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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

Ⅰ 배경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세계적인 핫이슈로 급부상1)

○ 시진핑 중국주석은 제75차 UN기후회의('20.9.22)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

- 그후 5개월 동안 시진핑은 다양한 국내외 행사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8차례 거듭 언급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

[그림 1-1] 지난 5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이 8차례 언급한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자료: https://mp.weixin.qq.com/s/dXIvyw_Vm1djDOH7V9dDyQ

○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2030년 정점으로 탄소배출 감축 이행 및 탄소중립 업

무를 2021년 국가 8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확정하여 추진 본격화('20.12.18)

○ 2021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탄소

중립에 관하여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최적화를 통한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 추진사업이 화두로 떠올랐음

○ 2021년도 정부사업보고에서도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를 강화하고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특별행동 방안 수립

1) 氢能和燃料电池 | 【干货】中国碳中和（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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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

의 기자회견에서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을 재차 언급하면서 새로운 발전

이념 실현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음('21.3.7)2)

F 중국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3060’ 탄소중립 추진목표를 수립

Ⅱ 중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이유3)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탄소배출저감 통제가 시급해짐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속도가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1℃ 상승하였으며, 상승 속

도는 과거 200년 평균 증가 속도의 약 7배에 가까운 수준임

○ 「파리협정」에서 지구 기온 상승 제어 목표를 확정함

- 21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2℃ 미

만으로 제어하고, 이상적인 상승폭 목표치를 1.5℃ 미만으로 제어함

2) 北京日报 | 王毅部长提到的“碳中和”是啥？（2021.3.8.）
3) 【碳中和愿景】一图读懂“碳中和”（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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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은 전력발전 및 산업추진과정에서 탄소배출저감 
수요가 시급함

○ 현재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의 2배 이상, EU의 3배 이상 규모로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황임

- 2020년 중국의 CO2 배출량은 100억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 전체의 약 

32%를 차지함

○ 전력발전 및 산업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함

- 2020년 전력발전 및 산업발전과정에서 배출된 CO2 배출량은 각각 세계 배

출량 전체의 약 41%와 29%를 차지함

출처: https://www.sohu.com/a/447210922_120381412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가시화

된 성과를 올렸음

- 2019년 CO2 배출량은 2005년 배출량의 약 48.1%를 차지함

○ 중국의 삼림피복면적과 삼림축적량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며, 탄소고정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음

- 현재까지 삼림축적량은 175억㎥ 이상, 삼림피복률은 23.04%에 달함

○ 중국은 에너지전환과 청정에너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2019년말기준 중국의 건설중인 원전 장비 용량은 세계 1위 차지

○ 중국은 태양광발전산업 체인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함

- 글로벌 상위 10위권 태양광 부품기업 중, 중국기업이 약 70%~80% 차지

[그림 2-1] 2020년 세계 탄소배출 국가별 비중 [그림 2-2] 2020년 세계 탄소배출 산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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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정책

1. 거시적 추진정책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추진방향,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

[그림 3-1] 중국의 거시정책 추진 및 경과

     자료: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KOSTEC 작성

○ 2014년, 국무원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2020)」에서 절약우선전략, 

자국입각전략, 녹색저탄소전략, 혁신주도형전략을 포함한 4대 전략을 발표4)

○ 2015년,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정판을 발표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공동 통제 의무화를 법제화함('16.1.1 시행)5)

○ 2016년, 국무원은  「‘13.5’ 온실가스배출제어사업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까지 GDP 단위당 CO2배출량을 2015년에 비해 18% 감소하고 총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계획을 밝힘6)

○ 2018년,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로 개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생

태환경부 업무영역에 포함시켜 전례없이 강화함7)

○ 2019년,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저탄소·녹색발전 촉

진을 위해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잠정조례」를 제정('19.4.3)8)

4)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能源发展战略（2014.6.7.）
5) 中国环境生态部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2018.11.13.）
6) 国务院印发《“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2016.11.4.）
7) 国务院机构改革环保部改为生态环境部 专家称污染防治空前加强 |政解（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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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진핑주석이 제75차 UN총회(9.22)에서 2060년까지 중국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목표 정상회의(12.12)에서 2030년까지 중국의 탄소배

출저감 목표와 다짐을 발표함

○ 국무원은 「새로운 시대의 중국 에너지 발전」 백서를 발표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함('20.12.21)9)

○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도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세 전환 및 2060년 탄소중

립을 2021년도 8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확정함('20.12.16)10)

○ 국가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

출권 거래 관리방법」('21.2.1 시행) 및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결제관리

방법(시행)」을 발표함11)12)

○ 국무원은 「녹색저탄소순환발전 경제체계 구축·완비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

하고 투자·건설·생산·유통·생활·소비 등 전방위적으로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시함('21.2.2)13)

국무원, 「새로운 시대의 중국 에너지 발전」 백서14)

○ 백서는 중국이 고품질 에너지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국가 에너지안보 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과 중대 조치를 국제사회에 공개('20.12.21)

-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

한 중국의 저탄소 경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함

- 백서는 △ 에너지 소비 패턴의 종합적 개혁 추진, △다차원 청정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 과기혁신의 제1원동력 역할 강화 △ 에너지 시스템 개혁의 전

면적 심화 △ 국제 에너지협력의 전방위적 강화 등 5대 추진과제를 언급함

8) 关于公开征求《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2019.4.3.)
9) 国务院新闻办公室 | 《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全文）(2020.12.21.)
10) 中国新闻网 | 中央经济工作会议确定2021年八大重点任务（2020.12.18.）
11) 中国生态环境部 |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2020.12.31.）
12) 关于公开征求《全国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征求意见稿）和《全国碳排放权登记交易结算管理办法

（试行）》（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2020.11.5.）
13) 国务院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2021.2.22.）
14) 国务院新闻办公室 | 《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全文）(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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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계 구축·완비 관련 지도의견」 15)

○ 국무원은 「녹색저탄소순환발전 경제체계 구축·완비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

하고 투자·건설·생산·유통·생활·소비 등 전방위적으로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시함('21.2.2)

15) 国务院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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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추진16)

○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생태환경부는 14.5계획 기간('21~'25)에 전국

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집중식 통일거래 실시

- 「탄소배출권 거래 잠정조례」 17)제정,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및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 결산관리방법」 등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 

시행 예정18)

-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 향후 10년간 약 172조 위안 이상 투

자, 향후 10년간 풍력 및 태양에너지 설비용량 100GW 증설

     ※ 첫 단계로서 전국 2,225개 발전업종 대상으로 탄소배출 쿼터를 설정

○ 이와 관련하여 생태환경부는 국가 탄소배출권 등록·거래기관, 탄소배출권 등

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할 계획임

[표 3-1] 중국의 탄소배출권 입법추진 경과

자료: 中国碳交易网|中国碳排放权交易介绍及发展趋势前瞻（'21.3.4）

16) 碳排放权交易新规出台，全国统一碳市场交易将启动（2020.1.5.）
17) 中国生态环境部 | 关于公开征求《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2019.4.3.)
18) 关于公开征求《全国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征求意见稿）和《全国碳排放权登记交易结算管理办法

（试行）》（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2020.11.5.）

발표기관 정책 내용 발표일자

발전개혁위원회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 시범도시: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후베이성, 광둥

성 및 선전시
2011.10.29

발전개혁위원회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방법」 2014.12.10

발전개혁위원회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 (발전산업)」 2017.12.18

생태환경부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 「탄소배출권 관리 잠
정방법」(폐지), 「전국탄소배출권등록거래결산관리방법(시행)」 2020.10.28

생태환경부

☑ 「2019-2020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쿼터제 실시방안(발전산
업)」
- 2,225개의 발전기업을 중점배출 모니터링기업으로 선정하여, 

전국탄소배출거래시장의 발전산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2020.12.29

생태환경부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행)」 2020.12.31KOSTEC     
KOSTEC     

KOSTEC

http://www.tanjiaoyi.com/article-33070-1.html
http://www.gov.cn/xinwen/2016-11/04/content_51286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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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대응 R&D 전략

과기부, 「국가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19)

○ 과기부는 「국가고신구 녹색발전 특별행동 실시방안」을 출범하고, 2025년까

지 고신구 산업부가가치의 단위당 종합에너지소비량을 표준석탄 0.4톤/만위

안 이하로 낮추어 2030년 CO2 배출량 감소세 전환 계획을 발표('21.2.2)

과기부, 석탄청정고효율이용 및 에너지절약신기술 전문프로젝트20)

○ 과기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석탄청정고효율

이용 및 에너지절약신기술 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을 실시, 석탄청정고효율

이용 관련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함

  

19) 科技部关于印发《国家高新区绿色发展专项行动实施方案》的通知（2021.2.2.）
20) 科学技术部：煤炭清洁高效利用和新型节能技术专项十项研究成果助力节能降碳（2020.6.7.）

KOSTEC     
KOSTEC     

KOSTEC

http://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qtwj/qtwj2021/202102/t20210202_161118.html


2021. 6.  Vol. 6

10  

[표 3-2] ‘석탄청정 고효율이용 및 신형 에너지절약기술’ 2020년도 신규 지원과제

 자료: 科技部 | 关于“煤炭清洁高效利用和新型节能技术”重点专项2020年度定向项目安排公示的通知（2020.12.11.） 

순서 과제명 과제 수행기관 과제 수행기한

1 저열량 석탄의 청정 고효율 연소 자원이용 
및 유연성 발전 핵심기술 및 실증

산시허버발전유한책임공사 
(山西河坡发电有限责任公司) 3

2 저열량 석탄의 청정 고효율 연소자원이용 
및 유연한 발전 핵심기술

타이위안이공대학 
(太原理工大学) 3

3
간접 석탄액화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핵심기
술 및 산업 시연 중국과학원 산시석탄화학연구소 3KOSTEC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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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중국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발전로드맵(2019년)」21)

○ CCUS기술로드맵은 과기부 사회발전과기국과 중국21세기의정관리센터가 글

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단계별 중장기목표 및 발전방향을 제시22)

- (비전) 저비용, 저에너지소모, 안전하고 신빙성 있는 CCUS기술체계와 산업클러

스터를 구축해 화석에너지 저탄소화 이용을 위한 기술선택 제공,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기술보장 제공,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지탱을 제공

[그림 3-6] CCUS 기술 발전 총체 로드맵

자료: 「중국탄소포집이용 및 저장기술 발전로드맵(2019)」, 과학출판사

- (2025년까지) 기존기술 기반의 공업시범사업 추진, 공정화 능력 확보, 제1

세대 포집기술 비용 및 에너지소모비율 10% 감소, 3세대 포집기술 돌파, 

일부 이산화탄소이용기술 규모화 운영실현

21) 科技部 | 《中国碳捕集利用与封存技术发展路线图（2019版）》在京发布（2019.6.19.）
22) 中国碳交易网 | 《中国碳捕集利用与封存技术发展路线图（2019版）》在京发布（2019.6.19.）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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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t.gov.cn/kjbgz/201906/t20190619_1471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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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Vol. 6

12  

- (2030년까지) 기존 CCUS기술의 상용화응용실현 및 산업화능력 확보, 제1

세대 포집기술 비용 및 에너지소모비율 10%~15%감소, 2세대 포집기술비

용의 1세대 접근, 대형 CO2 증압(장비)기술 돌파, 200만t/a 수송능력을 갖

춘 육지수송라인 부설, 기존이용기술의 산업화능력 구축 및 상용화운영실현

- (2035년까지) 일부 신기술의 대규모운행실현, 제1세대 포집기술 비용 및 에너지

소모 15%~25%절감, 2세대 포집기술 상용화실현, 5%~10%비용절감, 신형 이용 

기술의 산업화능력 확보, 지질저장 안전성보장기술 돌파, 대규모 시범사업 건설

- (2040년까지) CCUS 시스템통합 및 위험관리제어기술 돌파, CCUS클러스터 구축, 

CCUS 종합비용 대폭 절감, 2세대 포집기술 비용 40%~50% 감소, 상용화 실현

- (2050년까지) CCUS 기술 확산 실현, 여러 개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표 3-3] 중국의 CCUS 시범공정 기본 현황

자료: 中国碳交易网| 发展中国家第一个CCUS环境指南实施2年产生了显著影响（'19.1.23）

순서 과제명

시범내용
운행기

한

연간포
집·저
장량(
만톤)

2018
년상황배출원 포집기술 운송방식 저장·이

용방식

1 中石油吉林유전CO2 
EOR연구 및 시범

천연가스정
화 연소전 파이프라인 

(-50km) EOR 2007년 20 운행중

2 華能高碑店발전소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후 -- -- 2008년 0.3 운행중

3 華能石洞口발전소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후 2009년 12 운행중

4 中石化승리유전석탄화력발
전소CO2포집및EOR시범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후 탱크차 

(~80km) EOR 2010년 4 운행중

5 中聯석탄가스공사 CO2 
ECOM -- 가스외부구

입 탱크차 ECBM 2010년 0.1 폐쇄

6 中電投重慶双槐발전소탄
소포집시범사업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후 -- -- 2010년 1 운행중

7 神華그룹석탄석유제조10만
톤CO2포집및시범저장

석탄석유제
조 연소전 탱크차 

(~13cm) 항수층저장 2011년 10 폐쇄중

8 華中과기대학35MW산소부
화연소기술연구시범

석탄화력발
전소

산소부화연
소 -- -- 2011년 10 건설중

9 國電그룹天津北塘화력발
전소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후 -- -- 2012년 2 운행중

10 연장석유陝北석탄화공5만
톤/연CO2포집및EOR시범 석탄화공 연소전 탱크차 EOR 2013년 5 운행중

11 中石化중원유전CO2 EOR 화공공장 연소전 탱크차 EOR 2015년 10 운행중

12
華能녹색석탄발전 

IGCC발전소포집이용및저장
시범

석탄화력발
전소 연소전 탱크차 EOR및함

수층저장

포집장
치구축,
저장공
정지연

10 운행중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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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추진성과23)

‘13.5계획’ 기간, 중국은 산업구조조정, 에너지구조 최적화, 에너지효율 제고, 탄
소시장 건설, 삼림카본싱크 증대 등 일련의 조치를 추진해 많은 성과를 올렸음

 성과 :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 탄소배출 저감 강도는 2005년 대비 48.1%, 2015년 대비 18.2%를 기록하

여 2020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함

 성과 : 중점영역 에너지절약효과가 뚜렷

○ 2019년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2015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 4.8억톤의 표준석탄 절약, 약 4천억위안의 에너지비용

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았음

- (친환경 건축물) 도시와 읍에 새로 지은 건축물의 60%를 차지하며, 2,100

만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함

- (신에너지 자동차)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며,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매

출의 55%를 차지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함

23) 锐科技 | 一图读懂碳中和

KOSTEC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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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발전

○ 설비의 전체 비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미래 전력 증가량의 주체가 됨 

- ‘13.5’계획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며, 신규설비

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

- 2019년까지 신에너지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55.2%를 차지하며, 2019

년말기준 수력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44.8%를 차지함

KOSTEC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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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24)

○ 중국 전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3차례에 걸쳐 

29개 성/자치구의 총 81개 도시에서 저탄소 시범사업을 추진함

-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 업무의 통일된 계획 및 조율을 강화하고 기

후변화 대응 업무 기관에 대한 개혁 및 조정을 완성함

중국의 많은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식수조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4-1]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기업의 추진사업

24) 政策利好低碳经济发展 试点城市大范围铺开、全国统一碳交易市场启动（2018.7.17.）

사례 기업명 추진내용

1 중핵그룹

þ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비원전청정에너
지 산업규모를 지속적 확장하여, 신장(新疆) 아얼타스(阿爾塔什)수리중추
공정의 수문을 내려 물을 저축, 허난(河南)성 우웨(五嶽)양수발전소 착공

þ 2019년, 중핵그룹의 비원전청정에너지 전력망 발전량은 12.705억kwh, 
이는 1,025.22만톤의 CO2 배출저감 및 3.51만hr의 조림 효과와 상당함

2 중국석유

þ 2020년 11월 11일, 중국석유의 첫 탄소중립 삼림인 다칭(大慶)유전 마
안산(馬鞍山) 탄소중립 삼림조성 사업 개시

þ 2단계에 걸쳐 2.126만 그루의 교목을 심어 다칭유전 왕진시(王進喜)기념
관 운영의 탄소중립사업에 운용될 예정

KOSTEC     
KO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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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锐科技 | 一图读懂碳中和

사례 기업명 추진내용

3 중국해양
석유

þ 2020년 6월 21일, 중국해양석유 자회사인 중하이(中海)석유가스전기그룹
유한회사는 쉘(Shell)동방무역회사와 2척 선박의 탄소중립 액화천연가스자
원 구매계약 체결

þ 2척 선박은 중국이 최초로 도입한 탄소중립 LNG 자원으로, 이는 연간 
30만 가구의 청정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

4
국가에너
지그룹

þ 친환경 광산, 친환경 공장 건설을 본격화하여, 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강화
하였으며, 저탄소에너지 전환 추진

þ 현재까지 누계 1,793.4만 그루의 교목, 1.37억 그루의 관목을 심어 총 
7,656.6hr의 삼림을 형성

5
중국건축
과학연구

원

þ 초저에너지·제로근접·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미래 "2025 ~ 2035 ~ 
2050" 건축물 에너지절약 개발 목표로 간주해 산업계 공감대 점진적 형성

þ 미래 건축물 실험실은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세 전환, 2060년 탄소중
립”의 에저지 절약 및 배출 저감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지원 역할 수행

6 국가전력
투자그룹

þ 공급측의 청정저탄소 달성을 가속화함에 있어서 수력발전·태양광발전 상
호보완 발전을 실현

þ 불안정적인 태양광 발전을 안정적인 전력 출력으로 바꾸어 칭짱(青藏)고
원에서 중원지대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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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례 1

중미청정에너지연구센터 “탄소포집·저장·이용 시범사업”

과기부, 우한(武漢)시에서 탄소포집분야 정부간 국제협력과제 현장 검수 완료('20.11.27)

수석과학자인 柳朝晖교수가 과제 추진경과 및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한, '20.11.27.

 (과제명)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정부간 국제과기혁신협력 중점전문프로젝트‘탄소포집·저장·이

용시범사업(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및 차세대 기술개

발’과제, 수석과학자: Liu Chaohui(柳朝晖)

 (투자비용) 1억106.5만 위안(그중 중앙재정 4,366.5만 위안)

 (수행기간) 2016.12~2019.11

 (중국측) 화중과기대학이 주도하고, 중국화능(華能)그룹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칭화대학, 중국

과학원 우한암토역학연구소, 저장대학 등 19개 참여기관

 (미국측) 웨스트버지니아대학이 주도하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켄터키대학, 와이오밍대

학,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등 7개 참여기관

 (추진내용) 과제팀은 첨단발전기술, 대규모 탄소포집시범프로젝트 협력 및 지식공유, CO2 저

장 및 활용, 첨단 석탄 변환기술 연구 및 개발, 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 등 5개 영역에서 협력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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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례 1

중미청정에너지연구센터 “탄소포집·저장·이용 시범사업”

 (주요성과) ① 화학사슬 산소운반체 성능 공동 테스트, ② 화능(華能)700℃ 펜던트 운행시간 

1만h 초과, ③ 화능 연간 12만톤 연소후 포집플랫폼 개선 및 장기테스트 수행, ④ 10만톤 

CO2-EOR 실증완료 프로그램 설계, ⑤ 신장(新疆) 차이난(彩南) 유전 1천톤 CO2-EWR, 

⑥ New Ordos(新奥鄂尔多斯)에서 3에이커의 미세조류 양식시연, ⑦ 거멍(格盟) 

150MWe 석탄 열분해 연소단계 전환시범프로젝트의 계획설계 완료

 (기대효과) 기술이전비용 2,400만위안 창출, 중국내 약 50%의 CCUS프로젝트시범사업을 위

해 국제협력플랫폼 제공, 「중국 CCUS기술발전로드맵(2019)」에 유력한 지원 제공, 2060

년 중국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제공

 (전략적 의의) 기후대응분야 중미양국간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 중미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 청

정석탄기술연맹의 2단계 (2020~2021)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중미청정에너지센터 청정석탄기술연맹(CERC-ACTV) 켄터키, 2017년

F 중미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CERC, U.S-China Clean Energy Research Center, 2009년) 

설립취지: 전 세계 약 40% 이상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를 배출하는 중·미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에너지분야 기술협력플랫폼

(산학연협력) 청정석탄기술연맹, 건축에너지연맹, 청정자동차연맹 등 3개의 산학연연맹 결성하였고, 공동연구팀은 

3개 연맹의 플랫폼 안에서 도합 8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그중 공동협력과제 2/3 차지), 총 1,100명의 연구인력 

및 110개의 협력파트너가 참여함

자료: 中美清洁能源研究中心“碳捕集、封存、利用的示范及新一代技术研发”项目顺利通过验收（'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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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erate Social Respansibility)를 가리킴

사례 2

알리바바그룹, UN 지구수호상을 수상한 ‘개미숲’ 프로젝트

알리페이의 개미숲(螞蟻森林, Ant Forest) 엡으로 키운 가상나무(왼쪽)와 사막에 심은 실제 나무(오른쪽)

알리바바그룹은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통한 CSR25)프로젝트‘개미숲’으로 3년만에 

2억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음

◯ 개미숲이란: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결제 앱 알리페이에 설치된 가상나무 키우는 프로젝트를 가리킴

 일상속에서 공유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요금 전자결제 등으로 탄소배출 줄이

기 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모바일속의 가상나무가 일정수준으로 자라면 NGO와 환경기업이 중국 

서북부 사막지역에 실제 나무를 심는 방식

 알리페이는 202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 5월현재 개미숲 참여자수가 

5.5억명 이상, 실제로 심은 나무가 2억그루 이상, 3년동안 나무심기로 보호한 토지면적은 274만

무로 2.5개의 싱가포르에 해당한다는 성적표를 발표함

 2019년 9월19일, 알리바바그룹은‘개미숲’프로젝트를 통해 UN‘지구 수호상’을 수상

 2020년 9월26일,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은‘개미숲 프로젝트 생태가치평가’에서 개미숲 켐페

인을 통해 실제로 심은 나무가 2.23억그루가 넘으며, 조림면적은 306만무이상, GEP(Gross 

Ecosystem Production, 총 생태계 생산량)은 111.8억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F 지표평가에는 바람과 모래고정, 기후조절, 탄소고정 및 산소방출, 수질보존 등이 포함됨

자료: https://baike.baidu.com/item/蚂蚁森林/20391720?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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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중국 최초의 탄산칼슘산업 탄소중립시범사업기지 조성

Chen Guoxin(陈国新) 기업대표가 탄산칼슘 순환경제 및 토양복구산업기지 현장에서 전문가에게 

사업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신장(新疆) 치타이(奇台)지역에 중국 첫 탄산칼슘산업 탄소중립시범사업기지 조성

 (목적) CO2 포집규모 연간 168만톤, 비전통가열기술을 이용한 고온소결 산화칼슘 내화

재료 연간 225만톤 생산, 투자규모 30억위안 이상

 (기업) 신장중스팡타이칼슘재료제조유한회사(新疆众石方泰钙基材料制造有限公司, 대표:陈
国新)

 (산학연협력) 북경과기대학 산둥금속재료연구원, Xi'an건축과기대학 야금연구소, 중국칼슘

카바이드산업협회, 광둥카이능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와 공동으로 신장베이커탄소중립연구

원(新疆北科碳中和研究院)을 설립해, 탄소포집기술, 장비연구개발 및 공정설계 등 과

제연구 수행

 (추진내용) 신장따탕딩왕시멘트유한회사(新疆大唐鼎旺水泥有限公司)를 거점으로 석회 

및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략적 의의) 신장지역 나아가 국가차원의 탄소중립산업 기초연구, 기술연구, 응용연구 및 

거래서비스모델의 혁신플랫폼 구축

     자료: 全国首家碳酸钙产业碳中和示范项目基地正式启动(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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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 및 시사점

1. 중국이 탄소중립 약속으로 청정에너지산업 발전 가속화 전망26)

중국은 청정에너지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새
로운 전력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

þ (주요과제)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석에너지 총량 제

어, 이용효율 향상 주력, 신재생에너지 대체 조치 시행 및 전력시스템 개혁 심화 등

○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중국은 ‘13.5’기간 수력·풍력·태양광·원자력 등 설비

용량 규모 등 다양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해왔다고 밝힘

       ※ 2020년말기준 청정에너지발전 장비용량은 10.83억kW에 달하여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설비를 

넘어서 전체 설비용량의 약 49.2% 차지하여, 현재 다원화된 청정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의 약 88%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은 에너지정책의 획기적 전환 및 구체적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

       ※ 중국의 경우 화석연료연소는 주요 CO2 배출원으로 CO2 배출량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며, 

그중 전력산업 배출량은 에너지분야 배출 전체의 약 41%를 차지

F (사례1) 최근 톈진 지역에 조성된 2개의 스마트에너지타운은 청정에너지 

사용효율이 90%에 도달함

F (사례2) 태호(太湖) 유역에 투입된 전기작업선박은 저장 가능한 전기량이 

전기자동차 5대에 해당하여 친환경 및 저탄소에너지 발전효과를 볼 수 있음

또한 주요 산업의 오염감소 및 탄소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방식 
전환 고도화에 주력 중

þ (주요과제) 주요 산업의 오염감소 및 탄소배출감소행동 실시, 산업분야 녹색제조 촉진, 

건축분야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교통분야 녹색 및 저탄소 운송방식 전환 가속화 등

○ Lu Gang 전력망에너지연구원 소장은 중국은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에너

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저탄소 에너지공급 및 산업·건축·교통 등 분

야의 에너지 사용방식 전환을 가속화 중이라고 밝힘

26) 人民日报|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2060年前实现碳中和——打赢低碳转型硬仗(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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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례1) 2015년부터 1,400만대 이상의 낡은 자동차를 도태시켰고, 현재 북경·산

시·상하이·후난 등 지역의 신규 추가 또는 교체할 신에너지버스 비율은 100%이

며, 신에너지차량 보급으로 연간 5천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F (사례2) 중국 Baowu(寶武)그룹의 81철강기업이 테스트중에 있는 수소탄소순

환 고로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탄소연소방식에서 수소연소방식으로 전환하여 

제련로의 이용률을 대폭 높이고, CO2 배출량을 30%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녹색 저탄소정책 및 시장체제를 완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 가속화

þ (주요과제) 녹색 저탄소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금, 가격, 금융, 토지 및 정부조달 

등 정책 개선

○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5개 부처에서 금융기관의 상업화 원칙에 따라 신재

생에너지기업과 협의하여 대출 연장·갱신, 보조금 우선권 부여, 풍력·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신용지원 강화에 나섰음

       ※ 현재 중국의 녹색대출잔액은 11조위안을 넘어 세계 1위, 녹색채권잔액은 1조위안 이상으로 세계 

2위 차지

○ Lu Gang 소장은 정부차원에서 최상위설계를 강화하여, 에너지예산,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에너지사용거래, 에너지절약평가 관리시스템 확립, 지역/산업별 에너

지절약목표, 실행 및 평가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

       ※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탄소배출감소 로드맵 디자인, 특히 탄소배출 피크시간, 피크치 및 최고치도

달이후 배출감소 곡선을 만들어야 함

F (사례) 푸지엔 푸저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기업명: 首创海环)가 총 6

억위안을 투자해 추진 중인 공익성 PPP프로젝트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2

억위안의 녹색에너지 대출을 제공받아 융자난을 해결

2. 한국과의 협력 시사점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10대 핵심기
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전략을 제시함27)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27) https://blog.naver.com/museumsu1/222316960172

KOSTEC     
KOSTEC     

KOSTEC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3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

        * 기술개발 : 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②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생태계 조성 : ③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④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⑤지속가능한 연구기반

[그림 5-1]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

      ※ 10대 핵심기술 ①태양광 및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

정 고도화, ⑦수송 효율, ⑧건물 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 과기정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감축 효과가 큰 혁신적

인 기초·원천 기술을 선제로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8천여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 지원28)

○ 2021년 3월 30일 한·중 양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

협회 주최로 ‘한·중(허베이) 환경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함29)

- 31개의 한국 환경기업과 30개의 허베이성 환경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오수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토양복구 등 분야에서 MOU를 48건 체결함

- 최근 중국 양회가 끝난 후 중국정부의 14.5계획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산업시설이 밀집된 허베이성에서 개

최된 행사로 한중 양국의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28)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10년간 1조8천여억원 규모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 만든다('21.4.12)
29) 한국환경산업협회 | 한-중(허베이성) 환경기술교류회 참가기업 모집공고('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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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中国新闻网| 中韩60余家环保企业在线对接 共达成48个合作意向（'21.3.31）

○ 앞서 한·중 양국정부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

중 공동 민·관 미세먼지 저감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바 있음(’19.3)30)

- 상하이 등 중국 4개 권역에서 한·중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기분야 우수 기

술을 공유하고 대기분야 정책 및 기술협력 논의

       ※ 사업대상 16곳: 산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산시(陝西)성,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허난성, 베이징시, 톈진시, 안후이성, 상하이시, 저장성, 후베이성

-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을 늘리고,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중국 미세먼지 저감

에 도움을 주도록 기업 간 교류의 장 마련

       ※ 한국의 21개사 35개 환경기술: 집진기술 13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기술 11건, 탈질

기술 9건, 탈황기술 2건

F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양국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

○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환경정책‧산업동향 이해, 협력프로젝트 발굴 등 한‧중 

환경협력 확대방안 모색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이 필요함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중 공동 민·관 미세먼지 저감 기술교류회 개최(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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