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청정에너지 발전 활성화 

Ⅱ 태양에너지 

Ⅲ 풍력에너지 

Ⅳ 바이오매스에너지 

Ⅴ 수소에너지 

Ⅵ 전망 및 국제협력 시사점 

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 동향

2019. 09.  Vol. 9



2019. 9.  Vol. 9

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 동향

CONTENTS

Ⅰ. 청정에너지 발전 활성화 ·························································· 01

Ⅱ. 태양에너지 ················································································· 02

Ⅲ. 풍력에너지 ················································································· 05

Ⅳ. 바이오매스에너지 ······································································· 07

Ⅴ. 수소에너지 ················································································· 10

Ⅵ. 전망 및 국제협력 시사점 ·························································· 13

｢Issue Report｣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 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청정에너지 발전 활성화    

청정에너지 정의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청정에너지는 오염물을 방출하지 않고 직접 생산과 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재생가능에너지와 비(非)재생가능에너지를 포함함

  - (재생가능에너지) 소모 후 복구 및 보충이 가능하고 오염물을 생성하지 않거나 

극히 적게 생성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수력에

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포함함  

  - (비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 생태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대한 감소한 

에너지로서, 오염이 낮은 화석에너지(천연가스 등)와 청정에너지기술로 처리한 

화석에너지(청정석탄, 청정오일 등)를 포함함

청정에너지 발전 활성화        

○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폭이 완화되고 에너지구조 최적화 진척이 가속화되면서 청정

에너지가 현 단계 중국 에너지발전 정책의 핵심내용을 형성함

 - (주요 정책) 「13차 5개년계획 기간 재생가능에너지발전계획」(2016.12, 발전개혁

위원회), 「청정에너지 발전 액션계획(2018~2020년)」(2018.10, 에너지국 등)

 - (발전 목표) ① 비(非)화석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중을 2020년에 15%, 2030년에 

20%까지 도달시킴, ② 2020년에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을 7.3억톤(표준석탄), 

이중 상품화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을 5.8억톤에 도달시킴    

      * 2015년 말 상품화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은 4억 3,600만톤으로 1차 에너지 소비총량의 10.1% 차지, 

      * 만약 태양에너지 등 비상품화의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 등까지 합치면 그 비중이 12%로 증가  

 - (발전 수준) 2015년 말 수력(3.2억kw), 풍력(1.29억kw), 태양광(4,318만kw) 

발전설비 용량과 태양열 이용면적(4.0억㎡) 모두 세계 1위

 - (기술 방향) 현재 청정에너지산업의 중요 기술 방향에는 태양에너지(태양광

발전 등), 풍력에너지(해상풍력발전 등), 바이오매스(바이오천연가스 등) 외  

수소에너지(수소연료 자동차 등) 포함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 09.  Vol. 9

2  

Ⅱ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정책  

○ 13차 5개년계획 기간 태양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에너지국이 2016년 12월에 

「13차 5개년계획기간 태양에너지발전계획」을 발표함   

 - (기본 임무) 산업의 고도화, 원가 절감, 응용확대, 정부 보조금에 의뢰하지 않는 시장화 

등을 실현해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함  

 - (개발 목표)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억 1,000만kw에 도

달시킴(이중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억 500만kw, 태양열 발전설비 용량 

500만kw 포함). 그 외 태양에너지 열이용 집열면적은 8억㎡에 도달시킴

      *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연간 이용량은 1억 4,000만톤(표준석탄) 이상 도달   

 - (원가 목표)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전기가격 수준을 2015년보다 50% 이

상 인하시켜 적정가격 수준에서의 전력망 연결을 실현하고 태양열 발전 원

가를 0.8 위안/kw(h)로 낮추어 시장경쟁력을 형성함

 - (기술 목표) 결정실리콘 광전지산업의 전환율을 2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박막 광전지 등 신형 광전지의 상용화를 추진함 

 - (중점 지역) 허베이, 산시(山西), 내몽고, 장수, 저장, 안후이, 산둥, 광둥, 샨시

(陝西), 칭하이, 닝샤 등의 태양광발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대표적인 R&D기관 및 연구성과    

○ 중국은 현재 고효율의 결정실리콘 태양광전지, 태양열 이용기술, 신형의 박막 태양광

전지기술, 태양광전지시스템 핵심부품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중임 

 - (연구 방향) 대표적으로 중국과학원 선전(深圳)선진기술연구원 태양광전지연구

센터의 CIGS 박막 태양광전지, 상하이교통대학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의 

신개념 및 신구조의 나노태양광전지 등의 연구방향을 포함

 - (대표적 성과) 결정실리콘 등 신형 전지기술의 광전 전환효율 세계 1위, 다결정

실리콘 생산량은 전 세계의 40% 확보, 광전 부품의 생산량은 전 세계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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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표적인 태양에너지 R&D 기관 

출처: 光伏知識網, “國內光伏硏究機構大全”, http://muchong.com/html/201105/3143741.html

대표적인 산업프로젝트      

○ “페이스메이커(領跑者)” 태양광발전 프로젝트(2015년)   

 - (목적) 국가에너지국이 2015년부터 추진한 동 계획은 시장 지원과 실험·시범을 

통해 태양광발전 기술의 진보와 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술성과) 현재 PERC, 블랙 실리콘, MWT, N형 양면, 이형접합 등 선진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중 성능대가격비가 우수한 PERC 기술이 주력을 형성함  

 - (시범사업) 2017년 말 기준 3회에 걸쳐 총 다퉁(大同), 바오터우(包頭) 등 21

개의 시범기지를 선정(규모 11.5GW)하고, 그외 징아오(晶澳) 및 러예(樂葉) 

등 대표적인 부품업체 육성  

○ 태양열발전 시범프로젝트(2016년)   

 - (목적) 국가에너지국이 2016년 9월에 가동한 동 시범프로젝트는 선진기술의 

시범사업을 통해 규모화의 태양열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술성과) 용융염 타워식, 용융염 탱크식, 핫오일 탱크식, 유기실리콘 탱크식, 

용융염 Fresne Type, 핫오일 Fresne Type 등 선진기술을 발전시킴

연구기관명 주요 연구방향 

중국과학원 선전선진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
- CIGS 박막 태양광전지 등  

중산대학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
- 태양에너지소재, 태양광전지 이론과 공법, 태양에너
지기술, 태양광 부품 및 시스템의 테스트와 평가 등 

저장대학 실리콘소재 국가중점실험실 - 단일결정소재 및 반도체소재 분야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상하이교통대학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

- 고효율 결정실리콘 태양광전지, 신형의 박막 태양광전지, 
신구조의 나노태양광전지, 태양급 다결정 순수화기술 등 

윈난(云南)사범대학 태양에너지연구소 - 태양열 이용, 태양에너지-열에너지 전환이론, 광전과학

난카이(南開)대학 

광전자박막부품·기술연구소 
- 신형 실리콘 베이스의 박막 태양광전지, CIS 박막 태
양광전지, 태양광전지 응용 연구   

광저우에너지연구소 비탄소에너지연구센터 - 태양광 응용기술, 태양열 이용기술, 태양에너지 박막소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재생가능에너지발전연구센터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술, 대형 태양광전지 전력망연결 
핵심기술 연구 및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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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首航節能사, 中廣核사 등 총 20건의 시범프로젝트의 총 설비용량은 

134.9만kw, 평균 규모 50mw 이상, 최대 규모 100mw 이상 진행 중 

      * (예) 2018년에 首航節能사의 100mw급 용융염 타워식 태양열발전 시범프로젝트(敦煌)가 전력망 

연결에 성공하면서 동 유형의 글로벌 최대 규모로 등극함     

태양광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 현황  

○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급속히 증가 

 - (비중) 2017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68.7% 증가한 1억 

3,000만kw로서, 중국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의 20%를 차지함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6억 5,000만kw

 - (발전 속도) 2017년 한해 증설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의 1.5배, 

2015년의 3.5배, 2014년의 5배, 2013년의 4배인 5,306만kw이고, 2018년 

1~3분기 증설된 설비용량은 3,454만 4,000kw임

      * 이중 태양광발전소 3,362만kw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 분포식 태양광발전 1,944만kw로 

전년 동기대비 3.7배 증가  

○ 태양광 발전량도 대폭 증가   

 - (원인) 태양광전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태양광전지 생산원가와 발전(發電) 

원가가 크게 저감된 데다가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됨 

 - (비중) 2017년 말 기준 중국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대비 78.6% 증가한 1,182억

kw/h로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7%p 향상된 1.8%를 기록하고, 

2018년도 1~3분기 발전량은 전년 동기대비 56.2% 증가한 1,338억 3,000만kw/h임  

    [그림 1] 2014~2018년간 신규 증설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과 태양광발전량 변화 추이 

출처: 中商産業硏究院, 「2018中國淸潔能源産業發展前景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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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정책   

○ 중국정부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육상 풍력발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임 

 - (목표) 「13차 5개년계획 기간 풍력발전계획」에서 2020년까지 중동부와 남부

지역의 육상 풍력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용량을 4,200만kw 이상으로, 누계 발전

용량을 7,200만kw 이상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함 

 - (정책) ① 주로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육상 풍력발전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인허가함, 

② 중동부와 남방지역의 전기가격 인하폭을 낮추어 현지 풍력발전투자를 유도함  

○ 중국정부는 또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시간이 긴 해상 풍력에너지를 향후 풍력

발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임 

 - (목표) 「13차 5개년계획 기간 풍력발전계획」에서 2020년까지 중국의 해상 

풍력발전 건설규모를 1,000만kw로, 전력망 연결의 누계 발전용량은 500만

kw 이상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함

      * 이중 장수(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廣東) 등지의 건설규모는 모두 100만kw 이상에 도달

      * 2020년에 500만kw 규모를 달성하려면 2018~2020년간 복합성장률 21.47%를 유지해야 함  

 - (정책) ① 중국 내 풍력발전 완제품 공업업체의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연구개발

을 장려하여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원가를 낮춤, ② 정부부문에서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기가격 우대정책과 관련된 관리방법을 발표해 발전방향을 명시함  

대표적인 R&D 기관 및 연구성과       

○ 해상 풍력발전능력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    

 - (R&D기관) 중국과학원 공정물리연구소 국가풍력발전브레이드연구개발센터, 

중국國電그룹 혼합동력기술유한회사 풍력발전설비제어 국가중점실험실 외 

시안교통대학, 난퉁대학 등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대표적 연구성과) 핵심부품이 기본적으로 국산화 실현, 5-6mw급 대형 풍력

발전설비 시운행 단계 진입, 특히 저풍속 발전설비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이미 중동부 및 남방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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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상에 노미네이트된 5대 연구성과    

출처: 風電頭條, “5个风电项目获2018年度国家科学技术奖提名”, http://www.windnews.cn/1665.html

산업 발전의 특징     

○ 풍력발전, 중국의 3대 전력원으로 부상  

 - (비중) 최근 풍력발전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설비용량 비중이 

2010년의 3.1%에서 2017년의 9.2%로 향상됨으로써 화력, 수력과 더불어 3대 

전력원으로 부상함

 - (발전 속도) 2017년 한해 중국의 신규 증설된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1만 

9,660mv, 누계 발전설비 용량은 18만 8,390mw로서 전년대비 11.65% 증가  

 - (해상 풍력) 2017년 한해 증설된 해상 풍력발전설비는 319대, 증설된 설비

용량은 1,160mw, 누계 설비용량은 2,790mw으로 전년대비 71.17% 증가함

     [그림 2] 2014~2017년간 중국 풍력발전설비 용량과 해상 풍력발전설비 용량 변화 추이 

출처: 中商産業硏究院, 「2018中國淸潔能源産業發展前景硏究」

연구성과 수행기관 

저(低) 풍속 구역을 지향한 풍력발전 핵심기술 및 응용

(국가기술발명상 - 기계동력 분야) 
저장성 전력실험연구원 등

풍력장비 변속 희소 진단기술

(국가기술발명상 - 기계동력 분야)
시안(西安)교통대학 등

중국 최초의 대형 해상 풍력발전장 핵심기술 및 응용시범

(국가과기진보상 - 동력전기설비 분야)
국가전력망회사 등

고효율 저풍속 풍력발전설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대규모 공정응용 

(국가과기진보상 - 동력전기설비 분야)
국가에너지그룹 등 

초대형 자가항행식 해상풍력발전설 설치플랫폼 핵심설계 및 건조기술

(국가과기진보상 - 교통운수 분야) 
난퉁(南通)대학, 
中遠航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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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만 살아남는(優勝劣汰) 발전구도 형성  

 -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 중국 내 풍력발전 완제품설비 제조업체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2010년의 60개에서 2017년에 22개로 크게 감소함

   * 2017년 말 누계 1.88억kw의 풍력발전설비 용량 중 7개 기업의 누계 발전용량이 1,000만kw를 

초과해 전체의 67%를 차지함

   * 이중 金風科技사의 누계 발전용량이 4,270만kw로 전체의 22.7% 차지(1위), 聯合動力사의 

누계 발전용량이 1,766만kw로 전체의 9.4% 차지(2위)

 - (풍력발전 투자업체) 2017년 한해 풍력발전설비를 신규 증축한 투자업체 수는 

80여개로서 전년대비 20개 감소함  

     * 이중 國電그룹, 大唐그룹, 國電投사 등 톱 10위 투자업체의 발전설비 용량은 1300만kw로서 

전체의 76%를 차지함 

 - (풍력발전 투자업체) 해상 풍력발전의 장점이 크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크고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2017년 말 설비제조업체 수가 전년대비 1개 증가한 11로 집계됨  

   * 이중 누계 발전설비 용량이 15만kw 이상인 제조업체는 上海電氣사, 遠景能源사, 金風科技사, 

華銳風力사 4개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특히 上海電氣사가 55%의 압도적 비중을 기록함

Ⅳ 바이오매스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특징     

○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자원이 풍부하고 이용 잠재력이 아주 큼

 - (자원 유형) 농작물 줄기 및 농산물가공 잔폐물, 임목채벌 및 삼림육성 잔폐물, 

목재가공 잔폐물, 축산양식 잔폐물, 도시생활쓰레기 및 생활오수, 공업유기폐기물과 

고농도 유기폐수 등 포함 

 - (이용 규모) 중국의 바이오매스자원의 에너지전환 잠재력은 4.6억톤 표준석탄

(이미 2,200만톤 사용)으로 평가되며, 향후 조림면적의 확대 등 원인으로 그 

잠재력이 10억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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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   

○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로서 국가에너지국이 2016년 10월에 

「13차 5개년계획 기간 바이오매스발전계획」을 수립함     

 - (목표)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용량을 1500만kw, 연간 발전량을 

900억kw/h로 확대함

 - (발전 방향) 농림 바이오매스(700만kw), 도시 생활쓰레기(750만kw), 메탄가스

(50만kw), 바이오천연가스(80억㎥), 바이오액체연료(600만톤), 바이오매스 성형

연료(3,000만톤) 등 포함 

 - (투자 규모)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신규 투자규모 1,960억 위안 달성, 이중 

바이오매스발전 400억 위안, 바이오천연가스 1,200억 위안, 바이오 성형연료 

180억 위안, 바이오 액체연료 180억 위안 각각 투입  

 - (경제사회 효과)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의 연간 매출액 1,200억 위안 

달성, 일자리 400만개 제공, 농민수익 200억 위안 증가 등 

대표적인 R&D 기관 및 산업 발전의 특징   

○ 대표적인 R&D 기관  

  - (R&D기관) 베이징화공대학, 중국과학원 광저우에너지연구소, 과정공정연구소, 

칭다오(靑島)에너지연구소, 칭화대학, 화중과기대학, 난징(南京)공업대학, 중국

농업대학, 둥난(東南)대학 등 

○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이 안정적으로 증가 

 - (설비용량) 2017년 말 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22.6% 증가

한 1,488만kw 수준으로 재생가능에너지원 발전설비 용량의 0.5% 수준을 차지함

 - (발전량) 2017년도 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전년대비 22.7% 증가한 

794억kw/h 수준으로 전체 에너지원 발전량의 1.4% 수준을 차지함

 - (프로젝트 수) 2017년 말 기준 중국 내 가동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79개 증가한 744개로 집계됨

 - (투자구조) 현재 연료 구입 원가가 높고 금융위험 대처능력이 취약한 탓으로 

다른 청정에너지 분야와 달리 국유기업이 투자주체가 되어 전체의 60%를 

차지함(민간기업 30%, 외자기업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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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2015~2017년간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과 발전량 변화 추이  

출처: 前瞻产业研究院, 《2018-2023年中国生物质能源行业市场前瞻与投资规划深度分析报告》

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기타 에너지     

○ 화력에 이어 2대 전력원으로 부상한 수력에너지의 개발규모 진일보 확대   

 - (비중) 2015년 말 수력발전설비 용량은 3.2억kw,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 수준임

 - (주력 사업) 2020년말까지 창장(長江) 상유, 황허(黃河) 상유, 우장(烏江), 훙숴이허

(紅水河), 다두허(大渡河)에 총 규모 1억kw를 초과하는 6대 수력발전기지 구축

○ 지역별 차별화된 지열 개발정책 실시   

 - (중·심층 지열) 지열자원이 풍부하고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베이징·텐진·허베이·

산둥·허난성은 지하 수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중층·심층 지열 

자원을 이용한 중대 난방프로젝트를 추진함 

 - (천층 지열) 경제가 발달하고 여름철 냉방 수요가 큰 창장경제벨트(장쑤성 

남부도시, 충칭, 상하이, 우한 등) 는 천층 지열 개발 추진   

 - (고온 지열) 티벳철도 연선, 티벳, 스촨 서부 등 고온 지열자원 분포지역에 

mw급 고온 지열 발전프로젝트 추진 

○ 해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시범공정 추진     

 - (종합) 산둥, 저장, 광둥, 하이난 4대 중점지역의 해양에너지 시범기지 구축

 - (파도/조류) 100kw급 파도에너지와 mw급 조류에너지 시범공정 추진

 - (섬) 해양 섬의 독립적인 전력시스템 시범공정 추진(소형화 전력공급시스템)

 - (조석) 저장 및 푸젠 등지에 mw급 조석 에너지 시범공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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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특징    

○ 수소에너지는 수소가 물리 및 화학적 변화과정에 방출하는 에너지로서 휘발

유의 3배, 알코올의 3.9배, 코크스의 4.5배 발열량을 보유하는데다가 연소의 

부산물이 물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알려짐   

 -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에서 중국의 수소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산과 저장 및 운송을 포함한 수소 원가 부분임 

 

수소에너지 정책     

○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수소에너지 전문정책은 없지만 핵심기술의 부족과 높은 

응용원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국무원) 「13차 5개년계획 기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계획」(2016.1)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과 산업화, 연료전지 기초소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충전 기술의 연구개발 명시   

 - (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국) 「에너지기술혁명혁신 액션계획(2016~2030)」 (2016.4)

에서 선진적인 에너지저장기술 혁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기술 혁신 등을 명시

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기술로드맵 및 주요 지표를 발표함 

 - (과기부) 「국가 혁신드라이브형 발전전략 강요」  (2016.5)에서 수소에너지와 연료

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을 명시함 

[표 3]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정책  

정책명/부처 주요 내용 

「에너지발전전략 액션계획」(2014)

/국무원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를 “20개 중점 혁신 방향” 중의 
하나로 지정  

「에너지기술혁명 

혁신액션계획(2016~2030)」(2016.3)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기술혁신을 “15건의 중점 혁신
임무" 중 하나로 지정  

-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및 충전소, 선진연료전지, 
연료전지 분포식 발전 등의 전략적 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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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搜狐新聞, “2018年中国氢能源及燃料电池产业高峰论坛”, https://www.sohu.com/a/258880082_651095

대표적인 R&D 기관  

○ 정부 및 협회 조직 

 - (중국과기부)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저장 등의 기초연구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응용개발프로젝트 경비지원 

 - (국가자연과학기금위) 수소연료전지 등 관련기술의 기초연구 경비지원

 - (중국수소에너지협회) 수소에너지 관련 학술활동을 추진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 촉진

 - (중국수소에너지·연료전지산업 혁신전략컨소시움) 중국 특색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발전모델 탐색 등 

     * 동 컨소시움은 2018년 2월에 특대형 국유기업인 국가에너지그룹의 주도하에 에너지, 장비제조, 교통운송, 

야금소재 등 분야 대형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17개가 공동으로 설립함. 현재 기준 50여개 회원기관을 보유함 

○ 수소에너지·연료전지 연구 분야 대표적인 연구소 및 대학 

 - (연구소) 중국과학원 산하 다롄화학물리연구소, 창춘응용화학연구소, 광저우

에너지연구소, 상하이고등과학연구원, 상하이규산염연구소, 상하이유기화학

연구소, 닝버소재연구소 외 베이징비철금속연구총원 

 - (대학) 칭화대학, 베이징이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상하이교통대학, 퉁지대학, 

텐진대학, 샤먼대학, 우한이공대학, 저장대학, 시안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

학, 중난대학, 후베이대학, 화난이공대학, 화중과기대학, 중국석유대학 등 

     * 상기 대학은 연료전지기술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외에도 관련 인재를 대거 육성함 

정책명/부처 주요 내용 

「중국제조 2025 - 에너지장비 실시방안」

(2016.6)/발전개혁위, 공신부, 에너지국
- 연료전지를 “15개 중점 발전 분야” 중 하나로 지정

「신에너지차량 구입세 면제 관련 

공고」(2017.12)/재정부 등
- 연료전지자동차는 2020년까지 구입세 면제 혜택 제공

「신에너지차량 보급응용을 위한 

재정보조정책을 보완할데 관한 

통지」(2018.2)/재정부 등

- 기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 강도를 낮추었지만 수
소연료전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액의 보조규모 유지

- 승용차 최고 20만 위안, 경형 객차 및 화물차 최고 3만 
위안, 중대형 객차 및 중형 물류차량 최고 50만 위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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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의 특징    

○ 수소에너지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밀도와 재생가능 및 탄소배출량 제로의 특징

으로 인해 의학용, 공업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중국은 주로 자동차

산업 분야 응용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임  

 - (유형) 수소에너지 자동차는 수소내연기관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2종

으로 구분하지만, 현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발전이 비교적 빠름

     * 중국 내 시운행 중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이미 200여대이고 누계 주행거리는 10여만km 수준임

      * 대표적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업체 : 鄭州宇通客車, 上海汽車集團, 北汽福田汽車 등 

 -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동력시스템이 완성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폭발식 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출하량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10.5mw를 기록함

      * 2021년에 출하량 20mw 초과, 2030년에 3.5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지역 분포) 중국 내 수소에너지 제조업체는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중 베이징, 산둥, 장수, 상하이, 광둥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60%를 차지함 

    - (전망) 중국자동차공정학회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는 

2020~2025년에 이루어지고 2030년에 1조 위안의 생산치를 기록할 것임

 [그림 4] 중국 수소에너지자동차 응용 추이 및 수소연료전지 출하량 예측

출처: 中商産業硏究院, 「2018中國淸潔能源産業發展前景硏究」

○ 연료전지산업 체인에서 수소충전소는 상부구조의 수소 생산·운송과 하부구조의 

연료자동차 응용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임

 - 2030년에 연료전지 자동차의 판매량 규모를 100만대 이상으로 전망할 때 

수소충전소 4,500개 정도 소요

 - 이에 필요한 수소충전소 투자규모는 800억 위안, 그 외 압축기, 압력저장기 등 관련

설비 투자규모는 500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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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망 및 국제협력 시사점         

 

발전 전망  

○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시장화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 

 - 청정에너지산업은 전통에너지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용이 높은 반면 영리성은 

낮아서 초기에 국가 투자 위주로 각종 정부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음

 - 최근 중국정부는 정부지원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자본의 참여를 통한 청정에너지

산업의 시장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 2017년 3월,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산업 투융자 체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실시의견」 발표. 

     *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전기가격 혜택과 신에너지자동차 보조 완화 시도   

 - 향후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상 풍력,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등 선진

기술의 개발과 응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에너지의 상호보완 및 집적 발전 방향으로 전환   

 - 신에너지는 그 발전(發電)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통에너지와의 결합을 촉진

하는 에너지 상호보완시스템 발전이 필연적임 

   * 중국이 최초로 가동한 에너지 상호보완공정 프로젝트 가운데 단말기 일체화 에너지공급시스템 17개, 

풍력·태양광·수력·화력 상호보완시스템 6개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 및 해양에너지 등과 전통에너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호보완 발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협력 시사점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와의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크게 확대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용량은 2030년에 19.4억kw, 그후 10년간 또 26억kw 증설될 것으로 예측함

    * 파리협약의 탄소감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에 연선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조 5,000억kw/h에 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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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한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력투자 총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억 5,5000만 달러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수력발전과 청정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음  

     * 연선 국가 중 유럽, 인도 및 아프리카의 재상가능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동남아, 일본 및 중동 순임

  - 중국은 현재 주로 해외 전력자산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2017년 한해 중국 전력산업의 해외 인수합병 교역 중 절반 이상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은 중국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필요   

  - (필요성) 현재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이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정에너지의 발전에 의존해야 할 것임 

     *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REN21)에 따르면, 실제 한국은 태양광 발전 부문

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나라로 꼽힘 

  - (연구개발) 자본력과 우수한 연구진을 보유한 중국과 태양광,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분야 선진기술과 표준의 공동개발 추진 가능

     * 중국은 현재 중국과학원 연구소 외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등에서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 활성화 

  - (시장 확대) 무엇보다도 중국은 상용화에 필요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청정에너지 설비나 건설공정 노하우 등 분야에서 협력의 공간이 큼

     * 중국과 공동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진출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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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能源技术革命创新行动计划(2016-2030年)(2016.4)

●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可再生能源发展“十三五”规划」(2016.12)

● 國家能源局, 「清洁能源消纳行动计划(2018-2020年)」(2018.10)

● 國家能源局, 「太阳能发展“十三五”规划」(2016.12)

● 國家能源局, 「风电发展“十三五”规划」(2016.11)

● 國家能源局, 「生物质能发展“十三五”规划」(2016.10)

● 中商産業硏究院, 「2018年中國淸潔能源産業發展前景硏究」

● 前瞻産業硏究院, 「2018-2023年中国风电行业市场前瞻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

● 前瞻产业研究院, 「2018-2023年中国生物质能源行业市场前瞻与投资规划深度分析报告」

● 智研咨询, 「2017-2023年中国清洁能源市场现状研究分析及未来发展趋势预测报告」

● 光伏知識網, “國內光伏硏究機構大全”

  http://muchong.com/html/201105/3143741.html

● 百家號, "三批领跑者基地情况梳理"

  https://baijiahao.baidu.com/s?id=1604424345232547916&wfr=spider&for=pc

● 太陽能光伏網, “首批光热发电示范项目最新建设进度汇总”

  http://guangfu.bjx.com.cn/news/20180528/900912.shtml

● 個人圖書館, “中國氢能及燃料電池政策全收錄!”

  http://www.360doc.com/content/18/0709/21/55640484_769130388.shtml

● 風電頭條, “5个风电项目获2018年度国家科学技术奖提名!”

  http://www.windnews.cn/1665.html

● EnergyTrend, “一带一路：可再生能源市场国际合作之路”

  https://www.energytrend.cn/news/20180507-29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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