    

2020년과 2030년 비화석에너지의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와 20%로 향상시키

는 에너지 발전전략 목표를 달성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한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를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개선하며,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총량지표   

2020년까지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7.3억 톤 표준석탄으로 끌어올린다. 그 중 상

품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량은 5.8억 톤 표준석탄으로 향상시킨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지표    

2020년까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설비용량은 6.8억 kW, 발전량은 1.9조  kWh로 향상시

켜 발전량의 27%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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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의 난방과 연료 이용지표    

2020년까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난방과 민간 연료 공급의 합계는 화석에너지 대체규모 1.5억 

톤 표준석탄에 해당한다.    

4)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지표    

2020년까지 풍력발전 전력가격은 현지 석탄화력발전과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태양광발전 

전력가격은 전력망 판매 전력가격에 해당하도록 한다.      

5)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운영과 소비지표   

전력 시장화 개혁과 결부하여 2020년까지 수력발전의 전력공급 제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

며, 전력공급을 제한하는 풍력발전, 태양열발전의 연간 이용시간은 전액 보장성 구매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표 2]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주요지표 

내  용
이용규모 연산 에너지 표준석탄

연간 만톤수 단위 수 단위

1. 발전

① 수력발전(양수발전 불포함) 

② 계통연계 발전

③ 태양광발전 

④ 태양열발전

⑤ 바이오매스발전

67500

34000

21000

10500

500

1500

만 kW

19045

12500

4200

1245

200

900

억 kWh

56188

36875

12390

3673

590

2660

2. 바이오 천연가스 80 억 ㎥ 960

3. 난방  

① 태양에너지 온수기 

② 지열에너지 이용

③ 바이오매스 (만톤)

80000

160000
만 ㎡

15100

9600

4000

1500

4. 바이오액체연료  

① 바이오연료 에탄올

② 바이오디젤율

400

200

만 톤

만 톤

680

380

300

신재생에너지 합계 72928

상품화 신재생에너지 합계 57828

주: 상품화 신재생에너지에는 발전, 바이오 천연가스와 연료 등 3가지 유형 포함

6) 신재생에너지 지표평가 규제메커니즘 지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1차 에너지 소비총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전 사회 

전력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소비 비중의 지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각 발전기

업의 비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뚜렷이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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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임무     

13.5기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방식과 

최적화 발전구도를 혁신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진보와 원가절감을 가속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의 응용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며, 중국의 

에너지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가. 수력발전 적극 발전    

수력발전의 발전이념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과 보호, 건설과 관리를 동시에 중요시

한다. 수력자원 평가를 꾸준히 개선하고, 수력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 논증을 가속화한다. 수력발

전 개발진도와 전력시장의 발전을 획일적으로 기획하고, 서남지역의 주요 하천을 핵심으로 하여 

대형 수력발전기지 구축을 질서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형 유역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통

제하여 수력발전의 질서 있는 건설과 효과적인 소비를 확보한다. 계획총괄,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한다.   

1) 대형 수력발전기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환경보호, 이주민 안치사업과 전력시장 총괄기획을 활성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진사쟝(金

沙江) 중하류, 야룽쟝(雅砻江), 다두허(大渡河) 등 수력발전기지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구조조정의 발전수요에 적응하며, 황허 상류 수력발전기지 개발을 최적화한다. 2020년까

지 창쟝 상류, 황허 상류, 우쟝(乌江), 난판장 훙수이(南盘江红水), 야룽쟝, 다두허 등 6대 수력발

전기지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총규모는 1억 kW를 상회한다. 진사쟝 상류 등 수력발전기지 개발

을 적극 추진하고, 티벳 동남부 '시뎬둥쑹(西電東送, 서부의 전력을 동부로 전송)'의 접속기지 구축

을 강화한다. 13.5기간에 신설 생산투입 수력발전 규모는 4,000만 kW, 신규 건설 착공 수력발전 

규모는 6,000만 kW로 향상시킨다.   

야룽쟝 량허커우(雅砻江两河口), 다두허 솽쟝커우(大渡河双江口) 등 조절성능이 뛰어난 통제성 

저수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진사쟝 중류 저수지에 대한 연구 논증을 가속화하며, 룽판

(龙盘)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유역의 수력발전 품질과 개발수익을 향상시킨다. 수력발전 개

발과 전력망 구축을 획일적으로 조율하고, 관련 배송공정 건설을 가속화한다. 수력발전 시장소비 

조율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력자원의 지역 간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며, 수력발전의 전력공급 제

한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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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3.5기간 수력발전 중점프로젝트  

번호 하천 중점개발 프로젝트 본격추진 프로젝트

1 진사쟝
바이허탄(白鹤滩), 예바탄(叶巴滩), 

라와(拉哇), 바탕(巴塘), 진사(金沙)

창보(昌波), 보뤄(波罗), 강퉈(岗托), 쉬룽(旭龙), 

번쯔란(奔子栏), 룽판(龙盘), 인쟝(银江) 등

2 야룽쟝 야건1기, 멍디거우(孟底沟), 카라(卡拉) 야건(牙根)2기, 렁구(楞古) 등

3 다두허
진촨(金川), 바디(巴底), 잉량바오(硬梁包), 

전터우바(枕头坝)2기, 사핑(沙坪)1기
안닝(安宁), 단바(丹巴) 등

4 황허 마얼당(玛尔挡), 양취(羊曲) 츠하샤(茨哈峡), 宁木特 등

5 기타 린즈(林芝), 바이마(白马) 아칭(阿青), 중위(忠玉), 캉궁(康工), 자라(扎拉) 등

 

2) 관념 전환, 중소규모 유역의 개발 최적화 통제    

생태문명 건설요구에 따라 전체 유역, 간류와 지류 개발 및 보호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한다. 

유역 내 간류 개발 우선, 지류 보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소규모 유역, 중소규모 수력발전 개발을 

엄격히 통제한다. 유역의 필요한 서식지를 보류하고, 유역의 생태 건강을 수호한다. 수력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큰 서부지역은 자원이 집중되고 환경영향이 작은 대형 하천, 중점하천구

간과 중대 수력발전기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며, 중소규모 수력발전 개발을 엄격히 통제한다. 개

발수준이 높은 동/중부지역의 중소규모 수력발전을 더 개발하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력발

전의 전력공급 제한이 심각한 쓰촨성, 윈난성은 수력발전 빈곤퇴치공정을 실시하는 한편, 13.5기

간에 소형 수력발전과 조절성능을 갖추지 못한 중형 수력발전 개발을 당분간 중지한다. 중소규모 

유역의 계단식 수력발전 건설 및 관리 경험을 취합/점검하여 수력발전 개발 후 평가 사업을 전개하

고, 중소규모 유역의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전력이 부족한 먼 시골지역은 소형 수력발전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티벳, 쓰촨, 윈난, 칭하이, 간쑤 등 4개 지역과 소수민족/빈곤층 지역의 소형 수력발전 빈곤퇴치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13.5기간에 중국 전역에서 신규 건설 착공 소형 수력발전 규모

는 500만 kW를 달성한다.    

3) 양수발전소 개발 가속화    

'총괄계획, 합리적 배치'의 원칙에 입각해 각 지역의 원자력과 신에너지 개발, 지역 간 전력수송 

상황 및 전력망 안전/안정성 운영요구에 따라 양수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한다. 발전소 건설여건을 

갖춘 지역은 양수발전소 건설 착공을 가속화한다. 13.5기간에 신규 건설 착공 양수발전소는 6,000

만 kW, 양수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00만 kW를 달성한다. 지역 전력시스템의 피크부하 수요, 안

전/안정 운영 요구와 부지 건설여건을 획일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지역이 시스템의 수요를 충분히 

논증하여 양수발전소 계획을 확정하도록 한다. 발전수요에 따라 새로운 양수발전소 기획 사업을 

적시에 가동한다.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해수 양수발전소 시범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양

수발전소 건설 주체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자본 투자를 권장하며, 입찰방식을 통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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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확정하는 시장메커니즘을 신속히 구축한다. 양수발전소 운영관리 체제와 전력가격 형성메커

니즘을 개선하며, 양수발전소 보조서비스시장을 신속히 구축한다.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 신에너지 통합 건설/운영 관리의 신규모델과 신규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표 4] 13.5기간 양수발전소 중점개발 프로젝트  

소재지 지역 프로젝트 명칭 총 설비용량 (만kW)

동북 

전력망

랴오닝 칭위안(清原), 좡허(庄河), 싱청(兴城) 380

헤이룽장 상즈(尚志), 우창(五常) 220

지린 쟈오허(蛟河), 화뎬(桦甸) 240

네이멍구 (동부) 즈루이(芝瑞) 120

화둥 

전력망

장쑤 쥐룽(句容), 롄윈강(连云港) 255

저장 닝하이(宁海), 진윈(缙云), 판안(磐安), 취쟝(衢江) 540

푸젠 샤먼(厦门), 저우닝(周宁), 융타이(永泰), 윈샤오(云霄) 560

안후이 퉁청(桐城), 닝궈(宁国) 240

화북

전력망

허베이 푸닝(抚宁), 이셴(易县), 상이(尚义) 360

산둥 라이우(莱芜), 웨이팡(潍坊), 타이안(泰安) 2기 380

산시(山西) 위안취(垣曲), 훈위안(浑源) 240

네이멍구 (서부) 메이다이(美岱), 우하이(乌海) 240

화중 

전력망

허난
다위거우(大鱼沟), 화위안거우(花园沟), 바오취안(宝泉) 

2기, 우웨(五岳)
480

장시 훙핑(洪屏) 2기, 펑신(奉新) 240

후베이 다무산(大幕山), 상진산(上进山) 240

후난 안화(安化), 핑쟝(平江) 260

충칭 리쯔완(栗子湾) 120

서북 

전력망

신장 푸캉(阜康), 하미톈산(哈密天山) 240

산시(陕西) 전안(镇安) 140

닝샤 뉴서우산(牛首山) 80

간쑤 창마(昌马) 120
남방 

전력망

광둥 신후이(新会) 120

하이난 산야(三亚) 60

합 계 5875

 

4) 수력발전 운영관리 메커니즘 적극 개선   

유역의 계단식 발전소 댐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연구하고, 발전소 운영/조율 메커니즘을 구축

한다. 유역 종합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고, 유역 종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체 유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순시검사, 정보공유, 감독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역의 계단식 협동배

치 체제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종합이용 수요를 총괄적으로 감안하며, 수력발전소 운영배치를 최적

화한다. 계단식 수력발전소 최적화 협동배치 운영규정과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주요 유역의 계단

식 협동배치를 실현한다. 각 대유역은 현대기업제도에 따라 규범화된 유역회사 설립을 모색하며, 

유역의 획일적인 전력가격 모델과 운영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유역의 계단식 수력발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양수발전소의 역할, 수익형성 메커니즘 및 신에너지 발

전소와의 최적화 협동운영방안과 보상메커니즘 연구를 심화한다. 지역 전력망 내 획일적인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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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실시하고, 운영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양수발전소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확보한

다.   

5) 수력발전 개발 빈곤퇴치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생산발전 빈곤퇴치 정신에 따라 현지의 자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과 이주민

의 소원을 충분히 존중하며, 과학적으로 기획하여 빈곤층 지역의 수력발전 중대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자원우위를 경제우위와 빈곤퇴치우위로 전환한다. 수력발전 개발 이주민정책을 개선

하고, 이주민사업 체제와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이주민 사회 관리를 강화하여 이주민 안치(安置) 

품질을 향상시킨다. 빈곤층지역의 수력발전 개발 자산수익 빈곤퇴치제도를 모색하고, 수력발전 개

발 대중공유 이익메커니즘과 자원개발 수익배분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한다. 발전에서 인출한 자금

은 댐의 이주민과 댐의 후속 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빈곤층지역의 연도 발전지표를 증가하

며, 빈곤층지역의 수력발전공정 보류 전기량 비율을 향상시킨다. 수력발전 개발 재정 세수정책을 

개선하며, 자산수익 빈곤퇴치를 모색하여 현지와 대중들이 에너지자원 개발에서 더욱 많은 수익을 

챙기도록 한다.    

나. 풍력발전 개발 본격추진   

'총괄계획, 집중과 분산 병행, 육지와 해상 공동추진, 효과적 이용'의 원칙에 따라 개발건설과 

시장소비 간 총괄조율을 강화하며, 풍력발전의 현지 개발과 고효율 이용을 추진한다. 중/동부의 

분산 에너지자원에 대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시장, 배송여건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대형 풍력발전기지 구축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해상 풍력발전 개발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 풍력발전의 계통연계형 설비용량은 2.1억 

kW 이상을 확보한다.   

1)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풍력발전 신속히 개발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풍력에너지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저풍속 풍력발전기 기술과 미시적 입지

선정 수준을 향상시킨다. 환경보호, 수토유지와 식생복원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중/동부와 남방

지역의 풍력에너지자원에 대한 개발이용을 본격화한다. 전력망 배치와 농촌 전력망 개선과 결부하

여 분산형 풍력발전의 기술표준과 계통연계 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자원, 토지, 교통운수 그리고 

시공 설치 등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분산형 풍력발전 건설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중/동부와 남

방지역의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7,000만 kW를 달성하고, 쟝쑤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등지의 풍력발전 설비용량 규모는 500만 kW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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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북(동북/서북/화북)'지역 대형 풍력발전기지 질서 있게 구축   

현지의 풍력발전 소비능력을 충분히 발굴하는 것을 바탕으로 '3북'지역에서 이미 건설을 착공하

고 명확히 기획한 지역 간 특고압 송전통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 조율운영'의 원

칙에 따라 풍력, 태양광, 수력, 화력 등 다양한 전원을 총괄적으로 기획한다. 소비시장을 확정한 

전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배송하고, 풍력에너지자원의 배치범위를 확대하며, 풍력발

전 소비를 촉진한다. 기존 풍력발전의 전력공급 제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력 수급 변

화추세와 결부하여 '3북'지역의 풍력발전 개발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3북'지역의 풍력발전 

규모화 개발과 고효율 이용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3북'지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35억 kW 

이상을 확보하고, 그 중 현지에서 소비하는 신설 설비용량이 3,500만 kW이다. 이밖에 지역 간 

송전통로를 이용해 소비하는 풍력발전 용량은 4,000만 kW(보존량 프로젝트 포함)로 향상시킨다.

3) 해상 풍력발전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    

해상 풍력발전자원 탐사와 평가를 전개하고, 연해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해상 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개선한다. 이미 건설을 착공한 해상 풍력발전프로젝트의 건설 진도를 가속화하고, 후속 해

상 풍력발전프로젝트 건설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해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주요 개발

기업이 해상 풍력발전 시범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권장하여 해상 풍력발전의 산업화를 견인한

다. 해상 풍력발전 개발/건설/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부문 간 조율을 강화하며, 프로젝트 허가 수

속절차를 규범화·간소화하고, 해상 풍력발전 가격정책을 개선한다. 해상 풍력발전 관련 산업의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며, 해상 풍력발전 기술표준, 규정 규범, 설비 테스트 인증, 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전체 산업사슬을 포함한 설비제조와 개발건설 능력을 형성한다. 202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건설 착공 규모는 1,000만 kW를 달성하고 완공 규모는 500만 kW로 끌어올린다.

4) 풍력발전 소비능력 제고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강화하고, 중요한 수송단면, 풍력발전 집중거점, 중추변전소에 대한 보강

과 건설규모 확대를 목적성 있게 진행한다. 메인 그리드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전력망 수송능력 

또는 변전용량 부족으로 초래되는 풍력발전의 전력공급 제한문제를 줄인다. 전력시스템의 부하조

절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석탄 화력발전기와 난방 공급장치 운행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기

술개선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기의 부하조절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겨울철 난방기간의 

풍력발전과 열전기 간 운영모순을 해소한다. 전력체제 개혁과 결부하여 석탄 화력발전 계획을 취

소하거나 감소하며, 가스터빈, 석탄연소 자가 발전소의 부하조절 참여를 추진한다. 풍력발전 배치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보조서비스시장을 구축하며, 수요측 관리와 사용자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

한다. 풍력발전의 출력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평가역량을 확대한다. 재래식 전원 작동규모와 발전

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풍력발전을 전력균형과 기계작동 간 조합에 편입시키며, 풍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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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시장보조서비스와 실시간 전력가격 경쟁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

의 풍력발전 소비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태양에너지의 다원화 이용 추진    

'기술 진보, 비용 절감, 시장 확대, 체제 개선'의 원칙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규모화 응용 및 비용

절감을 촉진하며, 태양열발전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고, 태양에너지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응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 태양열발전의 계통연계 설비용량은 1.1억 kW 이

상을 달성하도록 확보한다.

1) 분산형 태양광전지와 '광전지+' 종합이용공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이미 구축한 산업단지, 경제개발구 등 전력사용이 집중된 지역에서 지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규모화 보급을 지원한다. 전력부하가 크고 공상업 기반이 단단한 중/동부지역의 도시와 공업구 주

변에서 현지화 이용의 원칙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토지 종합이용과 결부하여 농업 재배, 어업 양식, 임업 재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광전지+' 종합

이용 비즈니스모델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혁신하며, 태양광전지와 기타 산업 간 유기적인 융

합을 촉진한다. 광전지의 분산이용 모델을 혁신하고, 중/동부 등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사람마다 

1 kW 광전지' 시범공정을 실시하여 광전지 소도시와 광전지 신농촌을 건설한다.    

2)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     

자원이 풍부하며 전력망 접속여건을 갖추고 소비능력이 강한 중/서부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의 전

력공급 제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중/

동부지역이 환경복원 및 토지 재이용 요구와 결부하여 태양광전지 '선두주자'계획을 실시하고 선

진 태양광전지 기술과 제품응용을 촉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장의 적자생존과 태양광

전지 전기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가속화한다. 수력발전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력발전 조절능

력을 이용하여 수력과 태양광 간 상호보완 또는 협동 외부배송 시범을 실시한다.   

3) 태양열발전 시범공정 건설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    

총체적인 계획, 단계별 실시의 구상에 따라 태양열발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태양열발

전은 전반기에 시범을 위주로 하여 최초의 태양열발전시범공정 건설을 통해 기술진보와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며, 설비의 국산화를 견인하여 산업통합능력을 점진적으로 육성한다. 먼저 시범한 

후 보급하는 발전원칙에 따라 시범프로젝트의 건설경험을 적시에 취합·점검하고, 태양열발전프

로젝트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여건을 갖추고 생태여건이 허용하는 서부지

역의 태양열발전기지 구축을 추진하여 태양열발전의 부하조절 역할을 극대화하고, 풍력발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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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발전과의 상호보완 운영을 실현한다. 석탄 화력발전 결합 태양열발전 시범 운영메커니즘을 시도

한다. 태양열발전 설비 기술 수준과 시스템 설계능력을 제고하고, 시스템 통합능력과 산업 관련능

력을 제고하며, 중국의 국산화 태양열발전 기술과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500만 kW 

규모의 태양열발전프로젝트를 건설한다.      

4) 태양에너지 이용의 다원화 발전을 본격적으로 강화   

태양에너지 이용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보급응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 냉난방 기

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태양에너지 온수기, 냉난방 시스템의 규모화 이용을 실현하고, 태

양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간 상호보완 응용을 촉진한다. 도시의 민간 건축 그리고 광범위한 농촌지

역에서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며, 2020년에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의 누계 

설치면적은 4.5억 ㎡로 끌어올린다. 태양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의 건축분야에서의 응용을 가속화하

고,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의 공업과 농업 생산 분야에서의 응용규모를 확대한다. 2020년에 태양에

너지 이용 집열면적은 8억 ㎡를 달성한다.    

5) 광전지 빈곤퇴치공정 적극 추진     

태양에너지자원 분포가 광범위한 특징을 충분히 이용하여 전반기에 시범을 실시한 태양광선 조

사가 양호한 빈곤층 농촌을 핵심으로 하여 자산수익 빈곤퇴치와 전체 농촌 추진방식을 통해 사용

자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또는 농촌급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여 노등능력이 없는 280만 가구 

빈곤층(장애인 포함)의 매년 가구당 3,000 위안 이상의 소득증대를 확보한다. 태양광선 조사가 양

호한 기타 빈곤층 지역은 정확한 빈곤퇴치 요구에 따라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광전지 빈곤퇴치

공정을 실시한다.    

라. 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 가속화       

현지의 실정적응, 총괄조율, 종합이용, 효율 향상의 구상에 따라 자원수집, 가공전환, 현지 이용

의 분산형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정비시키며, 바이오천연가스, 바이오매스에너지 난방 등 비전

력 이용의 산업화 발전을 가속화하여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률과 수익을 향상시킨다.    

1) 바이오천연가스 시범과 산업화 발전을 가속화    

유기 폐기물자원이 풍부한 재배/양식 대형 현(縣)을 선정하여 현을 단위로 하여 산업체계를 구

축하여 바이오천연가스 시범현 건설을 전개하며, 바이오천연가스 기술진보와 공정 건설의 현대화

를 추진한다. 원료수집 보장체계와 바이오가스 슬러리(biogas slurry)/바이오가스 잔류물(biogas 

residue) 유기비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바이오천연가스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재래식 천여

가스 관리네트워크 편입, 차량 가스충전, 발전, 보일로 연료 등 다원화 소비모델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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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바이오천연가스의 연간 생산량을 80억 ㎥로 끌어올리고, 160 개 바이오천연가스 시범

현을 건설한다.     

2) 바이오매스에너지 난방을 적극적으로 발전   

난방 사용수요와 결부하여 이미 운영에 투입한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에 대해 난방 개조를 

진행하며,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현 및 단지의 난방공급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을 위주로 하는 20개 이상 현 난방공급지역을 형

성한다. 기술이 성숙된 바이오매스 성형연료 난방공급을 가속화하고, 오염물배출이 적은 시간당 

14 MW 이상의 대형 바이오매스 성형연료 보일러 난방공급의 응용을 추진하며, 오염물배출은 천

연가스 보일러 배출수준에 이른다. 창쟝삼각주, 주쟝삼각주, 경진기(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 

산둥성 등지의 공업 난방과 민간 난방의 보급응용을 추진하고, 공업생산과 학교, 병원, 호텔, 오피

스텔 등 공공시설과 비즈니스시설을 위해 청정형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며, 바이오매스 청정 난방

이 우위를 차지하는 난방지역을 형성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성형연료 이용량은 3,000만 톤

에 도달한다.   

3) 바이오매스발전을 안정적으로 개발   

입지확정과 환경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전제에서 신형 도시화 건설과정과 결부하여 자원여건을 

갖춘 지방급 도시 및 일부 현을 핵심으로 하여 도시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도시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의 설비용량을 750만 kW로 끌어올린다. 바이오매스 자원

여건에 따라 농림 바이오매스 직접연소 발전과 메탄가스 발전을 질서 있게 추진하며, 2020년까지 

농림 바이오매스 직접 연소 발전의 설비용량은 700만 kW, 메탄가스 발전의 설비용량은 50만 kW

로 향상시킨다. 2020년에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1,500만 kW, 연간 발전량은 900억 

kWh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4) 바이오액체연료 산업화 발전 촉진     

연료 에탄올의 생산과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중국 내 기술역량에 입각해 해외 선진 경험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흡수하여 섬유에탄올의 발전을 강화한다. 중금속오염 알곡소비와 

결부하여 알곡 연료 에탄올의 개발을 통제한다. 자원여건에 따라 카시바, 사탕수수 등 연료 에탄올

프로젝트를 적절히 발전시킨다. 바이오디젤유프로젝트에 대해 업그레이드 개조를 진행하여 품질

을 향상시키고, 교통연료의 품질수요를 충족시킨다. 목질바이오매스, 미세조류 등 비알곡 원료를 

이용해 바이오액체연료를 결합하여 생산하는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바이오매스의 고급연료와 

항공기용 바이오연료로의 합성전환 산업화 시범응용을 추진한다. 2020년에 바이오액체연료의 연

간 이용량은 600만 톤 이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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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매스 발전 촉진으로 정책체계 개선     

폐기물 종합이용을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바이오천연가스, 액체연료 우선이용 정책

을 제정하고, 강제성 할당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가격, 재정세

무 등 우대정책을 개선하고, 바이오천연가스제품 보조금정책을 출범하여 바이오천연가스의 산업

화 발전을 가속화한다.    

마.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가속화    

'청정, 고효율, 지속가능'의 원칙에 입각해 '기술 선진, 환경친화형, 경제 실행타당성'의 총체적

인 요구에 따라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을 가속화하고,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강화하며, 개발이용 모

델을 혁신하여 지열에너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1) 지열에너지 이용 적극 보급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계획과 도시 총체적 계획 간 연결을 강화하고, 지열 난방공급을 도시 인프

라 구축에 편입시키며, 토지사용, 전력사용, 재정세무, 가격 등 분야에서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집중난방공급을 실시하는 지열자원이 풍부한 경진기지역과 산

둥성, 허난성 및 인접한 지역에서 지하수자원을 지나치게 채굴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전제에

서 중/심층 지열 난방공급 중대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한다. 저층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한 보급

역량을 확대하고, 기술진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리를 규범화한다. 경제가 발달하고 여름철 

냉방수요가 높은 창쟝경제벨트지역, 특히 쟝쑤성 남부지역 도시군, 충칭시, 상하이시, 우한시 등

지에서 저층 지열에너지 중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 지열발전을 질서 있게 추진    

지질여건, 자원 잠재력 및 응용방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칭하이성-티벳철도 연선, 티벳, 쓰

촨성 서부 등 고온 지열자원 분포지역에서 1만 kW급 고온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하며, 티벳 

양바징(羊八井) 지열발전소에 대한 기술개선을 진행한다. 동부 연해 및 유전 등 중/저온 지열자원

이 풍부한 지역에서 중소형 분산형 중/저온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발전시

킨다. 칭짱(青藏)고원 및 인접지역, 베이징시/톈진시/탕산시 등 동부 경제발달지역에서 심층 고온 

건열암(hot dry rock, HDR) 발전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와 프로젝트 시범을 실시한다.      

3) 지열자원의 잠재력 탐사와 평가 확대    

2020년에 중국 전역 지열에너지자원의 현황과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 화북지역, 창쟝 중하류지

역의 주요 도시군 및 중심도시를 핵심으로 하여 저층 지열에너지자원 탐사평가를 전개한다. 쑹랴

오(松辽)분지, 허화이(河淮)분지, 쟝한(江汉)분지, 환어얼둬스(环鄂尔多斯)분지 등 미래 개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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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은 전형적인 전도형 지열지역에서 중/심층 지열자원 탐사사업을 전개한다. 칭장고원 및 인접

지역, 동남부 연해, 허베이성 등 전형적인 고온 지열지역에서는 심층 지열자원 탐사를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국가 지열에너지자원 데이터와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열에너지 기초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개선하여 지열에너지 탐사와 개발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바. 해양에너지발전 기술시범응용 추진     

중국 내 해양에너지자원 분포 및 지역우위와 결부하여 해안과 섬의 자원 개발이용 방안을 타당

성 있게 조율하며,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하여 중국 내 해양에너지 

기술과 산업이 세계 선두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일조한다.       

해양에너지 개발이용 공공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개선하고, 산둥, 저쟝, 광둥, 하이난 등 4

대 중점지역의 해양에너지 시범기지를 구축한다. 해양에너지 종합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

화하고, 100 kW급 파도에너지, MW급 조석에너지 시범공정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소형화

와 모듈화 해양에너지의 에너지공급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개한다. 고효율 전환, 고효율 에

너지저장, 고신뢰성 설계 등의 핵심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급응용 가치가 있는 일부 

해양에너지 종합이용 장비제품을 개발한다. 섬의 해양에너지 전력시스템 시범공정 건설을 전개하

고, 저쟝, 푸졘 등지에서 1만 kW급 조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가동하여 해양에너지자원의 규모화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사. 에너지저장 시범응용 추진    

국가 에너지전략 행동계획과 배합하여 에너지저장 기술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시범응용을 

추진하며, 에너지저장산업의 시장규모, 응용분야와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성과창출을 

실현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저장 시범응용 전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산형 에너지,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과 결부

하여 종합성 에너지저장 기술응용시범을 실시하며,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저장 기술과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간헐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통합과 상호보완 이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력망의 친화성을 향상시킨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적합한 에너지저장 기술유형과 

개발모델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며, 에너지저장 시설건설을 전개하는 관리체제, 권장정책과 비즈니

스모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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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저장 기술경제성 향상    

시범공정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저장시장을 육성하며, 에너지저장시

스템의 안전성, 안정성, 신뢰성과 적용성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킨다. 에너지저장 기술 표준, 테스

트 인증과 네트워크 가입규범을 개선하고, 하류 응용을 통해 상류제품의 기술혁신과 원기절감을 

추진하여 에너지저장 기술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상용화 응용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협력 강화    

경제 글로벌화 및 국제 에너지 전환추세와 결부하여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일대일로'와 결부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사슬의 전면적인 국제화 발전을 촉진

하여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대화 강화, 국제협력교류 서비스플랫폼 구축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정책대화와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추세를 충분히 파악한다. 기존의 다자 간 및 양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협력 서비스와 능력육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매칭, 계획 유도, 기술교류, 융자 연

동, 위험 경보, 브랜드 구축, 경험공유 등 전방위적인 정보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신재

생에너지산업의 국제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2) 합리적 배치,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발전계획 및 건설수요와 결부하여 전통 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양성하고 개척하며, 대표적인 협력프로젝트를 적시에 가동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자문, 설계, 

도급, 장비, 운영 등 기업의 공동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중국 로컬기업의 우위 상호보완, 국제화 

발전 협동에 적합한 국면을 조성한다.   

3) 수준 향상, 국제표준체제 구축 참여       

기업과 관계기관이 국제표준의 제정 및 개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선두

분야에서 일부 국제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주도하여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시킨다. 주요 신재생에너지시장 기술표준과의 협력교류와 상호인정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 다자간 

상호인증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IECRE)의 합격평정 표준과 규칙의 제정, 실시 및 평가에 심층 참여하여 중국의 국제 인증, 인정, 

테스트 등 분야에서의 발언권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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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위 발휘, 글로벌 에너지전환 발전 촉진    

중국 내 다양한 대외원조 협력메커니즘의 지원여건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응

용분야에서의 정책 계획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한에 참여하는 국가, 특히 

경제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능력육성, 정책계획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5. 자원배치 최적화    

건설 계획, 건설 중, 이미 건설한 송전통로를 충분히 이용하여 송전 측 전력망 피크부하 조절능

력, 사용 측 전력망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논증을 바탕으로 전기량 수송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량 비중을 향상시킨다. 대기오염방지와 결부하여 경진기 주변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협동발전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지역을 넘는 소비를 질서 있게 추진한다. 수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조절능력을 발휘하여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

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과 협동 외부배송을 촉진한다.   

가. 대형 신재생에너지기지 구축을 질서 있게 추진   

이미 구축한 특고압 외부 송전통로를 이용하여 신쟝 하미(新疆哈密), 닝샤 닝둥(宁夏宁东) 등지

에 배합되는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여 2020년 전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전

부 계통연계 발전을 확보한다. 건설 중인 송전통로 구축 진도와 결부하여 간쑤 주취안(甘肃酒泉), 

네이멍구, 산시(山西), 신쟝 준둥(新疆准东) 등지의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

하며, 소비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외부배송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량 비중을 최대한 향상시킨

다.

  [표 5] 건설 계획, 건설 중, 기건설 송전통로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외부배송 

1. 기건설 송전통로: 하미-정저우의 ±800 kV급 직류, 닝샤-산둥의 ±660 kV급 직류, 가오링(高岭) 

back-to-back 공정 등.

2. 건설 계획과 건설 중인 송전통로: 시멍(锡盟)-산둥의 1,000 kV급 교류, 시멍-장쑤의 ±800 kV급 직류, 네이

멍구 서부-톈진시 남부의 1,000 kV급 교류, 상하이먀오(上海庙)-산둥의 ±800 kV급 직류, 산시(山西)성 북부-장

쑤의 ±800 kV급 직류, 닝둥-저장의 ±800 kV급 직류, 주취안-후난의 ±800 kV급 직류, 자루터(扎鲁特)-산둥의 

±800 kV급 직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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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진기 및 주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협동발전 강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의 관련 요구를 구체화하고, '그린올림픽', '경진기 일체화' 발전전략 

등과 결부하여 허베이성 장쟈커우(河北张家口), 청더(承德) 등지의 신재생에너지기지 구축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다. 네이멍구 우란차부(内蒙古乌兰察布), 츠펑(赤峰) 등지의 신재생에너지기지에 대

한 계획 건설을 연구논증하고 적시에 추진하며, 관련 송전통로에 대한 건설 계획을 강화한다. 경진

기지역의 전력망 협동소비 신규 에너지능력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청정 난방을 보급하며, 

청정에너지의 전기에너지 대체를 실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경진기지역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뚜렷이 향상시킨다.     

  [표 6] 경진기 및 주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협동발전 

1. 장쟈커우 신재생에너지시범구: '저탄소올림픽' 이념에 입각해 장쟈커우 신재생에너지시범구 계획을 확정하고, 

장쟈커우의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건설과 응용을 추진한다.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비즈니스모델 혁

신, 기술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다원화와 지능화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2. 청더 풍력발전기지 3기 프로젝트: 청더 풍력발전기지 3기 프로젝트 건설을 적시에 추진하며, 경진기지역에서

의 소비를 총괄 조율한다.   

3. 우란차부 풍력발전기지: 시장수요에 따라 건설을 계획하고, 화북전력망의 지역 내 소비방안 논증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   

4. 츠펑 풍력발전기지: 시장수요에 따라 건설을 계획하고, 화북전력망의 지역 내 소비방안 논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상호보완 기지 시범 전개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의 상호보완 특성을 이용하여 폐수를 증가하지 않는 전제에서 서남과 

서북 등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수력발전의 외부배송 통로와 유연성 조절능력을 이용하여 관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시범프로젝트 건설

을 협동하여 추진한다. 쓰촨성 량산저우(进四川省凉山州)지역의 풍력발전과 수력발전 간 상호보

완 기지, 야룽쟝의 수력발전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간 상호보완 기지, 진사쟝의 수력발전과 풍

력발전, 태양광발전 간 상호보완 기지, 구이저우성 우쟝(贵州省乌江)과 베이판쟝(北盘江) 유역의 

풍력발전과 수력발전 간 협동운영, 칭하이 하이난저우(青海海南州)지역의 수력발전과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 상호보완 기지 등 신재생에너지기지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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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상호보완 시범기지  

1. 쓰촨성 량산자우 풍력발전기지: 쓰촨성 내에서 소비하고 이용한다.

2. 야룽쟝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상호보완 기지: 진핑(锦屏)-쟝쑤 등 특고압 직류를 통해 수력발전

과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간 협동적 외부배송과 지역 간 소비를 실현한다.  

3. 진사쟝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상호보완 기지: 시뤄두(溪洛渡)-저쟝의 특고압 직류, 샹쟈바(向家

坝)-상하이의 특고압 직류, 시뤄두-광둥의 직류 등을 통해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협동적 외부배송과 지

역 간 소비를 실현한다. 

4. 칭하이 하이난저우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상호보완 기지: 수용 측 전력시장 상황과 결부하여 수력

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의 협동 외부배송 방안논증을 추진한다.  

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종합신에너지기지 기획 논증

[표 8]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종합신에너지기지  

1. 네이멍구 아라산멍: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양수발전의 협동운영 메커니즘, 방식 등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하고, 수용 측의 전력시장 상황과 결부하여 협동적 외부배송 방안에 대한 논증을 적시에 모색하여 가동한다.

2. 칭하이 하이시저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양수발전의 협동운영 메커니즘, 방식 등에 대한 연구

를 추진하고, 수용 측의 전력시장 상황과 결부하여 협동적 외부배송 방안에 대한 논증을 적시에 모색하여 가동한다.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배송 측 지역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

열발전, 양수발전 등 다양한 자원의 상호 조절능력을 총괄적으로 감안하고, 신설 외부 송전통로를 

연구하고 기획한다. 배송 측 자원과 수용 측 시장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수용 측 조절역할을 충

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신에너지자원의 더욱 큰 범위 내 배치 최적화를 실현한다. 네이멍구 아라산

멍(内蒙古阿拉善盟), 칭하이성 하이시저우(青海海西州), 간쑤성 진창우웨이(甘肃金昌武威) 등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량 위주의 외부배송 방안을 모색한다.

6. 발전방식 혁신   

전력시장 건설 및 전력체제 개혁과 결부하여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범

을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 집적기술의 응용, 규모화 발전경로 및 비즈니스 운영모델을 모색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화석에너지 대체 소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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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 난방시범공정

[표 9] 신재생에너지 난방시범공정  

1. 태양에너지 난방. 태양에너지 건축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고온 태양에너

지 이용기술의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을 가속화하여 온수, 난방, 증기, 냉방 등 다양한 품질의 냉난방 수요를 충족

시켜준다. 분기별 태양에너지 집열공정 난방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보급한다.    

2. 바이오매스에너지 난방. 농림 폐기물, 도시 쓰레기 등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종합개발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

하게 추진하며, 도시의 소형 석탄연료 보일러가 바이오매스 입자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이오매스의 열병합발전 비중을 높이고, 바이오매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며, 도시 화석연료 소비를 대체한다.

3. 지열에너지 난방. 지열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지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난방 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난방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권장한다. 

4. 청정전력 난방. 풍력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난방 수요량이 많으며, 전력공급이 상대적으로 과잉하는 북방

지역에서 석탄연소 소형 보일러 대체를 목표로 하여 규모화 청정전력 난방공정을 보급하여 이들 지역의 강성 난

방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청정전력의 현지 소비비중을 높이고, 석탄소비를 감소한다.    

'우선 이용, 경제 고효율,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 통합융합'의 원칙에 따라 규모화 응용의 신재

생에너지 난방시범공정을 전개한다. 도시 계획 건설과정에서 지역 에너지 계획과 도시 발전계획 

간 매칭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우선발전 이념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난방공급을 지역 에

너지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한다. 건축분야, 공업분야 신재생에너지 난방공급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의 도시 연료대체 공정을 가동하며, 난방공급분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화석에너지 

대체를 가속화한다. 난방공급 개조 건설 관련 기반시설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련 전력망 구축

과 개조를 강화하며, 난방 관리망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재래식 에너지 간 

상호보완, 계단식 이용의 종합난방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2020년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난방

공급과 민간 연료의 화석에너지 대체 규모를 1.5억 톤 표준석탄으로 향상시킨다.   

나. 지역 에너지전환 시범공정

그린에너지 시범현, 신에너지 시범도시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여건이 좋고 관리기반이 있으며, 발전 잠재력이 크고 시범역할이 뚜렷한 지역이 신에너지 응

용 추진, 신에너지 소비비중 향상을 목표로 하고, 성급, 시급, 현급 또는 단지급 단위로 지역 에너

지전환 종합응용시범공정을 건설하여 신에너지 기술통합, 응용방식과 체제/메커니즘 등 다차원의 

혁신을 촉진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여 에너지기술 응용과 종합관리 신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3북'지역에서 현지 소비시범을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비중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풍력발전 수소제조, 산업용 전력 직접 공급 등 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모델을 모색한다. 2020년에 일부 지역의 산업, 건축, 교통 등 분야 증가량 또는 보존량의 에너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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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고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응용을 솔선수범하여 실현한다.    

 [표 10] 지역 에너지전환 시범공정  

다.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응용시범공정   

고비율 변동성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배송, 저장, 상용 일체화 지역 전력시스템 구축을 모색하

고, 전력에너지 서비스의 신형 비즈니스 운영모델과 신업종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활력 있는 전력 

시장화 혁신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개선된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체계와 관리

체제를 수립한다. '현지 실정 적응, 다양한 에너지 상호보완, 기술 선진, 메커니즘 혁신'의 원칙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분산형 전원의 다원화 상호보완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응용

시범공정 건설을 추진한다.      

1. 에너지전환 시범성(구).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북, 서남 등 성(구)이 에너지전환 전략적 목표를 설

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현지 소비와 지역 간 공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등 상호보완 조율운영 메커

니즘을 모색하며, 에너지전환 시범성(구)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시범성(구) 내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중/동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존량이 일반적이

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에너지소비가 집중된 지역이 네트워크 간 송전능력과 지역 피크부하 조절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지원한다. 수요 측 관리 등 종합화 배치 운영모델을 모색하고 실시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비중을 향상시키며, 13.5기간에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해 시범구 이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고, 

시범성의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에 달성하며, 신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신

설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에 달성한다.

2. 에너지전환 시범도시. 신에너지 시범도시 창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심층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도시의 에

너지전환 시범도시 창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범도시는 분산형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난방공급을 중점

분야로 하여 관련 정책적 방안을 개선하며, 정보통계와 모니터링체계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정비시키며, 도시 

증가량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은 신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경주하며, 신에너지의 보존량 화석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

체를 가속화하는 한편, 신에너지의 도시 에너지사용에서의 소비비중을 높여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 시범

도시의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도시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3. 농촌 에너지전환 시범현(구). 농업 및 인구 대성(大省)이 농촌 에너지전환 시범현(구)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

한다. 도시와 농촌의 전력 서비스 균등화를 가속화하고, 안정성/신뢰성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바이

오매스 집중식 가스공급, 메탄가스 집중식 가스공급, 연료 난방공급 프로젝트의 농촌과 도시에서의 응용을 추진

한다. 황폐한 산과 경사지, 농업 하우스 또는 시설농업 등을 이용해 '광전지+'프로젝트를 건설하며, 태양발전과 

풍력발전의 양수관개 등 농업생산에서의 응용을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한다. 시범현(구)이 신형 농촌 신재

생에너지 개발이용 협력모델을 수립하여 농촌 에너지의 청정화, 우수 품질화, 산업화, 현대화를 신속히 실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4. 고비중의 신재생에너지 응용시범구.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체제와 메커니즘이 혁신된 선행시범지

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은 청정에너지 응용시범구를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게 창설하는 것을 지원하

며, 풍력발전, 냉난방, 가스사용 등 다양한 에너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로 다른 신에너지 기술 간 그리고 신에

너지와 일반 에너지 간 생산소비체계의 융합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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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응용시범공정  

1. 인터넷접속형 마이크로그리드. 수요량이 많고 자원여건이 좋은 지역이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여 천연가

스 등 상호보완 인터넷접속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지역 내 냉난방용 전기부하의 동적 균형 및 대형 전력

망과의 유연성 연동을 실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먼 시골지역, 섬 또는 전력망이 취약한 지역에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을 위주로 하여 에너지저장, 천연가스, 디젤유 예비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7. 산업체계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체계 구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혁신 주도를 신재생에너지산업

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동력으로 간주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꾸준히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건설과 운영 원가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제 종합경쟁력을 증강시킨다.    

가. 신재생에너지 자원탐사사업 활성화   

에너지구조 조정의 수요에 근거해 중요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진행하며, 

하천의 수력자원 개발 후 평가사업을 적시에 가동한다. 티벳 수력자원 조사를 전면적으로 수행하

고, 쓰촨성 수력자원 재조사 성과를 발표한다. 지형이 복잡한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저풍속 풍력

자원, 해역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중/동부지역의 분산형 태양광전지, 서부와 북부지

역의 태양열 등 자원조사를 확대한다.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신형 신재생

에너지자원 조사사업을 활성화한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자원 조사결과를 적시에 발표하고, 프로

젝트 배치를 유도하고 최적화한다.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본격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자주혁신능력 육성을 추진하고,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설비 효율, 성능 및 

신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신재생에너지 종합기술 연구개발플랫폼을 구축하고, 선진 

기술 공공연구개발 실험실을 구축하며, 전체 산업사슬의 원자재, 제품제조 기술, 생산공법 및 생

산설비의 국산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제조 능력을 신속히 확

보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주체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자금투입을 확대하며, 산업 기술의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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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추진하여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급감을 신속히 추진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품질감독규제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체공정 및 관련 설비 품질에 대한 종합평가를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건설과 운영 안전품질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운영 데이

터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설계, 생산, 운영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감독규제와 안전 고장 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사고통보 메커니즘을 구축

하고, 중대사고 통보와 공통성 사고 대비 사고저항 조치를 적시에 발표한다. 정부 감독규제와 산업 

자율 간 결합의 적자생존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정/개방의 입찰시장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건설 부당행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수립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의 기술수준 향상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의 자동화 관리수준과 기술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발전능력과 전력

망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킨다. 시공, 점검 수리, 운영유지 등 분야의 전문화 서비스를 개선하고, 

애프터서비스시장 구축을 강화하며, 보다 개선된 산업서비스와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풍력발

전, 태양광발전 등 신에너지의 계통연계형 소비 기술연구를 강화하며, 전기 에너지 저장, 유연성 

직류 송전 등 첨단기술의 시범응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구조 조정을 활성화하고, 부하

조절 능력육성을 강화하며, 피크부하 잠재력을 발굴하여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전력

망구조를 개선하고, 배치 운영을 최적화하며, 신에너지 외부배송 통로에 대한 기획 건설을 강화한

다. 외부배송 통로의 이용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으로써 대규모 융합 관련 신형 전

력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시스템 간 심층 융합을 실현한다.

마. 신재생에너지 표준 테스트/인증체계 개선       

신재생에너지 표준체계의 조율발전을 강화하고, 자원탐사, 공정 계획, 프로젝트 설계, 장비제

조, 테스트 인증, 시공 건설, 전력망 접속, 운영 유지보호 등 분야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표준체

계를 구축한다.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의 작성/개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표준체계의 국제화 접목을 추진한다. 테스트기관의 능력육성을 지원하

며, 설비 테스트와 인증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장비 제품테스트센터를 합리

적으로 배치한다.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용체계구축을 신속

히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장비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한다. 인증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

하여 중국 신재생에너지장비 기업의 국제시장 참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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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재생에너지 정보화 관리수준 향상    

산업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보화 관리를 적용하며, 중국 전역 

신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의 정보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비시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

트 건설과 운영 정보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적시에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관리와 정책 결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인터넷플러스' 등 선진 이념,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프로젝트 전체 생명주기의 정보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

전 실증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산업을 위해 다방위적인 데이터와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보장조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요임무를 수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보장조치를 채택한다.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목표 유도방향의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법」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의 목표에 따라 계획기간 내 

각 지역의 1차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비중 지표 그리고 전 사회 전력소비량 중에

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소비 비중지표를 확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계통연계에 이로운 전

력운영메커니즘 및 기술지원 방안을 신속히 연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지표를 유도방향으로 하

는 에너지발전지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급 및 성급 간 조율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연도별로 

분해하여 실시하며, 또한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전력망회사와 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용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사회에 적시에 발표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에너

지전환의 기본표준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혁명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한다. 각급 지

방정부는 국가계획의 요구에 따라 현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제정하며, 또한 주요목표와 임

무를 지방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편입시킨다.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보장성 구입제도 실시   

전력체제 개혁의 총체적인 배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액 보장성 구입제도를 시행하며, 「신재

생에너지 발전 전액 보장성 구입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국가에서 확정한 풍력발전, 태양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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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연도 보장 시간 수를 엄격히 집행한다. 개혁혁신 역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에 

적응하는 전력시장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시범을 추진한다. 신형 전력 운영메커니즘과 전력가격 형

성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부문이 제정하는 전력가격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석탄 

화력발전 주파수와 피크부하 조절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조서비스시장을 개척하며, 시장 각 

측이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유연성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일반 에너지시

스템과의 심층융합을 실현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증서 거래메커니즘 구축

비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목표요구에 따라 중국에서 획일적인 

신재생에너지 그린증서 거래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신에너지 전력의 보조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석

탄 화력발전기 및 전력판매 기업의 비수력 신재생에너지 할당지표 설정을 통해 시장주체가 그린증

서 구입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할당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그린증서의 시장화 거래를 통

해 신에너지발전의 환경수익과 사회수익을 보상한다. 현행 가격 차이 보조모델을 정액 보조와 그

린증서 수입 간 결합의 신형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한편, 탄소거래시장과 연결시키며, 신재생에너

지 전력의 재정자금 보조강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재정자금 보조 취소를 위한 여건을 창조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감독규제사업 활성화    

국무원의 기능전환,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 관련 요구에 따라 권력과 책임의 동시 

하부이양, 조정제어와 감독규제 동시 강화를 확보한다. 계획, 연도 계획, 부서규정의 규범성 문헌

과 국가표준의 지도적 역할을 극대화하고, 산업 감독규제 부서의 감독규제와 산업협회의 자율역할

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규 정비, 감독규제 폐쇄, 운영 고효율의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산업정보 모

니터링체계를 개선하고, 산업 위험경보 제어시스템과 응급조치 대응책 메커니즘을 정비시키며, 평

가/징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수력발전 유역의 계단식 협동배치 운영과 종합모니터링 사업을 전

개하고, 신에너지프로젝트의 정보관리를 개선하며, 전체 사슬을 포함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품질문제와 사고보고제도를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소비, 보조금 징수와 지급, 프로젝트 건

설 진도와 공정 품질, 프로젝트의 계통연계 접속 등 전문프로젝트의 감독규제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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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 추산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분석   

가. 투자현황  

2020년까지 신설 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00만 kW, 신설 투자규모는 5,000억 위안, 신설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은 8,000만 kW, 신설 투자규모는 7,000억 위안, 신설 다양한 태양열발전의 

설비용량 투자규모는 1조 위안을 달성한다. 게다가 바이오매스발전 투자, 태양에너지 온수기, 메

탄가스, 지열에너지 이용 등까지 합칠 경우, 13.5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의 신설 투자규모는 2.5조 

위안을 달성할 전망이다.   

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분석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은 대량 화석에너지 소비 대체, 온실가스와 오염물배출 감소, 신규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하여 환경 및 사회 발전에 대해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태양에너지이용은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오염물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게다가 다양한 화석에너지 소비를 급감시킬 수 있는 한편, 석탄채굴의 생태파괴

와 석탄 화력발전의 수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농림 바이오매스는 생장에서 궁극적인 이용에 

이르는 전체 생명주기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지 않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방출하는 

이산화유황, 질산화물과 연도가스 등 오염물도 석탄 화력발전보다 훨씬 적다.   

2020년에 중국 전역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7.3억 톤 표준석탄에 해당되며, 그 중 상품

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량은 5.8억 톤 표준석탄이다. 이 시기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 14억 톤, 이산화유황 배출량 1,000만 톤, 질산화물 배출량 430만 톤, 연도가스 배

출량 580만 톤 감축 규모에 해당되며,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물은 38억 ㎥로, 환경 수익이 뚜렷하

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여 관계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

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빈곤퇴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거시적 경제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실현하는 주요한 추진력이기도 하다. 2020

년에 중국 전역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취업자 수는 1,300만 명 이상, 그 중 13.5기간에 신규 추가 

취업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可再生能源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612/t20161216_83026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