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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
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
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
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
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
지효율 부문 한 ·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
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
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
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
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

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
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
억제와 더불어 산업 · 건물 ·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
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
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
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
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
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

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
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
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 수송 ·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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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
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
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
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 효율 개선 등이 주
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
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
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
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
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
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
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 전

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
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
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

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
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
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
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 감독을 강
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 정리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
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
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
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
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
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
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환되고 ‘에너지절약 ·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
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
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 중 협력방안

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
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
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
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
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
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
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
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
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
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
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
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한 ·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

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
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
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
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
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
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
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
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
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
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
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
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
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
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
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 중 협력방안

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
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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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

응체계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는 바야흐로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
를 맞고 있다. 신 기후체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과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마다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를 제출하고, 향후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기
존의 교토의정서 보다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등 에
너지 부문의 주요 국제기구들은 각 국가가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이 향후 에너지부문의
주요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온

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역시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
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
의 직후 미국과 진행한 기후변화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
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2015년 6월 유엔기
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서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
획을 밝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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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
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 억제와 더불어
산업 · 건물 ·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요 에너지 전문가들과 중국 내 에너지 분야 연
구자들은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다고 평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에너지효율 부문에 관한 연
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에너지부문에 관한 선행연구 대
부분이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에너지효율 부문의 경우, 에너지절약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내세
웠던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을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수행했던 중국 에너지효율 연구로서 심기은(2009)는 중국, 일
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1990
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주요에너지절약 정책을 정리하였고,
심기은(2010)은 한 · 중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책 협력 방안 연구에서 우리
나라 에너지절약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정부가 수립한 부문별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과 제도를 소
개하였으며, Price at al(2011), Lo(2013), Yang(2016) 등은 제11차 5개년 계
획 추진 기간 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절약 정책과 주요 프로그램
의 이행성과를 중심으로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현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10년 이전에 중국정부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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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행성과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5년이
지난 현재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시
장 진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관련 시장 여건
분석 및 우리 기업 진출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對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특히,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이후, 중국정부가 부문별로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효율 정책과 부문별 에너지효율 잠재력 분석을 통
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상기에서 기술한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 연구는 산업, 건
물, 수송, 표준 등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효율 정책과 각 부문의 에너지절
약 잠재력 및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국가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
황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조
명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전략 변화 추이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
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산업 · 수송 · 건물 등 각 부문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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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뒤이어 제5장
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문별 에
너지절약 잠재량 분석과 중장기 수요전망을 시행코자 한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과 기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
고,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한 후, 마지막 제7장
에서는 연구내용을 정리하며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 중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 연구는 문헌연구, 중국 현지 전문가 인
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에너
지효율 정책 동향과 에너지절약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중국 원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우선으로 활용하되, 1차 자료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중국의 에너지효율 부문 주요 연구보고서와 언론 자료를 이용할 계획
이다. 중국에서 발간된 현지 자료를 우선으로 활용하되 환경적인 제약으
로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 현지 에너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에너지효율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
여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및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은 물론, 향후 중
국 에너지절약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외국기업 진출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녹색성장(綠色發展)을 제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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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제시한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
고 있는 중국 에너지효율 부문의 주요 정책과 법 · 제도를 비롯하여 중국
의 부문별에너지절약 잠재량,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 환경 분석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의 외국기업 진출 여건 분석을 통해 향
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
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추진된 중국정부의 주
요 에너지효율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동 연구는 2010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에 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對 중국 진출 전
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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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

루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최근 도시와 농촌, 연안 및 내륙 지
역 간의 불평등 문제와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이슈가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에너
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과 청정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소비 구
조 전환이다. 본 장에서는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2015년까지의
에너지부문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중국 에너지부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효율 제고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
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전략 변화 추이와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중국은 많은 양의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생
산국인 동시에 세계 제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2013년 기준 중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량 13,541 Mtoe의 22.3%인
3,019.6 Mtoe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53.2 M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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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 세계 소비량 9,301 Mtoe의 21.0%를 차지하여 1차에너지 소비와 마
찬가지로 세계 제1위의 소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
그러나 주목할 점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에너지 소비 또한 괄
목할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주춤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정부가 경제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3년-2005년 기간 중국의 연
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3.7%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2012년 기간
중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 평균 12.7%에 그쳐 과거에 비해 그 증가
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2) IEA는 2015년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World Energy Outlook)에서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

율은 동조화(syncronization) 추이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
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에너지효율 정책과 경제구
조 전환노력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어 경제성장률과 에너
지소비 증가율 간의 비동조화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2012년 기준 중국 에너지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6%로 가장 높은 비율

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석유가 20%, 수력이 7%, 천연가스가 5%, 원
자력이1%, 기타 신재생에너지가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의 소비가 꾸준히 감소

1) IEA(2015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pp. 48-49.
2) IEA(2015b), “World Energy Outlook 2015”, pp. 70-71.
3) IEA(2015b), pp. 21-22.
4) EIA(2015), “China International Analysi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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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은 중국 내 가장 소비가 많은 에너지원으로
2000년부터 2013년 기간 중국의 석탄 소비량 증가율은 연 평균 8.6%를 기

록하며 빠른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015년 역시 감소 추이가 이어져 2015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
은 약 1,920.4 Mtoe를 기록하였다.5) 이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정
부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영향을 미쳤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BP(British Petroleum)는 2016년 발표한 세계에너지통
계(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서 석탄소비를 억제하려는 중국정
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35년경에는 47%까지 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1

중국 석탄소비 변화 추이(2005-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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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2016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p. 33.

5) BP(2016a),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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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toe)

중국의 석유소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11,968천 배럴/일로 세계 총 소
비량 95,008천 배럴/일의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중
국은 2000년-2015년 기간 연 평균 6.2%의 석유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였
는데, 수송부문이 총 석유 소비량의 49%를 차지하여 중국의 석유 소비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개인의 소
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IEA는 향후 중국의 석유소비가 2040년 약 5mb/d까지 증가하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승용차의 연비기준 강화, 인구증가세 감소, 경제구
조 전환 등으로 중국의 석유소비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
다.8)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2015년 기준 197.3 bcm을 기록하여 세계 총
소비량 3,468.6 bcm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0년-2014년 연 평균 15%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산

업부문이 총 가스 소비량의 34%를 차지하여 중국의 가스 소비 증가를 이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2015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
율은 3.3%p에 그쳤는데, 이는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소
비 증가를 유인하였던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정부의 규제로 수입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데, 최근 저유가 현상으로 2015년 중국 내 석유가격은

㎥당 2.88위안인

6) BP(2016a), p. 9.
7) Enerdata(2016), “Country Energy Report: China”, p. 23.
8) IEA(2015b), p. 118.
9) Enerdata(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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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02위안까지 하락하였고, 석탄 가
격 역시 천연가스 가격의 30% 수준인 ㎥당 0.82위안까지 하락하여 더 이
천연가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상 천연가스의 낮은 공급가격이 소비 증대의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IEA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가 연 평균 4.7%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2040년 590 bcm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산업부문과 더불어 발전부문 및 건물부문이 복
합적으로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11)
이는 중국정부가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발전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어 향후 각 부문에서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소비증가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12)
중국의 전력소비는 2015년 기준 4921.3 TWh로 산업부문이 소비의 63%
를 차지하여 중국의 전력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
어 가정 부문이 15%,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이 14%, 기타 부문이 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력소비는 2000년 이후 연 평균 11%의 증가율
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중국경
제의 성장 역시 둔화되면서 전력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전력기업협회(中國電力企業聯合會)는 2016년 중국의 전력소비
역시 경제성장 둔화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성장 정체로 전년대비
1-2%p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13)

10)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5. 8. 31),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둔화 원인과 亞 에너지시장 영향”, K
EMRI 전력경제 Review , pp. 3-4.
11) IEA(2015c), “Medium-Term Gas Market Report 2015”, pp. 36-37.
12) IEA(2015c), p. 38.
1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4. 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6-12호,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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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설비이용률은 2015년 기준 45.3%로 전년대비 3.9%p 하락
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비화석에너지의 발전설비용
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중국의 비화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대비 8.1%p 증가한 약 35.0%를 기록하였는데, 중국정
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더욱 엄격하게 화석에너지 소비억제 정책
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발전부문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4) 특히, 중국정부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
의 전원구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중국 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전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데, 2016년 중국 전력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전체 발전량 5조 6,184억 kWh 중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대비 29.42% 증가
한 1,690억 kWh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8기의 원
전 건설을 승인하는 등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원전의 설비용량을 현재
의 약 30GW에서 약 58GW까지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원전
발전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5)

14)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4. 1), p. 25.
15)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5. 2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6-19호,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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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16)
2011년 3월 발표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에너지부문

의 주요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기반 구
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
적으로 반영된 ‘에너지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제12.5계획’)’을 발표
하고, 2015년까지의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와 중점임무를 제시하였다.
중국정부는 제12.5계획에서 2015년까지 중국 내 에너지소비 총량을 40
억 tce17)로 통제하고, 에너지원단위를 2010년과 비교하여 16%가량 줄이
며, 석탄 화력발전의 전력생산원단위를 323g/kWh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계획 시행기간 동안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1차
에너지에서 석탄의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원자
력 등 비화석에너지를 11.4%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더
불어 에너지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 산시(山西), 오르도스(鄂尔多斯)분지,
네이멍구(内蒙古) 동부지역 및 서남지역, 신쟝(新疆) 등 5개 지역에 국가
종합 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2015년까지 동 기지에서 중국 1차에너

16)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에너지부문의 주요목표와 중점임무는 2011년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個五年计劃”중 에너지 부문 관련 내용과 2013년 국무원이 발표한 “能

源发展十二五规劃” 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으며,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에너지부문 주요 실적
에 관한 내용은 2015년 12월 개최 ‘전국에너지공작회의(全国能源工作会议)’에서 발표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7) tce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석탄 환산톤으로 석탄 1kg표준열량을 7,000kcal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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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생산량의 70% 이상인 26억 6,000만 tce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18) 제12.5계획의 부문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중 에너지 부문 주요 목표
지표

1차 에너지 소비
비화석에너지 비중
에너지
소비 및
효율

생태환경
보호
국민생활
개선

억 tce

32.5

40

4.3

%

8.6

11.4

(2.8)

조kWh

4.2

6.15

8.0

0.81

0.68

(-16)

g/kWh

333

323

-0.6

%

6.5

6.3

(-0.2)

국내 1차에너지 생산

억 tce

29.7

36.6

4.3

석탄 생산

억톤

32.4

41

4.8

원유 생산

억톤

2

2

0

천연가스 생산

Bcm

94.8

156.5

10.6

비화석에너지 생산

억 tce

2.8

4.7

10.9

총 설비용량

억kW

9.7

14.9

9.0

석탄

억kW

6.6

9.6

7.8

수력

억kW

2.2

2.9

5.7

원자력

억kW

0.1082

0.4

29.9

가스

억kW

0.2642

0.56

16.2

풍력

억kW

0.31

1

26.4

태양에너지

억kW

0.0086

0.21

에너지원단위
송배전 손실률

전력

2010년

tce/만 위안

전력소비
석탄화력의 전력생산원단위

에너지
생산

2015년

연평균
증가율 (%)

단위

89.5
(-17%)

이산화탄소 감축량
석탄화력 SO2 배출량

g/kWh

2.9

1.5

-12.4

석탄화력 NOx 배출량

g/kWh

3.4

1.5

-15.1

kWh

380

620

10.3

녹색에너지 시범 현(縣)

개

108

200

13.1

천연가스 사용 인구

억

1.8

2.5

6.8

일인당 전력 소비량

주: 1) 괄호는 5년 누적 증가율임.
2) 천연가스 생산 항목에는 전통 천연가스 및 탄층가스, 셰일가스 등 비전통 천연가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能源发展十二五规劃(2013)를 토대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6호(2013. 2.
8) p. 12에서 사용된 도표 재인용.

18)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2.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3-6호,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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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정부는 제12.5계획에서 부문별 주요 목표치와 더불어 ‘국내
자원 개발 강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 에너지 소비총량 억제 및 청정발
전 추진’, ‘에너지 공급방식 및 에너지 시스템 혁신 추진’, ‘에너지 저장 및
운송시설 건설 확대’,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확대’ 등 2015년까지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임무를 제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에너지효율 개
선과 관련된 중점임무의 세부내용과 추진 실적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에너지소비 총량을 40억 tce, 전력사용량을 6
조 1,500억kWh로 억제하며,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1만여 개 기업에 대해
‘1만개 기업 에너지절약 · 저탄소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

지원단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실제로 제12.5계획이 종료
된 2015년까지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은 목표치 40억 tce를 조금 상회하
는 43억 tce를 기록하여 소비총량 억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제
12.5계획 기간 중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량은 제11.5계획 기간(2006-2010

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정부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노
력은 비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
심 발전시스템을 청정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12.5계획 기간 중 중국
전역에 존재하는 약 2,000만kW 규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
고, 석탄화력발전의 전력생산원단위를 323g/kWh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청정석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중국의 청정석
탄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청정석탄기술 보급을 활성화시키며, 석탄가스화

19) 中央政府门户网站(2015. 12. 30), “2016年全国能源工作会议在京召开”, http://www.gov.cn/xinwen/2
015-12/30/content_5029432.htm(접속일: 201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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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Gasification), 석탄간접액화(Indirect Coal Liquefaction), 석탄올레핀
(Coal-to-Olefin)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석탄으로부터 확보한 청정에너

지원의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중국정부는 제12.5계획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이용을 촉진하여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2015년까지 중국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
지의 비중은 12.0%를 기록하여 제12.5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초과 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신규발전설비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 육성하는 등 중국정부의 강
력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20)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은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
국 인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한 ‘샤오캉(小康)21)’ 사회 건설의 마지막 단
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 서기는 2016년 7월 개최
된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백년(兩個一百
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인민의 단결과 전면적인 개혁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두 개의 백년’이란 중국공산당이 창
당한지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덩샤오핑이 제시한 ‘샤오캉’ 사회를

20)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는 국무원이 2014년 발표한 “能源发展战略行动计劃
(2014-2020年)”와 국무원이 2016년 3월 발표한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三個五年计劃” 중 30장 부

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음.
21) 샤오캉(小康)이라는 개념은 중국 유교경전 예기(禮記)의 예운(禮運)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19
79년 덩샤오핑이 발표한 중국정부의 장기적 정책목표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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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된지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
을 현대적이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미래비전으로써, 이 중 선행목표인 2021년까지의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성
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현을 비롯하
여 현재 중국이 직면한 주요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바,
샤오캉 사회 진입 전 마지막 5개년 개발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
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는
지 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국한되
었던 과거 지도부들의 소극적인 에너지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국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대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6년 3월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제30장 ‘현대화된 에너지 시스템 구축(建设现代能源体系)’
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
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 같은 시진핑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미 2014년 11월 국무원이
발표한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이하 ‘행동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동 행동계획에는 2020년까지 중국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목
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행동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에너지부문의 주요목표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정리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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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22)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시스
템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전략과 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
였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4가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중국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5-2020년) 중국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
4대 전략

-

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
국내수급 확보 우선 전략
저탄소 녹색 전략
과학기술 혁신 전략

5대 과제

-

자주적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확보 능력 확대
소비혁명 추진
소비구조 고도화
국제협력 확대
과학기술 혁신 추구

자료: 國務院(2014a)《能源发展战略行动计劃(2014-2020年)》및 관련 자료 토대로 저자 정리.

1) 에너지절약 우선전략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에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과적인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중국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중국 내 1차에너지
소비총량을 약 48억 tce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에너지절약’은 2003년 후진타오 정부가 ‘국가에너지전략기본구상’에서

처음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한 이후, 제11.5계획과 제12.5계획에서 그 중요
성이 줄곧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22)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에너지부문의 세부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를 대신하여 2020년까지의 중국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발

전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국 에너지부문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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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정책을 추진
해 왔는데, 최근 들어 에너지 수요관리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에
너지 공급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에너지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중국정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11.5계획 기간(2006-2010년) 중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은 2005년 26억
tce에서 2010년 36억 tce로 증가하였고, 제12.5계획 기간(2011-2015년) 기

간 역시 중국 내 에너지소비총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에너지소비
총량은 제12.5계획 목표치 40억 tce를 상회한 약 43억 tce를 기록하였다.
IEA는 ‘세계에너지전망 2015’에서 중국이 계속 현재수준의 경제발전속

도를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향후 중국 내 에너지수요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는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이 약 4,000 Mtoe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3) 실제로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이 무분별
하게 상승한다면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
지 공급원 확보 문제는 물론,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으
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절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핵심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을 제시하고, 철강, 시멘트, 비철금
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소비총량 통제와 에너지 중점 사용 기
업 1만개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에너지절약운동 시행, 보일러, 조명, 전자
기기시스템의 에너지효율 개선,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에너지 소비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2020년까

23) IEA(2015b), p. 71.

38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지 에너지소비총량 억제와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량 감소목표24)를 제시
하였다. IEA는 2016년 발표한 ‘에너지효율시장 보고서(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6)’에서 중국정부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

진될 경우,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약 560 Mtoe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5)

그림 2-2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정책수단별 에너지절약 기여수준

17%
5%
건물부문 효율
13%

수송부문 효율
산업부문 효율
구조변화

65%

자료: IEA(2016b),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6”, p. 53.

2) 저탄소·녹색전략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의 비중은 상당히 높
은 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
는 비중은 약 64%로 세계 평균 수준인 약 3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6) 이 같은 소비구조로 인해 2015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24)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2015년 12월 개최된 2016년 전국에너지공작회의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음.
25) IEA(2016b),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6”,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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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세계 총 배출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등27) 중국의 환경문제는 매
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에서 환경문제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
재와 같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하고자 2020년까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등 비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을 15%까지 확대
하고, 석탄의 비중은 62% 이내로 억제하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보
다 청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추
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에서 석탄 소비총량 억제와 관련하여 2020년
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湖北), 산둥(山東)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석탄소비총량을 2012년 대비 1억 톤가량 감소시키

는 대신 환경적으로 우수한 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하며,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역 등 신규 경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석탄의 소비를 제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의 소비
를 줄이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정부
는 청정석탄 기술 개발을 통한 석탄의 청정한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석
탄소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중국정부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
데, 천연가스의 경우, 공급시설 확대와 천연가스 수입루트 다양화를 통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그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26) BP(2016b), “BP Statistical Review 2016: China’s Energy Market in 2015”, p. 1.
27)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2015),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s: 20
15 Report”, p. 10.

40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주민을 위한 천연가스 보급 계획(燃氣民生
工程)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대부분의 도시주민들이 천연가스를 이용하
도록 하고, LNG/CNG 택시와 버스 등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수송수
단의 보급을 가속화하여 천연가스 수요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 내륙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여 1
차에너지 소비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
혔는데, 중국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1년 여 기
간 동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보류하였으나, 2012년 10월, 비준을 보류
하였던 ‘원전 중장기발전계획(2011-2020년)’ 등을 통과시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NDRC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중국 내
운영 중인 원전은 총 30기(총 설비용량 약 30GW)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총 24기(총 설비용량 약 27GW)28)와 향후 건설될 신규 원전을 포함하면
2020년까지 중국의 총 원전설비용량은 58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계
획도 제시하였는데, 수력의 경우, 2020년까지 약 3.5억kW의 발전설비용
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수자원을 우선 개발하고 야룽강(雅砻江),
다두하(大渡河), 진사강(金沙江), 란창강(灡滄江) 유역 등에 신규 수력발전
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풍력의 경우, 9개 지역29)에 대형

28) 新華網(2016), “中国在建核电机组世界最多”, http://news.xinhuanet.com/mrdx/2016-01/28/c_1350
52271.htm(접속일: 2016. 6. 15).
29) 주취안(酒泉), 네이멍구 동 · 서부, 허베이북부, 지린, 헤이룽쟝, 산동, 하미(哈密), 쟝쑤 등을 포함

한 9개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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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와 전력송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남부 및 중 · 동부

㎾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풍력 발전설비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약2억

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는
태양열발전 시범 프로젝트 추진, 발전설비와 전력사용 지역의 일치화, 집
중 송전망 건설, 태양광발전 계통연계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억KW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발표된 에너지부문의 주요 계획과 달리,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소비 구조 전환 계획이
공식적으로 에너지부문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점인데, 이
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3) 국내공급 우선전략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급속히 늘어나는 에너
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사상 최초로 60%를 상회하는 석유 대외의존도를 기록하였는데30),
향후 중국 내 승용차 보유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 추
진 등으로 중국 내 석유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1) 이렇듯 에너
지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앞으로도 중국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으

30)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 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6-5호, pp. 33-34.

31)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5.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6-16호,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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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자국 내
매장되어 있는 1차에너지의 생산량을 42억 tce까지 증가시키고, 중국 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채굴량을 향상시켜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로 유
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자국 내 에너지자
원의 탐사와 개발활동을 강화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비축을 통해 긴급 상
황 발생 시에도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에너지안보를 제고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산시(山西), 어얼뚸스(鄂尔多斯)분
지, 네이멍구 동부(蒙东), 시난(西南), 신쟝(新疆) 지역에 5대 에너지 기지
를 건설하고, 동부 연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및 석유 · 가스 개발벨트로
이루어진 ‘5기 2대(五基兩帶)’를 구축하며, 산시 중 · 북부, 산시 동부, 샨시
(陝西)동 · 북부, 황룽(黄陇), 닝샤(寧夏) 동부, 산둥 서부, 화이허(淮河) 이남

과 이북 지역, 윈난 및 구이저우(貴州), 허베이 중부, 허난, 네이멍구 동부,
신쟝 등 14개 지역에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95%를 담당할 대형 석탄기
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동부지역에 위치한 기존유전의 생산
량은 유지하되, 다칭(大慶), 랴오허(遼河), 타림(塔里木)분지, 성리(勝利) 등
9개32)의 천만톤급 대형유전을 개발하여 중국 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

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생산량이 10Bcm
이상인 대형 천연가스 생산기지 8곳을 구축하고, 동시에 충칭 푸링(涪陵),

32) 중국정부는 다칭(大慶), 랴오허(遼河), 신장, 타림(塔里木)분지, 성리(勝利), 창칭(長慶), 보하이(渤

海), 난하이(南海), 옌창(延长) 등 9개 유전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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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 자우퉁(昭通), 샨시 옌안(延安) 등 셰일가스 시범 개발지역과 친수이
(沁水)분지, 어월뚸스 분지 동부지역 등 대표적인 CBM 개발지역을 중심

으로 비전통가스 개발을 가속화하여 2020년까지 중국 내 셰일가스와
CBM 생산량을 각각 30Bcm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

시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원유 비축량을 확대하고 주요 에너지 수송노선에 대해 비
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수송안보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 과학기술 혁신추진전략
중국정부는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계수준의 에너
지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부문의 기술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
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을 포함하여 총 9가지 부문에서
20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2020년까지 국가차원에서 비전통자원

개발 기술과 원전부문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
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기술 혁신 및 에너지기술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 · 학 · 연이 연계된 연구체계를 구축하며, 에너지
기술부문의 인재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까지 제13.5계획 기간 중 에너지부문에 대한 세부목표와 이행계획
을 담고 있는 ‘에너지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제13.5계
획 기간 에너지부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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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감이 있으나, 상기에서 정리한 ‘중국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2014-2020년)’을 중심으로 제12.5계획 내의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에

너지정책 방향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제12.5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에
너지 소비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에너지안보 제고
를 위한 국내자원 개발 강화 등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책 추진의 강도를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제12.5계획과 제13.5계획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목표 비교

분류

제12.5계획

제13.5계획

에너지
효율

- 청정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에너지소비총량억제(40억 tce)
전력사용량(6조 1,500kWh) 억제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총 2,000만kWh)

- 에너지 절약 우선 전략
’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총량 억제
(약 48억 tce)와 석탄소비 감축(42억톤)
산업 · 건물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절약형
생산 및 소비모델 구축

에너지
안보

- 국내자원 개발 강화
석탄생산능력 증대, 비전통자원개발

- 에너지 공급 자립화 추구
자국자원개발을 통한(비전통포함)
1차에너지 공급총량 확대

공급
시스템

- 에너지 공급방식의 혁신 추진
분산형전원,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

- 저탄소 녹색에너지 중심 공급
신재생 등 비화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석탄비중 축소

에너지
기술

- 에너지 기술 및 설비 수준 향상
에너지 기술 자주혁신 능력 강화
에너지 설비 국산화 수준 제고

- 에너지 기술 혁신 전략
비전통자원, 신에너지 등 9개 분야의 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기술 및 설비 선진화 추진

∙
∙
∙
∙
∙
∙
∙

∙
∙
∙
∙
∙
∙

자료: 國務院(2013), “能源发展十二五规劃"과 國務院(2014a), “能源发展战略行动計劃(2014-2020年)”의 내용을
토대로 및 저자 정리.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신규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을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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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5년 12월에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
st

사국총회(The 21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에서 신 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실
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신 기후체제
는 모든 참여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감축역량을 고려하여 스스로 수립
한 감축목표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2023년 이후 5년 단위로 자국
이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여 기존 교토의정서에 비해
구속력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기후체제 출범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
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자국에게 부여된 감축 의
무를 수용하고 자국의 감축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11월 미국과의 기후변화정상회담 직후, 2030년을 정
점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UNFCCC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를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
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정부
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중국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
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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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
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중국은 1994년 ‘중국 21세기 의사일정(中国21世纪议程)’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이후, 1998년 국가기후변화대책단을 조직하
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성장을 최우
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기조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은 정책의제에서 우선
시 되는 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기후
변화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인식
하고, 2004년 ‘중국 기후변화 관련 통보(中华人民共和国氣候变化初始国家
信息通报)’를 시작으로 하여 2007년 ‘중국 기후변화대응 국가방안(中国应
对氣候变化国家方案)’ 발표와 에너지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관리감
독하기 위한 국가기후변화대응 영도소조(国家应对氣候变化领导小组)를
설립하는 등33)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변화는 ‘제11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이하 ‘제11.5계획’)’을 통해 보다 분명해졌는데, 제11.5계획

에서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기초로 ‘생태
문명(生态文明)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중국이 직면한 여러 환경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33) 國務院(2007), “關于成立國家應對气候變化及節能减排工作領導小組的通知”, http://www.gov.cn/zwg
k/2007-06/18/content_652460.html(접속일 :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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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였다.34)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2009년 코펜하겐(Copenhagen)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기상국(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MA)은 2009년 5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

후변화 체계 수립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공식문건에서 줄곧
유지해왔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은 유지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가시적
인 입장 변화를 드러냈다.35) 또한, 중국 국무원은 코펜하겐 회의 개최 전,
2020년까지 단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과 비교하여 40-45%

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이행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
해 동 감축목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
展中长期规劃)’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36)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2011년 발표된 ‘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이하 ‘제12.5계획’)’에서 2015년까지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

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제12.5계획 이행 기간 동안 중국 총 에너지소비
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11.4%까지 축소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과 이산화황 배출량을 8%, 암모니아 질

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 감축하기로 하였다.37)

34) 人民网(2007), “胡錦濤在中國共産党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politics.people.com.cn/
GB/1024/6429094.html(접속일 : 2016. 5. 10).
35)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pp. 6-8.
36) 원동욱(2012), “포스트 교토체제 하 중국의 기후정책과 미중관계”,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
No. 5, p. 10.
37) 國務院(2011), “中国应对氣候变化的政策与行动(2011)“, http://www.scio.gov.cn/ztk/dtzt/65/1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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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2014년 11월, 중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인 ‘중국 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년)’에서 보다 분
명히 드러나는데, 동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산업구조 고도화
와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탄소 원단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
혔다.38)
중국정부는 2015년 6월,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감축
목표 행동 계획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단위GDP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고,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

㎡ 전후로 확대하

전후로 확대하며, 산림누적면적을 2005년 대비 약 45억

겠다는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5항의 행동정책 및 조
치를 제시하였는데,39) 교토 의정서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소극적
인 태도를 보였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자발적으로 상기와 같은 감축목표
를 제시하고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을 다
하겠다는 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잘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이렇듯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이 달라진 이유는 다음

ument/1060815/1060815.htm(접속일 : 2016. 5. 3).
38) 國務院(2014b), “国家应对氣候变化规劃(2014-2020年)”,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41
1/W020141104584717807138.pdf(접속일 : 2016. 5. 4).

—

39)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强化应对氣候变化行动 中国国家自主贡献”,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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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16년 6월 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특별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16: Special Report) ‘에너지와 대기오염(Energy
and Air Pollution)’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약 220만 명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매 년 25개월씩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최근 기후변화가 중국의 경제적 · 사회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로 2006년 중국 내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기후
변화국가평가보고(氣候变化国家评估报告)’를 발표하고, 향후 100년 이내
에 기후변화로 인해 중국의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
며 이로 이해 1차 산업 및 중국 사회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41) 이렇듯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 문
제가 중국의 경제 · 사회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구체화됨
에 따라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약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변화는 외교적 측면에서
도 이해해 볼 수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
화 문제에 있어 자국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롭
게 재편된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에서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서 리더

40) IEA(2016c), “World Energy Outlook 2016: Special Report-Energy and Air Pollution”, pp. 170-171.
41) 环境和发展国际合作委员会(2008), “氣候变化国家评估报告摘要”, http://www.china.com.cn/tech/zhuan
ti/wyh/2008-02/26/content_10785924.htm(접속일: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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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이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후변화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
저해왔다.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자칫 자국의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중
국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기존의 교토 의정서는 서방 선진국이 주축이 되
어 생성된 체제로 선진국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에 대해서
도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아직 중국정부가 계획한 수준까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서방 선진국 중심으로 룰 세팅(rule setting)이 끝난 교토의정서에 참
여할 경우, 중국정부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못함은 물론, 자칫 배출량
감축 부여 의무만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42)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이 외교정책
전면에 부상하고, 중국 경제 역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적으로 신 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 내부적으로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
루기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고, 신 기후체제 출범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G2 국가인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외적인

42) 오경택(2014),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미 · 중 협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8권 제1호,

pp.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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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가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변화는 세계 에너지시장
현안에 관한 시각변화와도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그간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
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하여 중국 내 여러 환경문제
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관한 중국정부의 시각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쳐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1993년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고, 이에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성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

지 수입원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통해 보다 공격적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확보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는 다른 에너지소비국을 자극하
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위협론’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前 국가주석은 2006년 7월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글
로벌 에너지안전 보장을 위하여 중국은 상호이익과 협력(互利合作), 다원
적발전(多元發展), 협력보장(協同保障)을 핵심으로 하는 신 에너지안보관
을 수립해야 한다.”43)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중국정부는 이를 기초

43) 매일경제(2008), “中 에너지외교 성공비결은 리더십”, http://news.mk.co.kr/newsReadPrint_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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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 세계 공통의 위협인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
산국 외에 소비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수립한다는 ‘新 에너지 안보관’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
등 중국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 등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소비 패턴의 전환 없이
는 중국 에너지부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문제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중국정부의 인식 변
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 및 중국 에너지절약 시
장 환경을 분석하기에 앞서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을 이해하고자 중국의 에너지수급 현황과 2020년까지 에너지부문의
주요목표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소비 구조 전환
및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노력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중국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
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중국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3.php?year=2008&no=181365(접속일: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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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에너지효율 제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
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효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기관과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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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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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에너지 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많은 경우에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나, 중
국의 법률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의 제1절에서는 중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본법들과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여러 가지 하위법규들을 부
문별로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1997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제고를 목표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는 ‘에너지절약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법률이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에 관한 일
반적인 조항들만을 명시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2007년 10월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산업, 건축,
교통 등의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절약 및 효율 개선 방안과 에너지 산
업 및 기업들에 대한 장려대책들을 포함한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하여 에
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은 먼저 중국 사회 전반의 에너지절약44) 추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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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 효율 제고, 환경 보호 및 개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에너지절약법 1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과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년 해당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에너지절약업무 보고를 의무화하여4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이 에너지절약정책들에 대한 이행 및 관리 · 감독
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담당하는 국무원과
지방 정부 간에 관리 · 감독 업무의 소관을 분명히 하여 업무 중복을 피하
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46)
동 법은 정부 조직뿐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합리
적인 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에너지 절약 목표책임제도를 갖추고 에너지 소비량 계측기
기 사용을 의무화해 에너지 사용 및 절약 부문 추진을 투명하고 체계적이
게 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 및 절약활동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
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 중
하나는 부문별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규수립이다. 기존의 에너지절약법은
산업부분에 국한된 기초적인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교통 및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에너지절약법은 산
업, 수송,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기본 절약 방안,

44) 중국 에너지절약법(2007년 10월 개정, 2008년 4월 시행) 제2조는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의 생산

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소모를 줄이고, 손실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낭비를 억제하고, 효
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45)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5조.
46)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11조.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57

지원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더욱 실질적으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에서는 부문별로 제시된 규범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산업부문
우선,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전력, 철강, 금
속, 건재, 석유가공, 화학산업, 석탄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
절약기술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기술 강화를 유도하며, 고
효율 전동기, 보일러, 송풍기 등의 기기 도입, 열 · 전기 복합생산, 폐열에
너지의 재사용, 청정석탄 및 에너지소비에 대한 선진 시스템 도입 등을
정부와 송전망 국영기업이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47)
이뿐 아니라 낙후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설비 사용이나 생산공
정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두도록 하고 발전 부문에서도 국가 기준에 부
합되지 않는 화석연료 중심의 설비는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게 되어 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석탄 사용량 기준 연 1만 톤 이상이거나 국무원 및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분하고 매년 에너지절약 관
리 부서에 에너지소비 실적을 보고하고 에너지 절약 목표 계획 및 성과
등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리 부서를 기업 내에 설치하
고 에너지관리책임자도 초빙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체 분석과 평가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7)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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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수송부문
에너지절약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관련 주관부서가 중국의 전국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연계
해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48).
현 단위 이상의 지방정부는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적이면서 연료 소비가 적은 자동차, 철도, 선박 및 기타
교통 운송 수단의 개발, 생산 그리고 사용을 권장하는 대신 노후화된 교
통수단에 대해서는 폐기 및 갱신 제한 등의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선박, 철도 등에 관한 연비 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부합
하지 않는 차량은 운영을 못 하게 하는 등 연비 기준 이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보강하도록 하고 있다.49)

3) 건설부문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국가 차원의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
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단위 이상 지방정부의 건설담당 부서에
서는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 상황을 감독 관리·감
독하고 에너지 절약 관리부서와 함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준은 설계, 시공, 건설, 관리
업체 등이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건설 공사의 인가가 불가하도록 정

48)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41조.
49)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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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고 있다. 또한, 건설주관부서는 시공기간동안 건설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기준의 준수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은 주택 분양 시 구매자에게 해당 주택의 에너지절약
관련 조치 상태, 보온공정 및 보증수리 기간 등 건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주택매매계약,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에 이를 거짓 없
이 명기해야 한다.50)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도시의 전기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
용시설과 대형건물의 경우 장식성 조명의 에너지소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51)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
수 시 에너지절약형 자재 및 설비 이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52)

4) 공공 부문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정부기관은 관장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한
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연도별 절약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소비량의 계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53)
또한,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제품 및 설비 구매 시 정부조달 품목 중
에서 에너지절약 제품이나 설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관련 정부조달품 목록은 성급 이상 정부조달 관리감독 부서들이 공

50)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36조.
51)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39조.
52)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40조.
53)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49-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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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작성, 공표하게 되어 있다.54)

5) 에너지 절약 기술 및 표준
국무원의 표준화 정책 연관 부서는 국가표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
정을 수행하고 표준화 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가전제품 등은 에너지효율 라벨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와 라벨링 제도의 운영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
부서가 국무원 제품 품질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55)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의 통계부서는 에너지 통계 제도를 투명하고 실
효성 있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원 통계부서는 에너지절약 관리
부서와 협업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 시 등의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절약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56)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와 과학기술주관부서는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기술정책요강을 재정 수립하고, 관련 연구, 개발, 보급을 지도하
며,57)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전 국민이 에너지절
약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 재정지원 및 기타 조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 관련 제품의

54)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51조.
55)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18조.
56)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21조.
57)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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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또는 보급,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특별
자금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 있다.58)
정부는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조명기기 등 에너지절약 제품
의 보급 및 사용에 대해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59) 에너지 절약을 유도
및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
계도 계절별, 부하 추종 별, 계시별 등 다양한 가격제도를 마련해 소비자
가 전기 사용 시간 등소비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철강, 금
속,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1) 청정생산촉진법
중국의 청정생산촉진법은 2002년 6월 29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0)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오염물의 발생을 감
소 · 회피하고 환경을 개선 · 보호하며 인간의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61) 제정된 이 법은 정부가 행정
구역 배치 합리화, 산업구조 조정, 순환경제 발전, 자원과 폐기물이용 등
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자원의 고효율 이용과 순환사용을 실현62)토

58)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60조.
59)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제61조.

ㆍ

60) 심기은(2009) 동북아 주요국의 에너지절약 정책 연구,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p. 34.
61)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1조.
62)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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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에너지절약 및 폐기물재생 등 친환경 제품
을 우선하여 구매63)할 것과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국가 규정에 맞게 표
준을 제정64)해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
들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 · 사용할 것을 장려65)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2002년 10월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3년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에너지절약을 포함 오염물 배출감소 및 청정생산
등의 분야에 적용되며, 국무원 유관부서를 비롯하여 시급 이상의 지방정
부 및 유관부서는 제조업 · 농림업 · 에너지·수리·수송·도시건설·관
광·자연자원개발 관련 계획의 초안을 보고해야 하며 심사 및 승인 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개발 계획을 심사·승인하는 기관
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66)

3) 순환경제촉진법
중국의 순환경제촉진법은 2008년 8월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4

63)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16조.
64)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13조.
65)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제16조.
66)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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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통적 다소비·
고배출·저효율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

– –

여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생산 소비 재순환’의 선순환 성
장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정되었다.67)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1) 산업부문
(1) 에너지사용 중점기업 에너지절약 관리방법68)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1999년 3월 발표한 동 관리방법에 따르면 ‘에너
지사용 중점기업’을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1만 톤(표준석탄 기준)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0톤 이상에서 1만 톤 이하인 기업
중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제무역위원회가 지정한 기업들을 포함한
다.69) 에너지사용 중점기업들은 ‘에너지절약법’과 동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67)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제1조.
68) 심기은(2009), pp. 39-40.
69) 박용덕 외(2010)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 중심의 한 · 중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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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차별화 정책에 관한 의견7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발표한 ‘전기요금 차별화 정책’과
관련하여 2006년 국무원이 발표한 동 의견은 전해알루미늄, 합금철, 탄화
칼슘, 수산화나트륨, 시멘트, 철강, 황린, 아연제련 등 8개 에너지 다소비
업종71)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차별화 방안의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
다. 또한 ‘퇴출류’ 또는 ‘제한류’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해서 전기요금 기
준과 함께 지방정부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우대정책
금지 등을 포함한다.

(3) 전력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72)
2006년 발개위, 국토자원부, 철도부, 교통부, 수력부, 국가환경보호총

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
한 동 통지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설비 사용을 권장하고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발전설비의 사용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73)

(4)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확장 억제에
관한 통지74)
2007년 발개위가 발표한 동 통지에 따르면 관련 부처와 기업은 ‘국무

원의 투자체계개혁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投資體制改革的決定)에 따라

70) http://www.gov.cn/zwgk/2006-09/22/content_396258.htm(접속일: 2016. 10. 11).
71) 박용덕 외(2010), p. 119.
72) http://www.nea.gov.cn/2012-01/04/c_131262587.htm(접속일: 2016. 10. 11).
73) 박용덕 외(2010), p. 127.
74) http://www.sdpc.gov.cn/fzgggz/jjyx/zhdt/200705/t20070525_137477.html(접속일: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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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너지 다소비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을 정하고 이 규정
에 의거하여 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 통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불법 우대정책 및 과도한 투자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75)

(5) 석탄산업 에너지절약 · 오염물배출사업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76)
2007년 발개위, 환경보호총국은 ‘석탄산업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사

업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정생산 기준에 맞
도록 탄광을 설계해야 하며 자원 회수율을을 높이고 오염물질은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기술, 공정 및 설비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고형,
액상, 기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
다.77)

2) 교통부문
(1) 교통업계 에너지절약 실시세칙78)
2000년 6월 16일, 교통부는 <교통업계 에너지절약 실시세칙>을 발표했

다. 이에 따라, 현급 이상 부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절
약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고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기술 연구개발
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79)

75) 박용덕 외(2010), p. 129.
76) http://www.zhb.gov.cn/gkml/hbb/gwy/200910/t20091030_180721.htm(접속일: 2016. 10. 12).
77) 박용덕 외(2010), p. 130.
78) http://wenku.baidu.com/link?url=apJZGHtdv1W2ViHQ6bMw72vxQvIkqKklCzkhqnCE6jCutrD2Bz_
eto3ZuNJK1GF3CgErEZYqbqO3kuLWMgXzEG5Lb4h4NgP4VPqs4q61yZG(접속일: 2016. 10. 12).
79) 박용덕 외(2010),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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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수송부문도 국가 산업정책 및 에너지절약 기술정책에 부합
하도록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기술정책 및 표준을 제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해야한다.
수송부문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기술과 장비를 적용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절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승인 및 검수를 허용하
지 않는다.

(2) 에너지절약 · 친환경 저배기량 차량 발전을 독려에 관한 통지80)
2005년 12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공안부, 재정부, 감찰

부, 환경보호총국은 ‘에너지절약·친환경 저배기량 차량 발전을 독려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동 통지는 연료 소비가 적은 소형 고효율 차량의
생산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승용차연료소비량상한’ 국가 표준
을 정립하고 석유 소비가 많은 차량의 생산을 억제하며 에너지절약·친
환경 저배기량 차량 기술표준의 정비를 촉구하였다.81)

(3) 교통업계 에너지절약 · 오염물배출감소 사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82)
2007년 5월 18일, 교통부는 ‘교통업계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 사

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오염물질 배
출저감을 위한연구개발을 강화와 아스팔트 도로 및 고형 폐기물 재활용

80) http://www.jincao.com/fa/law18.s59.htm(접속일: 2016. 10. 12).
81) 박용덕 외(2010), p. 125.
82) http://zizhan.mot.gov.cn/sj/fazhs/jienengjp_fzhs/201407/t20140728_1655761.html(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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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을 추진한 것을 제기했다. 또한 동 의견은 도로 수송부문에서는
바이오디젤 등 신에너지 기술, 휘발유 및 알코올 차량 안전성, 소형 선박
전력시스템, 차량 연비 측정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육상 및 수상 부문 순환경제지표 연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및 표준체계 연구, 도로 수송부문 연료가격 급변동 대응 연구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83)

(4)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량 보급 시범사업을 전개에 관한 통지84)
2009년 1월 23일, 재정부 및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절약 및 신

에너지차량 보급 시범사업을 전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3개 도시에서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차량의 구매 및 관련 인
프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다.85)

3) 건물부문
(1) 도시 조명관리 강화를 통한 전기절약 사업 촉진에 관한 의견86)
2004년 건설부는 ‘도시 조명관리 강화를 통한 전기절약 사업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동 의견은 조명기기 설치 시에는 설계표준을 따

83) 박용덕 외(2010), p. 129.
84)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2009niancaizhengbuwengao/caizhengw
engao2009dierqi/200904/t20090413_132178.html(접속일: 2016. 10. 12).
85) 박용덕 외(2010), p. 131.
86) http://www.jincao.com/fa/law19.s99.htm(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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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하며 조명 설비의 신축 및 개조 시 반드시 고효율 조명기기와 에너
지절약기술을 적용 및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87)

(2) 절약형 사회건설의 중점 사업을 강화에 관한 통지88)
2005년 국무원은 ‘절약형 사회건설의 중점 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동 통지는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원자재 및 부지 절약, 자원종
합이용을 중심의 절약형사회 건설 가속화와 자원절약체계 구축 및 법제
도 마련을 제기했다.89)

(3) 에너지절약 · 고효율 주택과 공공건축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90)
2005년 건설부는 ‘에너지절약·고효율 주택과 공공건축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중국은 2020년까지 주택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
율수준을 중진 발전국가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91)

(4) 민간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리규정92)
2006년 건설부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리규정>을 정식 시행하면

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 에너지 절약 시공 및 관리, 재생에너
지 이용을 독려하고 민용 건축물 에너지절약 사업의 8대 핵심 분야를 제

87) 박용덕 외(2010), p. 122.
88) http://www.zgdcs.com/flist/2016/07/1223.html(접속일: 2016. 10. 12).
89) 심기은(2009), p. 36.
90)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jskj/200611/t20061101_158479.html(접속일: 2016. 10. 12).
91) 박용덕 외(2010), p. 124.
92) http://www.mohurd.gov.cn/zcfg/jsbgz/200611/t20061101_159082.html(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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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93)
한편 동 규정은 건설 및 시공업체, 난방업체, 공공건물주, 부동산관리
또는 개발 업체, 설계 및 감리업자가 지켜야할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 및 시공 시 규정 미준수에 따르는 처벌기준도 마련
하고 있다.

(5) 건축물 재생에너지 응용 자금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94)
2006년 9월 4일, 재정부와 건설부는 ‘건축물 재생에너지 응용 자금관

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BIPV 시스템 이용 온수공급,
냉난방, 광전전환, 조명설비, 지열·해수·폐수열 히트펌프 이용 냉난방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95)

(6) 민간용 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96)
2008년 8월 1일, 국무원은 <민간용 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를 발표하

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민간용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건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93) 8개 핵심 내용은 (1)신형 에너지절약형 벽체와 지붕 보온, 단열기술 및 재료, (2)에너지절약형

창문 보온, 단열 및 밀봉기술, (3)중앙난방과 trigeneration기술, (4)난방시스템 온도 조절과 개별
식 열 계량기술과 장치, (5)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응용기술 및 설비, (6)건축 조
명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 (7)에어컨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 그리고 (8)기타 고효율 에너지
절약기술과 에너지절약 관리기술 등임(박용덕 외(2010), p.125).
94)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caizhengbuwengao2006/caizhengbuwen
gao200610/200805/t20080519_24660.html(접속일: 2016. 10. 12).
95) 박용덕 외(2010), p. 127.
96) http://www.gov.cn/flfg/2008-08/07/content_1067062.htm(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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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기금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기술 개발과 표준 수립,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개선과 재
생에너지 이용, 민간 건물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등에 사용토록 한다. 그
리고 정부는 위 사업들에 대해서 금융지원과 조세지원을 제공한다.97)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1) 전기절약관리방법98)
2000년 12월 29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전기

절약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전기사용 관리 강화와 에너지
효율을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 채택,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절약 조치와 절약 목표 수립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99)

2) 에너지절약제품 정부 조달 실시의견100)
2004년 12월 27일,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절약제품

정부 조달 실시의견’을 공포했다. 정부 조달 품목 중 기술 수준이나 서비
스 품질이 동등한 제품의 경우 에너지절약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규정했다.101)

97) 박용덕 외(2010), p. 120.
98) http://www.zbeic.gov.cn/art/2011/8/4/art_2320_89734.html(접속일: 2016. 10. 12).
99) 박용덕 외(2010), p. 122.
100)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wengao/caizhengbuwengao2005/caizhengbuwe
ngao20052/200805/t20080525_42723.html(접속일: 2016. 10. 12).
101) 박용덕 외(2010), p. 124.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71

3) 자원절약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102)
2004년 4월 1일, 국무원은 ‘자원절약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에너지 및 용
수 절약 설비명단을 작성하고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설비 및 제품의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에너지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가격 조정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자원 절약과 종합이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설비를 정부 조달 품목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시범사업, 개
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103)

4) 에너지절약제품 강제성 정부조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104)
2007년 7월 30일, 국무원은 ‘에너지절약제품 강제성 정부조달제도를

수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설비를
정부조달품목 우선 구매 품목으로 분류하고 그중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
수한 제품의 경우 의무 구매를 추진한다.105)

5)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조례106)
2008년 8월 1일, 국무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조례’를 발표하고 2008

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102) http://www.gov.cn/xxgk/pub/govpublic/mrlm/200803/t20080328_32367.html(접속일: 2016. 10. 12).
103) 박용덕 외(2010), p. 117.
104) http://www.gov.cn/zwgk/2007-08/06/content_707549.htm(접속일: 2016. 10. 12).
105) 박용덕 외(2010), p. 119.
106) http://www.gov.cn/flfg/2008-08/11/content_1069579.htm(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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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 시스템과 설비작동, 조절,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자연채광 활용도를 높이고 고효율 조명
기기 설치와 지능형 제어시스템을 보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연료
소비가 작고 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는 차량이나 청정에너지 차량을 우
선적으로 도입·사용해야 한다.107)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1) 산업절수사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108)
2000년 10월 25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수력부, 건설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총국, 세무총국은 ‘산업절수사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
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 및 비용 감면 등 지원정책을 통해 절수
기술개선 및 산업용 폐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절수 기술개선 사업에 중국산 설비 투입비용의 40%까지 법인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수 재활용 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를 감
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109)

2) 에너지절약, 환경 분야 금융 서비스를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지도의
견110)
2007년 6월 29일, 인민은행은 ‘에너지절약, 환경 분야 금융 서비스를

107) 박용덕 외(2010), pp. 119-120.
108) http://www.dpchina.com/dpchina/showinfo/showinfo.aspx?infoid=0da27550-ac7b-4867-992cc5961e620f1b&siteid=1(접속일: 2016. 10. 12).
109) 심기은(2009), p. 40.
110) http://www.gov.cn/zwgk/2007-07/06/content_675200.htm(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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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이 산업
정책 및 환경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여신정책 및 구조를 최적화하
고 금융 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111)

3) 에너지절약·오염물 배출감소 여신 지도의견112)
2007년 11월 23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에너지절약·오염물 배출

감소 여신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점 산업에 속
한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성 수준을 분석하고 생산성이 낙후된 기업에 대
해서 대출 규제 강화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동 지도의견은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업, 수처리공정, 이산
화황 저감 사업, 순환경제 시범 공정, 용수 절약, 수자원이용, 폐기물 재활
용, 청정생산, 에너지절약·오염배출 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에너지
절약기술 서비스시스템 등 국가 중점 사업에 대한 여신지원 강화를 요구했
다. 동시에 은행업계에 정부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수혜 기업, 에너지절약·
오염저감 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113)

4) 에너지절약제품 혜민공정을 전개에 관한 통지114)
2009년 5월 18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절약제품 혜

민공정을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동 통지는 에너지효율 1~2급 이

111) 박용덕 외(2010), pp. 129-130.
112) http://www.cbrc.gov.cn/govView_D6C29031D8AF4BD4834A5FE8CDCB12B3.html(접속일: 2016.
10. 12).
113) 박용덕 외(2010), p. 132.
114)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81805(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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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에어컨, 냉장고, 전동기, 세탁기, 평판TV,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온
수기 등 10대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와 에너지절약·신에너지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에너지효율 2급
의 에어컨 구입 시 에어컨 1대 당 보조금으로 300~650위안을 지급하며
에너지효율 1급 에어컨일 경우에는 보조금 500~850위안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달리하고 있다.115)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1) 에너지 계량화 사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통지116)
2005년 7월 23일, 국가질량감독 · 검역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

너지 계량화 사업을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통지’를 발표했다. 동 통지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에너지 소비량 계측에 대한 법규 및 표준을 정비하
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소비량 계측을 강화하며, 특히 연간 에너지소비
량이 5,000톤(표준석탄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 측정·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117)

2) 전 국민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 실시방안 발표에 관한 통
지118)
2007년 8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선전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115) 박용덕 외(2010), pp. 131-132.
116) http://www.aqsiq.gov.cn/xxgk_13386/jgfl/jls/zcfg/201507/t20150722_445377.htm(접속일: 2016.
10. 12).
117) 박용덕 외(2010), p. 124.
118) http://www.ccgp.gov.cn/zcfg/bwfile/201311/t20131113_3591889.htm(접속일: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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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환경보호총국 등과 공동으로 동 통지를 발표했다. 동 통지는 에
너지절약·오염물 배출 저감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촉진 방안을 담고 있다.119)

3) 순환경제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의견120)
2005년 7월 2일 국무원은 ‘순환경제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

표했다.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자원과 환경문제가 중요
해졌으며, 이에 ‘감량, 재활용, 자원화’ 원칙에 따라 자원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발전 방
안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21)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본 절에서는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7년 6월 설립된 국무원(國務院) 소속
의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國務院节能减排工作
领导小组)’는 중앙정부의 최상급 의사협의체로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조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
요 전략과 지침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강화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
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9) 심기은(2009), p. 51.
120) http://www.gov.cn/zwgk/2005-09/08/content_30305.htm(접속일: 2016. 10. 12).
121) 심기은(200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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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실무는 주로 NDRC가 담당하고 있는데, NDRC 내
에서도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资源节约和环境保护司)’이 에너지절약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부처는 에너지절약 정책
과 관련 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절약 목표치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내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122)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처는 2008년 10월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國家节能中心)’로, 동 센터는

중국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와 정부
의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결과 평가, 에너지절약 기술 및 에너지절약 상
품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에너지절약부문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123)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은 NDRC 산하 중국 에너지연구소(能源研究所)의 ‘에너지효율연구센
터(能源效率中心)’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中國节能环保集团公司)’이 주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은 1988년 에너지절약사
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융자
방식을 통한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의 육성과 World Bank, ADB(Asia

122) 國家發展改革委員會资源节约和环境保护司, http://www.gov.cn/zwgk/2012-06/29/content_21729
13.htm(접속일 : 2016. 9. 8).
123) 國家节能中心, http://chinanecc.com(접속일 :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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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절약 사업

수행을 통해 중국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목표 달성을 돕는 역할을 수행
한다.124)
이 외 일부 대도시나 주요 성(省)급 지방정부는 별도로 에너지효율센터
를 두고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에너
지관련 주무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절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가 에너지절약
사업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철폐해야 할 낙후산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중요한 재정원천
인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경제발전수준이 달라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기금 확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의 에너지절약 관련 정책이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에너지절약에 관한 협력
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효과적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3장에서 에너지 효율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았
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에너지효율 및 절약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
의 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관련 법률체계도 명시적인 의미 정도만 전달
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2005년대 중반 이후부터 에너지 효율을 중국의 지

124) 中國节能环保集团公司, http://www.cecic.com.cn(접속일 :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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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여길 만큼 그 중요도가 커졌고 구체적으로 에
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체계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인데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
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부문별 하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
업의 규제 및 관련 제도 등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
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산을
유도하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도 연비 개선, 친환경 차량 및 저배기량 차량의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정부 조달 품목에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에
너지 효율 및 절약에 대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기업보다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절약 부분의 비교우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
부의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제품의 기준, 관련 규제제도 등을 상시 모니터
링해 관련 산업의 현지 진출에 대응하도록 우리나라 관련 정부 및 기업들
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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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제2절 수송부문
제3절 건물부문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에너

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앞 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로
법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
는 부문별 현황 및 해당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 정책들의 성
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표준’을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준 관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125)
1)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
중국의 산업부문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매년 감소
하여, [그림 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4년 말 GDP에서의 산업 비중은
2010년 대비 총 3.8%p 하락하였다. 산업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공업기업126)의 실수익은 총 64,715.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3.3% 성장해 1998년 이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였
다. 한편, 2014년 기준, 중국의 철강(강괴), 시멘트, 알루미늄, 평면유리, 선
박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각각 70.7%, 75%, 78.4%, 73%, 60%에 불과해 업계

125) 본 소절은 2016. 7. 1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한 ‘한-중 에너지효율 전문가 워크숍’에서 Wnag
Jianfu 교수가 발표한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126) 규모 이상 기업이란 연매출 2,0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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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산능력 과잉이 심각했다.

그림 4-1

산업부가가치 비중 및 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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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3.

그림 4-2

경공업, 중공업이 산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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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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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4-2]에 명시된 것처럼 산업구조 조정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1년 이후로 중공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산
업구조 전환 및 체질개선을 위한 일련의 개혁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
장 동력의 중심 산업이 변화하고 신흥 산업이 꾸준히 발전을 이어가면서
산업생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비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여 산업 부가가치에서 장비제조업이 차비하는 비중은 2013
년 29.2%에서 2014년 30.4%로 1.2%p 상승하였다. 반면, 에너지 다소비 업
종은 성장이 둔화되어 그 비중도 하락하였는데,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이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8.9%에서 2014년에는
28.4%로 0.5%p 하락하였다.

그림 4-3

2013~2014년 주요 업종의 산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추이

산업구조 최적화로 인해
두 개 업종은 증가,
두 개 업종은 하락함

6대 고 에너지 소비 업종
0.5%p 하락
장비제조업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12%p 증가

0.7%p 증가

2013

2014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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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1.4% 하락

<표 4-1>과 [그림 4-4]에 따르면 12차 5개년 계획 이후 강괴, 강편, 비철

금속, 시멘트, 에틸렌, 수소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10차 5개년 계획 기간과 11차 5개년 계획 기
간에 대비 크게 둔화되었고, 일부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경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중국 주요공산품의 생산량 증가속도
연평균 증가속도
주요제품
2001~2005

2006~2010

2011~2014

2001~2014

강괴

22.4

12.6

6.6

14.2

강편

24.7

15.1

8.8

16.6

10가지 비철금속

15.8

13.8

8.8

13.1

정제구리

13.6

12.0

13.6

13.1

전해알루미늄

21.1

15.2

14.9

17.2

시멘트

12.2

12.1

7.1

10.7

판유리

13.8

13.6

4.6

11.0

에틸렌

10.0

13.4

4.5

9.6

합성암모니아

6.1

2.0

3.5

3.9

수산화나트륨 (100% 환산)

13.6

12.0

8.3

11.5

탄산나트륨

12.0

6.8

5.4

8.2

종이 및 판지

15.3

9.6

4.7

10.2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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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주요 에너지다소비 제품의 연간 생산량 증가 속도 변화 추이

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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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7.

2)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1970년대 후반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의 급

속한 성장에 따라 중국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
다. 중국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 산업부문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1996년 대비 134% 증가하였

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중국 총 에너지소비량의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0%를 훨
씬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중국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의 70% 이상이 철
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소비되고 있어 향
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
지효율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2005년의 15억9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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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tce에서 2010년의 24억 tce 정도로 매년 증가하였다. 산업부문이 중
국의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5년에는 70.9%였으나
2010년에는 7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유화, 화학, 발전 등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 전체 소
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71.3%였으나 2010년에는 77% 수
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GDP에서 산업부문 성장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41.8%였으나 2010년에는 40.2%로 감소했고, 위의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성장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에는 32.7%
였으나 2010년에는 30.3%로 다소 감소했다.127)
반면, 산업성장률 단위 당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감소한 바, 2005년에
는 2.59톤 tce였으나 2010년에는 1.91톤 tce로 5년 동안 26% 감소했다. 동
기간의 에너지 절약량은 6억3천만 톤 tce에 달했다.128)
한편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중공업이 경공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았으며, 제품 단위당 에너지 소비도 여전히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수준과
는 격차가 커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았다. 이에 2010년 제17차 5중전회에
서는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지속된 자원소비를 기반으로한 산업발전 중
심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전환을 이루는 것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임을 밝히고, 에너지소비 억제 및 효율개선을 위

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인하여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이는 국가 전

127) 공업신식화부(2012), 공업에너지저감 12차 5개년 계획, p. 4.
128) 공업신식화부(2012), 공업에너지저감 12차 5개년 계획,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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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국가 에너지절약목표 완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2차 5개년 기간 동안 산업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은 총 28% 감소하였

으며(표 4-2 참고), 중점 에너지 공정 부문에서는 총 1.7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표 4-3 참고).

표 4-2

12차 5개년 기간 업종별 산업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 절약율

업종

철강

비철
금속

석유
화학

화학
산업

건축
자재

기계

경공업

방직

IT

절약율

24.5%

18.4%

12.2%

22.5%

34.1%

31.8%

35.9%

31.4%

27.3%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10.

표 4-3

12차 5개년 기간 주요 제품의 단위에너지소비량 절약 목표 및 현황

순서

지표

단위

2010년

2015년
목표치

2015년
달성
추정치

감소
비율
(%)

1

철강

kgce

605

580

580

4.1

2

알루미늄주괴

kWh/t

14013

13300

13454

4.0

3

시멘트클링커

kgce/t

115

112

110

4.3

4

평면유리

kgce/
weight box

17

15

15

11.8

5

에틸렌

kgce/t

886

857

835

5.8

6

합성아모니아생산

kgce/t

1402

1350

1342

4.3

7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생산

kgce/t

351

330

331

5.7

8

카바이드생산

kgce/t

1105

1050

1041

5.8

9

제지

kgce/t

1130

900

900

20.0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11.

또한 아래 [그림 4-5]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산업 제품들의 단
위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보면, 제품별 단위에너지소비가 기본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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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진국과의 차이도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에너
지 소비효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12차 5개년 기간 주요산업제품의 단위에너지소비량 변화 추이

120
110
100
90
80
70
60
2010
철강 종합 에너지소비
수산화나트륨
알루미늄과 종합교류전력 소비
전해아연 종합 에너지 소비

2011
시멘트 종합 에너지 소비
탄산나트륨 종합 에너지 소비
산화알루미늄 종합 에너지 소비
판유리 종합 에너지 소비

2012

2013
원유 가공 종합 에너지 소비
탄화칼슘 종합 에너지 소비
구리제련 종합 에너지 소비
기계 제조 종이 및 판지 종합
에너지 소비

2014
합성암모니아 종합 에너지 소비
에틸렌 종합 에너지 소비
납 제련 종합 에너지 소비
화력발전소 공급용 석탄 소비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12.

한편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산업 에너지소비 총량이 전국 에너지소
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들어 2013년 이후로는 70% 이하
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에너지소비 증가 속도 역시 계속해서 둔화
되어 2010년 7%를 상회하던 산업에너지소비 증가 속도는 2014년 말 현재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4-6, 그림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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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산업에너지소비 총량 및 비중
만 TCE
500000

400000

73%

72.5%
71.8%
387043

360648

416913

402138

426000
72%

70.8%

71%

300000
69.8%

70%
69.2%

200000

69%
100000

68%
67%

0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 에너지 소비 총량

전국 에너지 소비 총량
비중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8.

그림 4-7

산업에너지소비 증가 속도

440000
420000

7.3%

7.3%

416913

426000

5.00%

387043
3.9%

380000

3.7%

4.00%

360648

3.00%

360000

2.2%

340000
320000

7.00%
6.00%

402138

400000

8.00%

2.00%
1.00%
0.00%

2010

2011
에너지소비총량

2012

2013
에너지소비 증가 속도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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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그러나 같은 기간 5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소비는 연간 3.8%
의 속도로 증가해, [그림 4-8]에 보이는 것처럼 5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에서 차지
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은 2011년 72.5%로 최저치를 달성한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에는 74.5%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2011년 이후 전체
산업에너지소비 증가 속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그림 4-8

5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
만 TCE
75%

350000
300000
261377

278048

284712

291130

295000
74.5%

74%

250000

74%

73.3%

200000
150000

75%

73.0%

73.0%

73%

72.8%

100000

73%

50000

72%

0

72%
2010
에너지 소비 총량

2011

2012

2013

5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소비 총량

2014
비중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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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1) 주요 정책 및 성과129)
(1) 전기요금 차별정책

전기요금 차별정책은 2004년 6월에 발표 및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비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에너
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 차별정책은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알루미늄, 합금철, 칼
슘 카바이드, 가성소다, 시멘트, 강철)에 주로 적용되었다. 동 정책은 해당
업종을 기술과 에너지 효율 수준에 따라 ‘육성’, ‘허가’, ‘제한’, ‘퇴출’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육성’
과 ‘허가’ 항목의 업종들은 기업이 속한 지방의 산업 전기요금으로 요금
이 고정되었다. 평균적으로 약 0.64~0.73위안/kWh(2006년~2010년) 정도
의 요금을 부담하였다. 반면, ‘제한’과 ‘퇴출’ 항목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각각 0.02위안/kWh과 0.05위안/kWh의 추가요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해
당 업종에 부과되었던 추가요금은 비효율 기업의 퇴출과 기업들의 에너
지효율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중
국 정부는 2006년 9월에 해당 업종에 대해 더 높은 추가요금을 부과하였
으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추가요금을 인상하였다.
그 결과 IDA(Index Decomposition Analysis130))에 따르면 2001년부터

129) 주요 정책 및 성과는 Mian Yang · Dalia Patino-Echeverri · Fuxia Yang · Eric Williams(2015), In
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30) 전기요금 차별정책에 영향을 받는 8개 부문에 대하여 경제 및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4가

지 항목(‘육성’, ‘허가’, ‘제한’, ‘퇴출’)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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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네 가지 항목(‘육성’, ‘허가’, ‘제한’, ‘퇴출’)의 에너지 집중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에너지 집중도의 감소추세가 전기요금 차별정책 시행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제한’, ‘퇴출’ 업종의 차별적 전기요금

‘

제한 분류

평균 산업
전기 요금
(위안/kWh)

추가요금
(위안/kWh)

퇴출 분류

전기요금
인상률(%)

추가요금
(위안/kWh)

전기요금
인상률(%)

2004. 6.

-

0.02

-

0.05

-

2006. 10.

0.64

0.03

4.7

0.10

15.6

2007. 1.

0.66

0.04

6.1

0.15

22.7

2008. 1.

0.66

0.05

7.6

0.20

30.3

2010. 6.

0.73

0.10

13.7

0.30

41.1

자료: Mian YangㆍDalia Patino-EcheverriㆍFuxia YangㆍEric Williams(2015),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조금과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2007년 중국 재무성은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에

너지절약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방법 임시 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임시 조
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서 절감된 에너지소비량을 바탕으로 기
업들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0
tce 절약이 예상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 동부에

서는 tce당 200위안의 보조금을, 중부와 서부에서는 tce당 250위안의 보
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표
4-5)로 한정하였으며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약 250백만 tce를 절약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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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명

-

석탄 화력 산업용 보일러
지구 전체의 열병합 발전
폐열 압력 활용
석유 절약 및 대체
모터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건물 에너지 절약
녹색 조명
정부 기관의 에너지 절약
건물 모니터링 및 에너지 절약을 구축하기 위한 다른 기술 시스템

자료: Mian YangㆍDalia Patino-EcheverriㆍFuxia YangㆍEric Williams(2015),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임시조치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5,200개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약
300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차 5개년 계

획 기간 동안 총 340백만 tce가 절약되었다. 이는 목표로 설정했던 약 250
백만 tce의 40%를 초과하는 수치로 무엇보다 생산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
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4-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2005

2010

11차 5개년 계획
기간 감소율(%)
(2005~2010)

2015
목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감소율(%)
(2010~2015)

상품/공정

단위

석탄 화력

gce/kWh

370

333

10.0

325

2.40

원시 강

kgce131)/t

688

605

12.1

580

4.13

시멘트

kgce/t

159

115

28.6

112

3.61

에틸렌

kgoe132)/t

700

620

11.3

600

3.23

인조 알루미늄

kgce/t

1636

1402

14.3

1350

4.71

알루미늄 주괴

kWh/t

14633

14013

4.2

13300

5.09

자료: Mian YangㆍDalia Patino-EcheverriㆍFuxia YangㆍEric Williams(2015),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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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1000개 에너지 다소비 산업 프로그램

아연, 철강, 석유, 석유화학 및 화학, 발전, 비철금속, 석탄 채굴, 건설
재료, 직물·펄프·종이 등 9개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
량은 2004년 기준 180,000 tce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였으며, 산업 에너지 소비로만 국한 시에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에 이르렀다. 이에 발개위는 2006년 4월 위의 9개 업종 중에서도 에

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1,000개의 산업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상위 1,000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총 1억 tce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선진국 기준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 선진국 사
례 벤치마킹, 에너지 평가, 에너지 절약 행동 강령, 에너지 소비 연보 발
간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동 프로
그램을 통해서 목표량의 50%를 초과한 총 1억 5천만 tce의 에너지가 절약
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규모 및 비효율 생산 시설의 폐쇄

중국의 높은 에너지원단위와 CO2배출량의 주요요인 중에 하나는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생산 시설이었다. 특히 [그림 4-9]에 보이는 것
처럼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훨씬 많은 양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1) kgce는 kilogram coal equivalent를 나타냄.
132) kgoe는 kilogram oil equivalent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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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발전소의 발전 효율
400
350

Efficiency
(gce/kWh) 300
250
200

 100

100-200

200-300

300-600

600-1000

≥ 1000

Plant’s name-plate coapcity(WM)

자료: Mian YangㆍDalia Patino-EcheverriㆍFuxia YangㆍEric Williams(2015),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이러한 이유로, 2006년에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
한 중국은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CO2 배출량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화력 발전소, 아연
생산, 강철 생산, 전해 알루미늄, 합금 철, 칼슘 카바이드, 석탄, 시멘트,
판유리, 펄프, 종이, 알코올, 모노 나트륨, 글루타메이트, 구연산 등 13개
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생산시설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
당 업종에 따라 NDRC, 산업부, 정보기술부 등이 설정한 기한 내에 운영
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 시행 결과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총 72GW 용량에 해
당하는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였으며 동시에 생산용량 규모 기준
아연 121백만 톤, 강철 69백만 톤, 시멘트 330백만 톤에 해당하는 낙후생
산시설을 폐쇄하여 총 100백만 tc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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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발표하였다.

2) 13차 5개년 계획기간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방향
아직은 13차 5개년 계획 초기이기 때문에, 산업부문에 특화되어 발표
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많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6년 3월. 중국 산업
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이 발표한
‘국내 산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정 정책 초안’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

획의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될 것
으로 보인다.
(1) 체제개혁 강화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정부기능, 재정정책, 가격, 그리
고 전력시장 등의 4가지 영역에서의 개혁정책을 통해서 산업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기능은 정책제정, 표준제
정, 검사강화, 관리강화를 통해 ‘더 많이’ 관리하는 것에서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며, 재정정책은 현재 직접적인 재정보조 중심에서 세수, 가
격, 기금 등의 정책 수단 활용 및 성과 기반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가격 시장화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가격이 역
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자원 사용에 따른 비용 지불 및 절약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갖춘 에너지절약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끝으로 전력시장은 분

，

산형 전원(电源)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 등의 개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과 효과적으로 연결·운영되도록 함으로서 에너지 이용효
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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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노멀’ 하에서 산업구조 조정 및 품질 · 효율 제고
[그림 4-10]에 나타난 것처럼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대부분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
역시 2020년을 전후로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업종별
개발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에는
그만큼 경제적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산업 에
너지생산 및 소비 시스템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
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절약장비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개발·육

PRIMARY ENERGY CONSUMPTION (MILLION TONS COAL EQUIVALENT)
(Mtco)

그림 4-10 2010~2050 주요 산업 에너지 소비

Other Industries

Non-Ferrous Metals

Ferrous Metals

Non-Metalltic Minerals

Chemicals

Reference

5,000

Reference
scenario

4,500
4,000
3,500

Reference peak
year: 2040

Statistical calibration
period
(2010-2020) Reinventing fire
peak year:2022

Reinventing fire
scenario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2010

2015

2020

2025

2030
YEAR

2035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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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2045

2050

성하고, ‘일대일로’ 국가전략을 활용한 시장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장
비 제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30년을 전후를 정점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
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산업부문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에
너지 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함과 동시에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이
13.5 계획 기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1) 중국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중국 수송부문은 도로수송, 철도, 해상수송, 항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수송과 철도가 중국 수송부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수송은 중국 내 중·단거리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철도는 장거리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상수송과 항공은 자동차와 철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각 수송부문은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관
할하고 있는데, 철도부문의 경우중국 철도부(The Ministry of Railway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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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송 및 해상수송의 경우, 중국 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
MOT)가, 항공부문의 경우, 중국 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이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등 교통수단

의 등록은 각 지방정부 내 교통관련 담당부서가, 교통 서비스 제공비용의
결정은 NDRC가,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비 기준 설정은 국
가환경보호총국(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이 관
할하는 등 수송부문 내에서도 사안별로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달라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중국 수송 부문의 발전
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33)
중국 수송부문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
여 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교통수단의 여객 운송은 연 평균
51%, 화물 운송은 연 평균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최근까지 이러

한 성장세는 지속되어 2015년 주요 교통수단의 여객이용자 수는 194.3억
명, 화물 운송 규모는 417.1억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중
국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NDRC
는 2020년까지 주요 교통수단의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 규모가 꾸준히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34)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로 그 수요가 증가한다면, 2036
년경에는 중국 내 자동차 보유 인구가 미국을 추월하여 4억 명을 상회하
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까지

133) Yuanfeng Wang et al.(2014),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and Saving in Chin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9(1), p. 643.
134) Xiaoyi. He et al.(2013), “Energy Conservation in China’s Road Transport: Policy Analysis”,

Open Journal of Energy Efficiency, 2(1):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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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억 4,598만 대로 이 중 85%가 개인 소유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중국 내 개인 소유 자동차의 비중이 중국
총 자동차 등록대수의 2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경제 성장
에 따른 개인 소득 수준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 시장조사업체 알리 리서치(阿里硏究院)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개인소비 시장규모는 4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향

후 5년 내 그 규모가 6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135) 중
그림 4-11 중국 내 개인 승용차 보유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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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统计年鉴(2015).

135) KOTRA(2016), “중국 소비시장의 3대 핵심계층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
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8084(접속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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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차량소유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 내 개인의 자동
차 구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수송부문의 빠른 성장세는 중국 내 에너지 소비
에도 영향을 미쳐 [그림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국 수송부
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 년 연평균 8%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4
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136)

그림 4-12 중국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및 비중
만 tce
40000

에너지소비량
7.8%

35000

90%

최종에너지 소비
에서와 비중

7.4%

7.7%

8.4%

80%

8.1%

7.5%

7.5%

7.3%

8.5%

70%

30000

60%

25000

50%
20000
40%
15000
30%
10000

20%

5000

0

10%

2
0
0
0
년

2
0
0
1
년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2
0
0
8
년

2
0
0
9
년

2
0
1
0
년

자료: 中国能源统计年鉴(2015).

136) Yuanfeng Wang et al(2014), p.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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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APERC(Asia-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37)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수송부문의 석유제
품 소비량이 중국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의 4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
국 수송부문의 석유 의존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4-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 수송부문에서 천연가스와 전력의 소비비

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어서 향후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자동
차 등 친환경연료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3 중국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원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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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137) APERC(201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5

Edition”,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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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자
동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80년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비중
은 중국 총 에너지소비량의 36.4%를 차지하였다가 2013년 약 55%까지 증
가하였는데,138) 이는 중국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국의 개인 소득 수
준이 향상되어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정부가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전역에 도로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철도와 해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장거리 여객 및
화물수송 일부가 도로수송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항공 역시 에너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항공을 이용한 화물수송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중국정부는 에너지 안보 제고, 환경문제 개선과 중국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 간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송부문은
현재 중국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야 중 하나로 중국정
부는 주요 에너지절약 정책에서 수송부문을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본
절에서는 각 수송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살펴
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
책제언을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

138) Xiang. Yin et al(2015), “China’s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Energy Policy 82,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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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수송 부문
(1)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

중국정부는 도로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량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9년 3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
는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진흥 계획(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劃)’139)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순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 충전식 하
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 및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
차(Hybrid Electric Vehicles, HEV)의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증대하며, 중앙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을 중국 승용차 총 판매량의 5%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
하였다. 더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
해 중국 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OST) 주도로
2010년부터 총 3년 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셴양(沈阳) 등 총 10개의

시범도시에 매년 1,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십성천량(十城千輛)’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보
급량을 자동차 총 보급량의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였으나,
프로젝트 기간 실제 보급된 신에너지 자동차는 자동차 총 보급량의
0.12%인 2만 7,400대에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중국 내 전기

139) 國務院(2009),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 http://www.gov.cn/zwgk/2009-03/20/content_1264324.
htm(접속일: 201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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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가격이 일반 경
유 및 휘발유 자동차 가격에 비해 훨씬 비싼데다가, EV 및 HEV 자동차에

㎞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100여 에 불과하여 화
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140)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12년 7월, 앞서 지적된 신에너지 자동차 가격부
담 문제 완화를 통해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5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시범도시와 6개 개인구매보조금 시범도시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
을 지원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및 인프라 설비 기술 개발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애요인을 극
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2012-2020年)141)’을 발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EV와 PHEV의 누적 판매량을 50만대
까지 증대시키며, 2020년까지 EV와 PHEV의 누적 판매량을 500만대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동 계획에 신에너
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혜택 등의 지원은 물론,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 선전
(深圳) 등 차량 번호판 등록이 제한된 도시에서도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서는 차량 구입세 면제와 차량번호 추첨제 비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

140)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3. 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3-10호, p. 23.

141) 중국정부는 동 계획에서 순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 연료 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s, FCEV) 등 3

종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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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자동차의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세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142)
이 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은 최근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빠른
성장세로 이어져 중국 자동차산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가 2016년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34만 471대,
판매량은 33만 1천 92대로 전년대비 각각 3.3배, 3.4배가량 그 수치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 역
시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1%를 돌파하여 중국정부의 신에
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 정책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43)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7대 전략산
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추진
해 왔다. 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사
회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경제발전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신에너지 자동
차 분야의 경우, 혁신발전과 녹색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산업이
고, 실질적으로 중국 교통·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인 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
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2016년 1월, ‘신에너지 자동차 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2016-2020年)’144)를 발표하고, 2016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에

—

142) 國務院(2012), “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劃(2012 2020年)”, http://npzl.ciecc.com.cn/module
/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1211261530510439385.pdf(접속일: 2016. 7. 3).
143) 中国汽车工业协会(2016), “2015年度中国汽车工业统计年报”, http://www.auto-stats.org.cn(접속일:
2016. 7. 10).
144) 財政部(2015),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 http://jjs.mof.gov.cn/z
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9_1224515.html(접속일: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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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당 2만 5,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
동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 위안, 전기자동차 시범지역 확대
를 위해 300억 위안,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내 인프라 건설을 위해 5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2015년 11월 ‘전기자동차 충전기초시설 발전방침(2015-2020年)’을 통해
2020년까지 전국에 중앙집중식 충전·환전시설을 1만 2,000개, 분산식 충

전기 40만기를 건설하여 중국 전역에 500만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145) 중국정부의 전 방위적인 지원 정
책에 힘입어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인프라 설비 부족과 가격 경쟁력 문제가 개선
된다면, 신에너지 자동차는 향후 중국 도로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배
기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비규제 정책

중국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과 신에너
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연비 규제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승용차 연비기준을 도입하기 시작했

㎞ℓ

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자동차 평균연비는 100 /1 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6) 이에 중국 전기자동차표준화기술위원회(全
國汽車標準)는 2014년 1월, 국가강제기준인 ‘승용차연비평가방법(乘用車

145) KOTRA(2016), “2016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떠오른다”, http://news.kotra.or.kr/user/gl
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8106(접속일: 2016. 7. 12).
146) 能源与交通创新中心(2015), “2015中国乘用车燃料消耗量发展年度报告”,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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燃料消耗量平價方法及標準)’과 ‘승용차연비제한(乘用車燃料消耗量限值)’
을 발표하고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2015년까지 리터당 약 14.5km로 향상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147)
그러나 2014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평균 연비는 2013년 대비 1.5% 감

㎞ ℓ

소한 100 /7.22 에 머물러, 중국의 자동차 연비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6년 1월, 새로운 연비규제 기준을 제

㎞ℓ

시하고 2020년까지 중국 내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100 /5 로 강화하겠
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연비기준이 도입되면, 현재 중국 내 판
매 중인 차량의 25%가 연비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148) 중국정부
의 연비규제 정책 강화는 중국 내 화석연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향
상과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세 우대 정책

중국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선박세 임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船舶吨税暂行条例)’를 통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여객용 자동차에 대해 매 년 일괄적으로 360위안씩 세금을 부과하
였던 기존의 규정을 바꾸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승객 20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대형버스로 분류하고, 대형버스에

147) 中国汽车燃料消耗网站(2014), “乘用车燃料消耗量第四阶段标准解读”, http://chinaafc.miit.gov.cn/n
2257/n2260/c97720/content.html(접속일: 2016. 7. 12).
148) 能源与交通创新中心(2015), pp.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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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매 년 480-66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며, 승객 9인에서 20인 이하 탑
승이 가능한 중형버스의 경우, 연간 420-66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
다. 9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 가능한 소형버스의 경우에는 매 년 360-660
위안, 1리터 이하의 총 배기량을 가진 미니버스는 연간 60-480위안의 세
금을 부과하고 있다.149) 중국정부는 동 조례안을 통해 여객용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 8월, 중국 재정부(The Ministry of Finance, MOF)와 국가
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SAT)은 ‘승용차 소비세 정책 조
정에 대한 통지(调整汽车消费税政策通知)’를 발표하고, 배기량에 따라 승
용차에 부과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였다.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비세율을 기존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배기량
이 3리터 이상 4리터 이하인 승용차의 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세율
을 증가시켰다. 중국정부는 동 통지를 통해 높은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액을 이전보다 2배로 증가시키고, 낮은 배기량을 가진 자
동차에 대한 징수액은 낮추어 낮은 배기량인 낮은 자동차의 구매를 독려
하고자 하였다.150)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확대
를 통한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소비 절약을 위해 2010년부터 PHEV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미화 8,000달러, EV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미화 9,600달러
의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51)
이 같은 중국정부의 조세지원 제도는 중국시장 내 소형 자동차 및 전

149) 심기은(2010), 한-중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책 협력 방안 연구: 중국의 에너지 절약 시장 현황

및 진출 기회, 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pp. 68-69.
150) 심기은(2010), p. 69.
151) IEA(2016b),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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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보급 확대의 유인책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52)

2) 철도수송 부문
철도는 중국 내 중장거리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
중국 수송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
철도는 석탄, 디젤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는데, 중국정부는 철도수송
부문의 화석연료 소비 억제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고속철도 및 도시
철도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04년 발표된 ‘중장기 철도망 계획(中
长期铁路网规劃)’에서 중점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8월, 징진(京津, 베이징-톈진) 구간이 처음 개

㎞

통된 이후, 2015년까지 중국 내 고속철도 선로는 약 1.9만 까지 연장되
었다. 2014년 기준 중국 철도부문의 총 여객수송 규모는 23.2억 명으로
이 중 고속철도 이용자는 8억 명을 기록,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3)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국 내 고속철도 보급이
확대되면서 철도수송 분야의 총 에너지 소비량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항공 등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고속철도의 에너지효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철도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154).

152) IEA(2016b), pp. 46-47.
153) 2016년 7월 1일 개최된 중국 에너지효율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중국 ERI(Energy Research
Institute)의 Zhu Yuezhong의 자료 “中国交通节能发展现状与展望”, p. 14를 인용하였음.
154) Zhu(2016),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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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정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내 44개 도시가 정부로부터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승인받았으
며, 이미 26개 도시, 총 116개 노선에서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2015

㎞

년 중국에서 신규 증설된 도시철도 노선은 약 445 로, 2014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으며, 2015년 한해에만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의 수가 138

억 명을 기록하여 매 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2020년까지 중국 내 50개

㎞

도시 총 6,000만 에서 운행될 예정이어서, 고속철도와 더불어 중국 철도
운송 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견인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155)

3) 해상 및 항공수송 부문
현재 중국에서 해상 및 항공수송 부문의 여객 이용 수 및 화물 수송량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반해 두 부문의 에너지절약
수준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이는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이
도로와 철도수송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정부의 지원 역시 두
분야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중국 해상 및 항공수송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강제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
동차 연비기준과 같이 선박 및 항공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규제하기 위
한 기준 역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6)

155) Zhu(2016), p. 15.
156) Wang et al(2014), p.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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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수송부문에서 해
상 및 항공수송의 비중이 크지 않아 중국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
처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내 해상 및 항공수송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 및 철도수송 이용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 비중이 높지 않고, 해상 및 항공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과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도로 및 철도수송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해상 및 항공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
심과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중국의 건물은 크게 공업건물과 민용건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건물에너지 소비라 함은 민용건물의 에너지 소비만을 의미한다.157) 민
용건물은 다시 주거용건물과 공공건물로 분류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도
시주거건물과 농촌주거건물, 일반공공건물과 대형공공건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주로 난방, 에어컨, 조명, 가전,
사무설비, 온수, 취사,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 각종 설비와 시스템 사용에
서 발생된다.

157) 이는 공업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여 산업에너지 소비로

분류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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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의 특성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기후, 건물의 종류와 용도, 건축설계, 에너지
설비, 사용습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후와 도시·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건물부문 에너
지 소비의 특성은 북부지역, 농촌주택, 석탄으로 요약될 수 있다.158)
(1) 기후에 따른 에너지소비 패턴
[그림 4-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혹한, 한랭, 하열동냉159), 하열

동난160), 온화 5개 기후지역에 따라 건물에너지 소비 패턴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겨울철에 두드러지는데 이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이 난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림 4-14 중국의 난방지역과 5개 기후지역

Servere
Cold

Servere Cold
Cold
Temperat
e

Cold
Hot Summer
Cold Winter
Hot
Summer
Warm
Winter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제15-29호, p. 4.

158)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5.
159) 하열동냉(夏熱冬冷):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움.
160) 하열동난(夏熱冬暖):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도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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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cold
150-200 days
Cold
90-150 days
Hot Summer Cold Winter
No district heating
Hot Summer Warm Winter
No district heating
Temperate
No district heating

중국 에너지계획은 강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북부의 혹한, 한
랭 지역(전체 국토의 2/3를 차지)을 실내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
고 있다(그림 4-14 주황색 지역). 예를 들어, 남부의 하열동난 지역의 경

℃

우 연중 기온차가 5~10 에 불과하여 겨울철에도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으나, 북부의 혹한지역 같은 경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

50 까지 나며 겨울도 길어 일 년 중 절반은 난방이 필요해 에너지 소비

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161)

그림 4-15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1 [2010년]

중부지역
23%

남부지역
7%

농촌주택
45%

북부지역
70%

공공건물
25%

도시주택
30%

자료: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5.

[그림 4-15]의 2010년 통계를 보면 중국 북부 지역의 열공급이 필요한

㎡

건축면적은 63억 로 중국의 전체 민용건물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전체 건물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62)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도 북부지역의 전체 건물

161) 심기은(2010년), 한-중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책 협력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p. 29.
162) 심기은(2010년),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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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는 남부지역의 10배에 달했다. 후난(湖南), 귀주(貴州), 윈난(雲
南)성과 장강(長江)유역을 포함하는 남부지역의 경우 1980년대의 냉·난
방설계규범에 따라 동절기의 난방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열난방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난로
등의 보조기기를 통한 난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도시와 농촌간의 에너지소비 격차
[그림 4-16]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에도 에너지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ERI의 2010년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에서 공공건물이 25%를 차지하며, 도시주택이 30%를, 나머지 45%를
농촌주택이 차지한다.
도시주택의 경우 주로 전력, 가스,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반해, 농촌주택의 경우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볏짚, 땔감 등
의 바이오매스의 사용 비중도 높다.163)
그림 4-16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2 [2010년]

LPG
5%

천연가스
10%

가스
1%

기타 석유제품
0%

전력
23%

취사
18%
설비
6%
조명
8%
온수
4%

선탁
61%

냉각(냉동)
7%

자료: Jang Jianguo(2016), p. 5.

163) Jang Jianguo(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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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57%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역별
로는 북부지역(70%)이, 사용용도 면에서는 난방(57%)이, 그리고 에너지원
에서는 석탄(58%)이 주를 이룬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2)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앞서 언급된 중국의 건물 에너지 소비 특성에 의거하여, 중국의 건물
에너지 소비는 북부 도시 지역의 중앙집중식 열난방과 이를 제외한 도시
주택, 농촌주택, 그리고 상업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로 분류되며, 이
상의 4개 부문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그림 4-17]와 같다.

그림 4-17 건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추이(20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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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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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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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의 총 건물면적은 약 527억 로, 2000년의 345억 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림 4-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부

㎡

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신축 건물이 연 평균 23억 씩 빠르게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164)

그림 4-18 신축 건물 면적 증가 추이(20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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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7.

ERI의 2010년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건물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약 407kgce/1인, 약 558kgce/1인이며,
단위면적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약

㎡

㎡

10.4kgce/ 과 약 14.2kgce/ 로, 단위 건물 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

164)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한-중 에너지효율 전문가 워크숍 발표내용

인용.
중국은 대대적인 재개발을 시행으로 인하여, 같은 기간 매해 준공되는 신축 건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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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165)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물 부문 1차 에너지 소비량(바이오매스 제외)은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

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전 부문)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2000년의 16%에서 2010년에 약 21%까지 상승하였다.166)
중국 건물부문 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그림 4-19]와 [그림 4-20]에 명시된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와 함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하여, 일인당 주거면적 및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9 중국의 도시화 추이 전망(200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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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10.

165) Jang Jianguo(2016), p. 6.
166) Jang Jianguo(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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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가구당 인구수 추이 비교(200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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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ang Jianguo(2016), “中国建筑能效发展现状与前景", p. 10.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1) 건물에너지 설계표준
민용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은 북부지역의 거주용 건물에너지 설계표준
에서 시작하여 전국 각 기후 지역의 주거용과 공공 건물에너지 설계까지
확대되었다.
1986년 중국의 주택도시건설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이하 건설부)는 ‘민용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을 발표하였는

데, 이는 효율 개선 조건을 명시한 중국의 첫 번째 민용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이었다. 북부의 혹한지역과 한랭지역의 주거용 건물의 난방설비에
적용된 동 표준은 80년대 건물보다 30% 향상된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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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 표준 현황 및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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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5), Building Energy Codes in China: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and Enforcement,
p. 7.

이후 1995년 건설부는 동 표준의 수정안을 발표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남부지역의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설계표준은 2001년과 2003년
에 발표된 ‘하열동냉지역 주거용 건물에너지 설계표준’과 ‘하열동난지역
주거용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에 준하며, 두 표준은 각각 두 기후 지역의
주거용 건물의 냉·난방효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을 80년대
대비 50% 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중국 건설부는 앞의
세 개 설계표준을 차례로 개정하여 현재 모든 설계 표준은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4-21).

한편 공공 건물에 대한 첫 번째 설계표준은 1993년에 공포된 ‘숙박시
설 송열공사와 공기 조절 에너지절약 설계표준’이었으나 구체적인 절약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발표된 ‘공공 건축 에너지절약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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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표준’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 지역의 공공건물에 대한 50%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167)

2) 건물에너지절약 총 검사제도
중국은 앞서 소개한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
율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평가하
고 감독하는 제도는 부족하였다. 이에 건물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사업
의 확대를 위하여 건설부는 건물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총 검사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의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 중의 하나는 각 지역의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의 실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의 건설 주관부서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의 건설에너지절약 정책과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한 건물에너지절약사업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168)
[그림 4-22]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검사를 통하여 설계 표준의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검사를 처음 시행한 2005년의 경우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표준 이행율과 시공단계에서의 표준 이행율은
전국적으로 각각 53%와 21%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들어서는 각각 93%
와 54%로 증가하였다. 이후 꾸준히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표준 이행율
이 증가하여 설계단계에서의 표준 이행율은 계속해서 95%를 상회하고 있
으며, 2010년 이후로는 시공 단계에서의 표준 이행율도 90%를 넘어서게

167) 심기은(2010년), p. 36.
168) 심기은(2010년),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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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69)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설계 표준이 적용된 건축면적은

㎡

중국의 총 건축면적의 21.7%에 달하는 40.8억 이다.170)

그림 4-22 신축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 표준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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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5), Building Energy Codes in China: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and Enforcement,
p. 3.

3) 재정지원 정책
(1) 기존 주거용 건물에너지절약 개조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171)

북부 및 남부 지역 지역의 기존 주거용 건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약
25%가 난방용 에너지 소비이다. 재정부는 건설부와 함께 ‘북부 및 남부지

169) 국무원은 동 검사의 시행에 앞서 ‘신축 건물의 시공단계에서의 강제적 표준 이행 비율이 90%

를 넘어야 한다’는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었음.
170) 심기은(2010년), p. 41.
171) 심기은(2010년),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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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존 주거용 건축 송열계량과 에너지 절약화 개조 장려기금관리 임시
시행조치’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및 재정기
금의 효율적사용을 위해 일부 장려금의 선행 지급을 단행하였다.
2007년 송열계량기 보급을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특별기금을 9억 위안

으로 책정하였으며, 기후 장려기금은 혹한지역과 한랭지역 등 두 지역으

㎡

로 나뉘어져 있으며, 혹한지역 장려금은 55위안/ 이며, 한랭지역의 경우

㎡

는 45위안/ 이다. 그밖에 재정부와 건설부는 지역별로 열계량기 설치 할

㎡

당량을 정하고, 6위안/ 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2) 태양에너지 옥상 계획과 금태양시범사업172)
2009년 재정부는 건설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등과 함께 ‘태양에

너지활용의 응용 촉진에 대한 실시 의견’, ‘태양에너지응용 재정보조금관
리 임시조례’ 그리고 ‘금태양시범사업 실시 통지’, ‘금태양시범사업 재정
보조금 관리 임시방법’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태양에너지 옥상 계획’과
‘금태양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두 사업은 모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유도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
약하고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태양에너지 옥상 계획은 태양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1Wp당 2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며173), 금태양시범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50~70%에 대한 보조금 지급174)과 함께 태양광에너

172) 심기은(2010년), p. 47.
173) 보조지원을 받는 사업은 단일 사업당 태양에너지사용 전자제품의 전하량이 50kWp 이상이여

야 함.
174) 산간 및 도서지역의 단독 태양에너지 전력시스템에 대해서는 총 투자액의 7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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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산업화 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보조 등의 재정지
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4) 정부기관 및 대형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의무 강화175)
국가기관의 사무용 건물과 대형 공공건축 면적은 중국건축면적의 4%
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에너지소비량은 건물에너지 소비총량의 22%를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정부기관 및 대형 공공 건물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점 정책 추진 사업으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해당 건
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 감독·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29,359개의 정부기관 및 대형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통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2,647개 건물이 중점에너지
사용 지정 건물이며, 2,175개 건물이 에너지 회계감사를 받았고, 2,441개
건물이 에너지 소비상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사무용 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감독·관리
체계를 통하여 10~15%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실시의견’, ‘환경표시
제품정부구매실시의견’ 등을 발표하고 정부기관과 대형 공공건물의 에어
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사무용 설비와 조명제품, 용수기구 등에
대해서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사용을 강제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하고 감
독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176)

175) 심기은(2010년), p. 45.
176) 국무원(2007a), ‘에너지절약 · 오염감축업무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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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본 절에서는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는 가전제품과 산업설비, 사무기기 부문을 중
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건물부
문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주거용 건축물과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

약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건물부문의 주요 인증제
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절에서 소개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가전제품, 산
업설비, 사무기기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177)
중국정부는 표준화법이 제정된 1989년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
전기기 중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높고 표준시험 절차와 시험장비가 비교
적 잘 구비된 제품군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표준을 제정해오고 있다.
중국 표준체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공업정보화부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와 ‘국가품질감

독검사검역총(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 두 곳으로 공업정보화부는 방송, 통신, 전자기기의 표

177) Nan Zhou et al.(2013),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Programs in China: Progress and Challenges”,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 Working Paper 중 2장을 일부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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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제정 및 관리 ·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대비하여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수입

된 제품의 표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내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표준 인증, 국가표준의

제정 및 개정, 업종표준과 지방표준안 심사, 국가표준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정 등 중국 국가표준체계 전반을 관리 · 감독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표준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가
‘중국 표준화 연구원(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CNIS)’인

데, 중국 표준화 연구원은 중국의 중장기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표준안을 개발하며, 표준화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표준인증과 허가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은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hines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CNCA)’와 ‘국가품질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CQC)’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3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178)을 비롯하여 표준 인증인가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

으며, 국가품질인증센터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산하에서 표준
인증 및 허가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주도하고 있다.

178)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3C 인증)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3C
인증을 받아야 중국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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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1) 최저소비효율기준
중국정부는 ‘표준화법(標準化法)’에 근거하여 1989년부터 전기·전자제
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1989년
최초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밥솥, 텔레비전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
요 가전제품 8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을 도입하였는데, MEPS란 에너지효율이 일

정 기준 이하이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의 생산과 판
매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1997년 에너지절약법(節
約能源法)제정 이후,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었다.179)
2015년 말까지 중국에는 총 18종의 가전제품180)에 MEPS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는 MEPS를 상향 조정하고 MEPS를 위반 상품에 부
과하는 벌금액수를 높이는 등 전기전자제품 시장에서 에너지 고소비 상
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근거로 MEPS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81)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중국정부는 고효율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품질이
우수한 고효율기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1999년부터 중국품질인증

179) EIA(2015), “Chinese Policies Aim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http://www.eia.
gov/todayinenergy/detail.php?id=23492(접속일: 2016. 9. 29).
180) 2015년을 기준으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전기밥솥, 선풍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가스보일러, TV, 변압기, 삼상유도
전동기, 일체형에어컨, 어댑터 · 충전기, HID램프에 MEPS가 적용되고 있음.
181) 2016년 7월 1일 개최된 중국 에너지효율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중국 표준화연국원(CNIS)

의 Zhao Yuejin의 자료 “中国的电器设备能效标准与节能政策”, p. 3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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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에서 에너지효율 상위 25% 제품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
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취득한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고효율기기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합격제품에 대해 고효율기기 인증
을 수여하는 제도이다.182)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6개 품목 1만 여개 이
상의 제품이 동 제도를 통해 고효율기기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최근 중국
시장 내 고효율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고효율기기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
원이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를 통해 고효율기기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83)

3)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제품과 조명, 사무기기, 산업설비 등에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中國能源效率標識)’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에 부착
되는 라벨에 생산자 이름 또는 약칭, 제품규격 및 모델번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등급 부여에 근거가 되는 국가기준, 에너지효율 정보 코드 등
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184) 2016년 6월에 개정된 제도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과 함께 고효율기기임을 인증하는 ‘선두주자(領跑者,
Top Runner)’ 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일반제품과 차별화

182) Zhao(2016), p. 8.
183) Zhao(2016), pp. 9-10.
18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4), “能源效率标识管理办法”, http://www.sdpc.gov.cn/zcfb/zcfbl/20050
6/t20050614_7506.html(접속일: 201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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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효율 등급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혹은 수
입하는 업체가 중국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3의 검사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검사받은 후, 국가 기준에 따라 효율 등급을 부여받
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품에 표기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정보
에 대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
다.185) 2015년까지 총 45개 품목 10,000여개 상품에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전제품, 산업설비, 조명, 상업설비 및 사무기기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표준은 다음과 같다.186)

표 4-7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효율 표준

부문

가전제품

표준명

표준번호

실내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GB 12021.3-2010

전기밥솥 에너지효율 등급

GB 12021.6-2008

컬러 TV 방송 수신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12021.7-2005

선풍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12021.9-2008

벽걸이에어컨, 스탠드에어컨, 창문형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GB 19576-2004

가정용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 에너지효율 등급

GB 20665-2015

회전속도조절에 의해 가동되는 실내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등급

GB 21455-2013

가정용 인덕션 레인지 에너지효율 등급

GB 21456-2014

저장형 전기 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21519-2008

가정용 전자레인지 에너지효율 등급

GB 24849-2010

평면TV 에너지효율 등급

GB 24850-2013

디지털TV 수신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25957-2010

가정용 태양열 온수시스템 에너지효율 등급

GB 26969-2011

주방후드 에너지효율 등급

GB 29539-2013

정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30978-2014

가정용 환풍기 에너지효율 등급

GB 32049-2015

185)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2010),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 http://www.gov.cn/flfg/2011-0
1/14/content_1784512.htm(접속일: 2016. 9. 15).
186) Zhao(2016),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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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부문

표준명

표준번호

중소형 삼상 전동기 에너지효율 등급
용적형 공기압축기 에너지효율 등급
통풍기 에너지효율 등급
정수 원심펌프 에너지효율 등급
삼상 배전변압기 에너지효율 등급
교류접촉기 에너지효율 등급
공업보일러 에너지효율 등급
변압기 에너지효율 등급
산업설비

석유공업용 가열로 에너지효율 등급
소출력 전동기 에너지효율 등급
원심송풍기 에너지효율 등급
전기아크용접기 에너지효율 등급
영구자석 전동기 에너지효율 등급
고압 삼상 유도 전동기 에너지효율 등급
소형 수중모터펌프 에너지효율 등급
오폐수처리용 수중모터펌프 에너지효율 등급
석유화학 가공 원심펌프 에너지효율 등급
수전해 수소제조장치 에너지효율 등급
관형 형광램프 안정기 에너지효율 등급
직관 형광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단일베이스 형광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고압 나트륨 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고압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효율 등급

조명

금속 할로겐화물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효율 등급
금속 할로겐화물 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단일베이스 무전극 형광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단일베이스 무전극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에너지효율 등급
안정기 내장형 무전극 형광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무지향형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텅스텐 할로겐 램프 에너지효율 등급

GB 18613-2012
GB 19153-2009
GB 19761-2009
GB 19762-2007
GB 20052-2013
GB 21518-2008
GB 24500-2009
GB 24790-2009
GB 24848-2010
GB 25958-2010
GB 28381-2012
GB 28736-2012
GB 30253-2013
GB 30254-2013
GB 32029-2015
GB 32030-2015
GB 32284-2015
GB 32311-2015
GB 17896-2012
GB 19043-2013
GB 19044-2013
GB 19415-2013
GB 19573-2004
GB 19574-2004
GB 20053-2015
GB 20054-2015
GB 29142-2012
GB 29143-2012
GB 29144-2012
GB 30255-2013
GB 3127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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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부문

표준명
냉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멀티형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상업용 냉동장치 에너지효율 등급 제1부분: 리모트 응축기 냉장진열대

상업설비

상업용 냉동장치 에너지효율 등급 제2부분: 셀프 응축기 상업용 냉동고
브로민화리튬 흡수식 냉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열펌프 온수기 에너지효율 등급
수열 및 지열 펌프기 에너지효율 등급
상업용 가스레인지 에너지효율 등급
단류방식의 외부전원장치 에너지효율 등급
컴퓨터 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

사무기기

복사기, 프린터, 팩스의 에너지효율 등급
마이크로컴퓨터 에너지효율 등급
빔프로젝터 에너지효율 등급

표준번호

GB 19577-2004
GB 21454-2008
GB 26920.1-2011
GB 26920.2-2015
GB 29540-2013
GB 29541-2013
GB 30721-2014
GB 30531-2014
GB 20943-2013
GB 21520-2008
GB 21521-2014
GB 28380-2012
GB 32028-2015

자료: Zhao(2016), “中国的电器设备能效标准与节能政策”, 2016년 중국 에너지효율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인용,

pp. 4-7.

그러나 최근 에너지효율 등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효율 검사기관이 허
위검사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 에너지효율 표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3년 일부 제품에 대한 기

준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중국정부는 2016년 3월, 기존의 ‘에너지효율 표시제
도’를 일부 개정한 ‘에너지효율 표시 관리방법(能源效率標識管理辦法)’187)
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정 위반행위와 에너지효

187)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6), “能源效率標識管理辦法”, http://www.sdpc.gov.cn/gzdt/201603/W02
0160309388699982349.pdf(접속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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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급 위조에 대한 처벌 및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
며, 최근 온라인을 주 판매망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급증
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지침을 추가하
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도 에너지효율에 관한 정
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전자제품과 사무

기기, 사무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제품의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게 함
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고효율기기 기술 개발과 제품 구조 개선을 유도
하였다는 점에서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는 2014년 12월
발표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선두주자 실시 세칙(家電能效領跑者實施細
則)’188)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가전제품 중 고효율기기에 대해 ‘선주두자’ 상표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세칙에 따르면, 평면 TV, 에어컨, 냉장고 등 3개 품목
중 중국 국가에너지인증과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3C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기록한 제
품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성(省)급 이상 국가기관의 제품검사에 불합격
한 기록이 없고 중국시장에서 연간 1만대 이상이 판매된 제품에 한해 ‘선
두주자’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88)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4), “关于印发能效“领跑者”制度实施方案的通知”, http://www.sdpc.gov.cn
/zcfb/zcfbtz/201501/W020150109319690625029.pdf(접속일: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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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과 함께
‘선두주자’ 인증마크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효율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구매리스트에 ‘선두주
자’ 인증제품을 포함시켜 타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선두주자’ 제도가 중국시장 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세칙은 중국 현지에 등록된 독립법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선두주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시장에서 자국산 고효율기기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189)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국 표준제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 간
상호중복과 인증절차의 부실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중국 표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표

준제도의 수준을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90)
에너지효율 표준을 포함하여 현재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장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행 표준제도는 변화하는 시장 환

189) 뉴스핌(2015. 11. 9), “中 가전 ‘정부인증 상표제’ 시행, 외산 수입가전 불리”, http://m.newspim.
com/news/view/20151109000185/?menu=m3(접속일 : 2016. 9. 25).
190) 国家标准委(2015), “2015年全国标准化工作要点”, http://www.forestry.gov.cn/portal/xxb/s/2526/c
ontent-760443.html(접속일: 20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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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맞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표준의 70%이상은 일반제품 및 서비스 상품과 관
련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
업과 협회 등이 직접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지만, 아
직까지 중국에서는 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의 제·개정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서191)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에너지절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ICT 융복합 산업, 전자상거래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표준제도는 신흥 산업의 표준화 수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내 표준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 표준을 비롯하여 중국 표준제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 표준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시장 환경에 맞게 표준제도가 개선되
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효율 표준의 경우, 제품 및 설비 중심의 표준제도
를 제품 생산 공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
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생산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192)
둘째, 중국의 현행 표준제도는 표준 이행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고, 표준 제정과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표준에 부응하지 못하

191) 곽복선(2015), “중국, 2020년까지 표준화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 중국

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3612(접속일: 2016.
9. 27).
192) Zhao(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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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Nan Zhou 박사는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

준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표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분석, 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 패턴
에 대한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표준
제정을 위해 단순히 ‘기술-경제성 분석(Techno-Economic Analysis)’ 결과
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193) 중국 표준화연구원의 Zhao
Yuejin 박사 역시 향후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준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표준 이행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시 체계와
정보 분석 시스템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온라
인 모니터링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과 빅 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표준화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194)
셋째, 국가 간의 교역증대를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국제표준화 부합화 수준은 매우 낮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표준화업무 개혁 심
화방안(深化標準化工作改革方案的通知)’에 따르면, 중국이 주도적으로 제
정한 국제표준은 전체 국제표준 가운데 0.5%에 불과하였으며, 중국 국가
표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비율 역시 40~50%에 불과하여 아직 중국의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95) 기술규정과 표준은

193) Nan Zhou et al(2013), pp. 15-17.
194) Zhao(2016), p. 19.
195) 國務院(2015), “国务院关于印发深化标准化工作改革方案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
ent/2015-03/26/content_9557.htm(접속일: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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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연계196)되어 있어 개별국가의 표준이 국가 간의 교역을 저

해하는 무역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부합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효율 표준을 비롯하
여 국가표준 전반에 걸쳐 독자적인 표준체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
제교역에서 자국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Huawei), ZTE 등 수출
주도형 전자제품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중국 고
유의 표준보다는 해외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국제표준에 대한 중국 국내표준 부합화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다.
게다가 중국 표준 제도에 대해 다른 국가나 외국기업과의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국제표준 부합화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다른 국가나 외국기업과 중국 표준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외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국제표준이 도입될 기회를 차단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의 표준제도에 관한 정보공유를 적극 추
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6)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

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국제교역 상의 장애요소를 의미하는데, TBT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표준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 대신 자국의 표준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이에 부
합하지 않는 상대국 제품이 자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가 간 교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역장벽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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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산업, 수송, 건물, 가전제품 및 산업기기 등을 중심으로 부문
별 에너지 소비 추세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등
을 살펴보았다.
4가지 부문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게 개선된 부문은 산업부문이

다. IEA(2016)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은 2000년
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약 19%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개선 효과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시작점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현저히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선 언급을 이미

한 바 있지만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부문은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
다. 대표적인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인 9개 업종의 상위 1000
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추진 결과197) 사업 초
기인 2006~2010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05 Mtoe 정도의 절약 목표를 기
록했으나 그 이후인 2011~2014년 사이에는 그 2배인 연간 약 216 Mtoe
정도의 절약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철강, 비철금속, 석
유화학, 화학산업, 전력 등 6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다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은 이런 다소비 산업의 소비량을 줄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런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 구조에
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에너지 저소비 중심의 산업 구조 혹

197) IEA(2016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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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어 이
러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추세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문
들의 소비 증가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
대 정책,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에너지 절약 및 효
율 개선을 반영한 표준 수립, 효율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 이행
되고 있는지를 적절히 감독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듯 향후 모든 부문에서 중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 잠재량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문별 관련 정책 추진 및 관련 성과 등을 공유하
거나 관련 협력 비즈니스를 발굴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신장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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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GCAM 모형은 미국 JGCRI(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의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에서 개발한 다지역 통합평가모형
(Integrated Assessment Model)으로 경제(Economy), 에너지(Energy), 토지이

용(Land-use), 물(Water), 기후(Climate) 시스템을 모듈화하여 분석하고 정
책변화의 각 시스템에 대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
하는 모형이다(그림 5-1). GCAM 모형은 IPCC(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의체)
의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198)(IPCC AR5 Synthesis Report)에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및 연방환청(EPA)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
에너지시스템은 지역별로 에너지 생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요와 공
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체계의 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수요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에너지전환부문에는 석유정제, 바이오에
너지정제, 발전, 수소생산 등이 포함된다. 기술변화는 외생적으로 결정되

198) IPCC는 1990년부터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제1

차보고서(1990년)은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밝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제2차 보고서는(1995년)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을 주장
하여, 교토의정서(1997년)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가장 최신 보고서인 2014년에 발표된 제5차
보고서는 아직은 인류가 기후변화를 억제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축소
를 위해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 2015년 신기후체제협상인 파리협약을 이끈 중요한 문건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음.
199) 백민호 외(2015), GCAM-EML을 이용한 대형상업용 건물에너지 효율변화의 장기영향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 제14권 3호,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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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 수송, 산업부문으로 구분된다.200) GCAM 글
로벌모형의 에너지모듈은 전 세계를 32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이 한 지역을 차지한다.

그림 5-1

GCAM 모형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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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oss Macie ewski, Visual Analytics Tools for the 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2014
(http://www.globalchange.umd.edu/data/annual-meetings/2015/Macie ewski-Visual-Analytics.pdf,
접속일: 2016. 9. 5).

j

200) 백민호 외(2015),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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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CAM-China 모형
GCAM-China 모형은 미국 PNNL이 개발한 GCAM 글로벌 모형(wili.umd.
edu/gcam)을 기초로 하되 산업부문 업종 세분화를 하였고 중국의 실제 상

황에 맞도록 칭화대학교 Zhou Sheng 교수가 모형을 개선한 것이다.201)
GCAM-China 모형은 산업부문의 업종세분화와 매개변수 조정 및 재계

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산업부문 업종세분화는 중국의 에너지 다소비산
업의 변화와 발전추세, 그리고 향후 산업의 구조조정 추세를 더 잘 반영
하기 위해서이며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매개변수를 다시 조정하거나 재계산함으로써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
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1) 중국 산업부문 업종세분화
현재 버전의 GCAM 모형은 최종소비단계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묘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업종과 시멘트업종을 제외
한 다른 모든 제조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에너지 다양한 다소비업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산업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지금까지
의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GCAM-China 모형은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비철금속, 제지의

201) 본 절에서 GCAM-China 모형을 이용한 중국의 에너지수요 전망과 절약잠재량 분석은 에너지경

제연구원이 칭화대학교 Zhou Sheng 교수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용역연구결과(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2016)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4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5개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조립금속업과 기타제조

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산업부문을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표 5-1).

표 5-1

GCAM-China 모형의 산업부문 업종구분
GCAM
시멘트업

GCAM-China
시멘트업
철강
화학

기타제조업

비철금속
제지
조립금속업
기타제조업

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4.

2) 데이터 업데이트 및 신규 조정
산업부문의 경우, 2010년과 2015년의 에너지소비 실적치와 2030년 중
국의 배출량을 종합하여, GCAM-China 모형으로 개선하기 전인 GCAM 버
전에서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다.
[그림 5-2]는 GCAM 모형과 GCAM-China 모형에 의한 중국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030년 이전에는 GCAM-China
모형에 의한 수요전망치에 비해서 GCAM 모형에 의한 수요전망치가 전체
적으로 10~15% 정도 낮게 전망된다.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GCAM 모형의
수요전망치가 GCAM-China 모형의 수요전망치에 비해 계속 높게 전망되며
2050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20~30%로 벌어진다. 이는 실제 산업부문 에너

지소비와 CO2 배출량이 조정 전인 GCAM 모형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총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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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배출량과 온실가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GCAM-China 모형으로
에너지소비 실적치를 입력하여 GCAM 모형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그림 5-2

중국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GCAM 모형과 GCAM-China 모형 비교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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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5.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GCAM-China 모형에서 에너지 수요의 주요 요소는 인구와 GDP, 도시

화율이다. UN 인구계획처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30년에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율은 2050년에 7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표 5-2). 도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농촌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보
다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도시화 진전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GDP 증가율은 2050년까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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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현재(2015~2020년 기간)의 연간 6.5%에서 2050년에는 연간 3.5%
로 하락할 것이다.

표 5-2

GCAM-China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연도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인구
(백만명)

1341

1408

1440

1467

1466

1442

도시화율
(%)

50

54

56

63

70

76

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5.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에너지효율 정책이 중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
으로 모사하기 위해 다른 매개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에
너지효율 개선 속도에 대한 가정에 따라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두 개의 시나리오는 에너지효율 정책에 의한 현재의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가 2011~050년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준 시나리오(BAU
시나리오)와 에너지효율 개선속도를 BAU 시나리오에서보다 두 배로 높게
가정한 에너지효율 시나리오(EFF 시나리오)이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 석
탄소비의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는 BAU 시나리오에서 매년 0.05% 증가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에너지효율 증가속도를 높인 시나리오에서(EFF
시나리오)는 매년 0.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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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본 절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분석하기 위해 칭화대학교
Zhou Sheng 교수가 GCAM-China 모형을 사용한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

량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그림 5-3]은 GCAM-China 모형에 의한 중국의 총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이다. 중국의 총에너지 수요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BAU 시나리오 하에서는 2015년 42억 tce(석탄환산톤)에서 2050년
에는 58억 tce로 증가하고, EFF 시나리오 하에서는 2050년 총에너지는 51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5-3

중국의 총에너지 수요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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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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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 시나리오에서는 총에너지 증가율이 BAU 시나리오 대비 약 15%가

량 둔화되며, 에너지원별로 보면 총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0%
에서 2050년 60%로 약 10%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
한편 IEA(2015b)의 ‘World Energy Outlook 2015’의 신규정책시나리오203)
에 따르면 2040년 중국의 총에너지수요는 40억 TOE로 전망되었다.

그림 5-4

5,000

4,000

중국의 총에너지 수요 전망(IEA 세계에너지전망 2015)

(단위 : 백만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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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5b), World Energy Outlook, pp. 632-633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 작성.

202) EFF 시나리오는 에너지효율의 제고가 가져오는 에너지수요 절약과 그에 따른 BAU 시나리오의

전망수치와의 차이만을 고려했을 뿐,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가 증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
203) 신규정책시나리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자발적국가감축기여(INDC)와 같

이 발표된 내용들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로 IEA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의 중심 시나리오임. 한편
현행정책시나리오는 2015년 중순을 기준으로 이행방침 등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들만을
포함한 시나리오이며, 450시나리오는 지구온난화를 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수준 대비 2 이
내로 제한하겠다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가정한 시나리오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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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M-China 모형에 의한 중국의 총에너지 수요전망과 IEA의 신규정

책시나리오에 의한 수요전망을 비교해보면 2030년을 기준으로 비교204)해
볼 때, GCAM-China 모형의 EFF 시나리오에 의한 수요전망치는 TOE 단위
로 환산하면 35억 TOE로 는 IEA 세계에너지전망의 신규정책 시나리오에
의한 수요전망치와 450시나리오에 의한 수요전망치의 중간치에 근사하
다(그림 5-4).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GCAM-China 모형에 의해 전망된 중국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BAU 시나

리오의 경우 2015년 32억 tce에서 2050년 42억 tce로 2015년 대비 약 30%
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FF 시나리오에서는 2015년 32억 tce에서
2050년 38억 tce로 증가하여 BAU 시나리오 대비 2050년 최종에너지 총

수요량이 10% 정도 낮게 전망되었다(그림 5-5).
에너지원별로는 BAU 시나리오의 경우 최종에너지에서 석탄비중은
2015년 45%에서 2050년 30%로 15%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추가

적 화석연료 축소정책의 영향이 없더라도 최종소비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가 석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FF 시나리오에서 최종에너지 수요의 감소는 주로 석탄, 석유, 천

＝

204) ‘1 TOE 0.7 TCE’의 관계식으로 TCE로 표기된 GCAM-China 모형의 전망결과치를 TOE로 표

기된 IEA의 전망결과치와 비교해볼 수 있음. 단 각 전망모형의 특성, 입력한 전망전제 및 시나
리오의 가정 등의 차이로 인해 전망모형이나 전망기관별로 전망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참고적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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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져 2050년 기준 BAU 시
나리오 대비 최종에너지 수요는 총 4억 tce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
석연료 외에 기타 에너지는 변화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증가한다.

그림 5-5

중국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GCAM-Chin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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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7.

한편 IEA(2015b)의 ‘World Energy Outlook 2015’의 신규정책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최종에너지수요는 25억 TOE로 전망되었다(그림 5-6). 먼저
소개한 GCAM-China 모형의 BAU 시나리오에 의한 중국의 2050년 최종에
너지 수요는 42억 tce로 이를 TOE단위로 환산하면 약 29억 TOE이다. IEA
의 신규정책시나리오에 따른 중국의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은 2050년 전망
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IEA는 2030년
중국의 최종에너지 수요를 24억 TOE로, 2040년 수요를 25억 TOE로 전망
하고 있는바 2050년 최종에너지 수요를 29억 TOE로 전망한 GCAM-China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151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량을 약간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GCAM-China 모형에서는 최종에너지 석탄수요가 2025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IEA의 신규정책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은 석탄수요가 2013년 기준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IEA 신규정책 시나리오)

그림 5-6

(단위 : 백만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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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6a), World Energy Outlook, p. 632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 작성.

GCAM China 모형에 의한 전망결과를 부문별로 보자면 최종 에너지소

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7%에서 2050년에는 50%까
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비중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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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국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GCAM-Chin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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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7.

한편 [그림 5-8]은 중국의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이다. 5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산업부문 전체의 에너지수요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15년 75%에서 2030년 55%로, 2050년에는 45%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등 3개 업종이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50년 4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설비제조업은 2015년 5%에서 2050년 12%로 증가한다. 중국의 5
대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설비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기타제조업
은 에너지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함에 따라서 중
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구조도 ‘에너지절약·탄소배출 저감’ 등의 산업구조로 최적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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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중국의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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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8.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탄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
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9). 하지만
‘비석탄·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BAU 시나리오 하에서 2050년 석탄의 비중은 2010년보다 약 10%p 감소

하고 EFF 시나리오에서 2050년 석탄 비중은 15%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반면 전력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3%p와 6%p 증가한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에도 기후정책의 영향 혹은 온실가
스 배출 규제가 없더라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구조는 ‘저탄소·청정화’
로 전환되며, 에너지믹스는 점차 다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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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중국의 산업부문 연료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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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9.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경제, 인구 등의 전망 전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에너지효율의 개선 속도 차이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수요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GCAM-China 모형에서는 두 개
의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의 차이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추정한
다. 즉 에너지효율 개선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정한 EFF 시나리오는 BAU 시
나리오 보다 에너지 수요전망이 낮게 산출된다. 이때 BAU 시나리오와
EFF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수요전망 결과의 차이가 에너지절약 잠재량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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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총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
총에너지(1차 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2050년 약 6.5억 tce이다. 에너지
원별로는 주로 석탄수요 절약잠재량이 3억 9천만 tce로 가장 높았고 석유
수요 절약량은 1억 8천만 tce, 천연가스 수요 절약잠재량은 8천만 tce로
전망되었다. 이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면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과 석유
에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5-10).

그림 5-10 중국의 총에너지(1차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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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9.

2) 중국의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
[그림 5-11]은 BAU와 EFF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전망의 차이로

산출한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결과이다. 중국의 최종에너지 절약잠
재량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에너지절약 잠재량
이 총 4억 3천만 tc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모형의 전제 상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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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율 개선속도가 상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EFF 시나리오에서의 에너
지효율 개선속도와 BAU 시나리오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속도 간의 차이
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에너지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종소비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잠재량을 살펴보면 에너지원(연료별)로
살펴보면 절약잠재량은 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 특히 석탄
과 석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의 에
너지절약 잠재량은 각각 2억 tce, 1억 6천만 tce, 4천만 tce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에너지절약 총 잠재량인 4억 3천만 tc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

－

기 때문에 음( )의 절약잠재량을 나타낸다.

그림 5-11 중국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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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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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PERC(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아시아태평양에너지
연구센터)에서 2016년 5월에 발간한 APEC 에너지수급전망 제6판(APEC
th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

Edition)에서는 APEC 국가의 에너

지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으며, 기준시나리오(BAU) 외에 에너지효율
개선 시나리오(Improved Efficiency Scenario) 전망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 시나리오는
모든 에너지소비 부문에서 현재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들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절약량을 평가한다.205)
APERC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 APEC 국가의 기준시나리오에 의한 최

종에너지 소비량은 70억 TOE로 전망되며 에너지효율개선 시나리오에 의
한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약 60.8억 TOE로 약 10억 TOE 가까운 에너지절
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5-12 APEC 국가의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국제비교(APER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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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RC(2016.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th Edition, p. 88.

th

205) APERC(2016. 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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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pp. 86-87.

특히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
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략 2040년 APEC 국가의 에너지절약
총 잠재량의 약 45%가 중국에 의한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5-12).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그림 5-13]은 GCAM-China 모형에 의한 중국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을 부문별로 표시한 것이다. 중국의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
추정치에 따르면 2040년 이전까지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절약에 많은 기
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2040년
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잠재량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정도로 높

그림 5-13 중국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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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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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건물부문은 잠재량이 2050년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송부문도 건물부문과 마찬가지로 잠재량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부문은 절약잠재량이 지속적으
로 커질 뿐만 아니라 전체 절약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5년 이후
에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 가장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
[그림 5-14]과 같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2040년 초중반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은 2050년 약 1억 1천 5백만 tce 정도
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14 중국의 산업부분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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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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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다시 말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
에너지 절약잠재량에서 50%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2050
년에는 중국의 전체 에너지절약 잠재량에서 산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Wang Jianfu(2016)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부문 에너

지절약잠재력을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동안 에너지원단위 15%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동 목

표를 달성하려면 전국적으로 7.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동 계
획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원단위 15% 감축에 80% 수준을 기여하
기 위해서는 약 6.2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데, 철강, 시멘트, 원
유가공, 합성암모니아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전해알루미늄 제조업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 기존 생산설비 개선, 낙후설비 교체,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서 약 1.5억 tce 정도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5-3).

표 5-3

주요 에너지소비 제품의 에너지절약 잠재력 분석표

업종

기존 생산용량
개선

낙후 생산용량
교체(대체)

(단위: 만 tce)

생산력 재건

소계

1,428

2,750

1,383

5,561

시멘트

941

2,673

1,554

5,169

철강

원유가공

225

345

394

964

합성암모니아

765

158

407

1,330

수산화나트륨

158

263

288

708

전해알루미늄

444

152

515

1,111

;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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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 절약을 둘러싼 산업 환경
또는 기술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06)
(1) 철강

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철강업계는 제품물량 단위당 에
너지소비를 약 2.7% 절약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해왔다. 제 13차 5개
년 계획기간동안 4~5%의 추가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5-4>는
철강 업종의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구조, 관리, 기술 측면에서 기술한 것
이다.

표 5-4

철강 업종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

구조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관리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 2020년까지, 고철의 물량단위당 총 에너지소비량이 ‘12.5’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13.5’기간 압축강철의 총 생산량은 8,0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13.5’ 기간에 100여 개의 철강기업 에너지관리센터가 설립 및 정비될
것임.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자동화의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CMC(Coal Moisture Control), 코크스 건식 소화(dry quenching) 개조,
기술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기술적 잠재력

소결여열 회수, 고로습기제거, 일차 먼지습도 제거, 건식 RH 진공기술,
회전로 및 전기곤로 연기여열 회수가 중점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임.
13.5’기간에는 고로, 코코스, 회전로 석탄가스 방출량이 한층 더 감소할
것이고, 각 공정 별 잔여 열자원의 회수율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

∙‘

∙‘13.5’기간에 기술적 잠재력은 ‘11.5’기간 또는 ‘12.5’기간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안정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임.
∙ 구조적 에너지절약과 비교하면, 안정성 및 신뢰성이 더 크기 때문에 ‘13.5’
계획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완성시킬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p. 21.

206) 이하의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 건축자재업에 대한 산업별 에너지절약잠재력

여건분석은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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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철금속

비철금속제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제품별
단위 물량 당 에너지 및 물자 소비량을 지속 절약, 원광석 이용 효율 개
선, 구조조정 고도화, 기술진보 및 신기술의 보급 및 응용 추진, 에너지절
약을 위한 친환경 관리 강화, 비철금속의 재활용 및 응용 보급 강화 등이
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납, 마그네슘, 아연 제련에서의 에너지원단위
는 각각 300kgce/t, 3,500kgce/t, 900kgce/t 이하로 전망되며 알루미늄과
티타늄스펀지의 전공정에서의 교류전력 소비량(전력원단위)은 각각

㎾

㎾

13,200 h/t와 20,000 h/t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

생구리, 알루미늄, 납의 평균 에너지소비수준 역시 2015년 대비 4%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5-5).

표 5-5

비철금속 업종의 에너지 절약 잠재능력

∙ 제품별 단위 물량 당 에너지 및 물자 소비량을 지속 절약, 원광석
에너지절약 방안

2020년 에너지원단위
(또는 전공정 전력원단위) 전망

이용 효율 개선, 구조조정 고도화, 기술진보 및 신기술의 보급
및 응용 추진,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관리 강화, 비철금속의
재활용 및 응용 보급 강화 등

∙ 납 제련(300kgce/t), 마그네슘 제련(3,500kgce/t),
아연 제련(900kgce/t)
∙ 알루미늄(13,200kWh/t), 티타늄스펀지(20,000kWh/t)
;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p. 22.

(3)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

석유화학 및 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절약은 2020년까지 에틸렌, 합성
암모니아, 수소화나트륨(30% 이온막), 탄화칼슘 등 주요 제품의 물량단위
별 에너지 소비(에너지원단위)를 각각 5%, 3%, 5%, 5%씩 개선 잠재력이 있
다(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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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 업종 에너지절약 잠재력 분석

구조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관리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 중국의 화학산업의 단위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1.65배,

일본의 1.39배로, 제품구조와 에너지 사용 구조 모두 조정되어 최적화
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분야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여율 약 15~18%
∙ 에너지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관리 체계 인증 및 에너지효
율 지표 등의 경로 마련

기술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 해당 분야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여율 약 40~60%
∙ 원유가공, 에틸렌, 합성암모니아, 메탄올 등 15개 품종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3,000만 tce이상의 에너지 절약 가능

시스템적 에너지절약 잠재력

∙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은 중요한 방향
∙ 에너지관리센터를 세우고 단일화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
;

자료: Wang, Jianfu(2016), 中国工业节能现状及展望(Indust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p. 25.

(4) 건축자재(시멘트제조업, 유리 및 요업 포함)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건축자재 부문에서 (1) 산업구조
조정 강화 및 낙후 설비 도태, (2) ICT를 결합한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관리
시스템 구축, (3) 신기술 응용 보급을 통한 종합 에너지절약기술 도입 등
의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시행을 통해서, 2020년까지 다음과 같은 5개의
구체적인 절약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① 시멘트제조

물량기준 에너지원단위 : 82 ce/t 미만(2차 연료 대체 및 잔여열 이용한

② 판유리의 제품 단위당 에너지원단위 : 13.5㎏ce/weight
box, ③ 도자기벽돌의 제품 단위당 에너지원단위 : 5.1㎏ce/㎡ , ④ 위생
도자기의 제품단위당 에너지원단위 : 8.9㎏ce/건, ⑤ 소결 벽돌·기와의
단위당 제품 종합에너지 소비량 537㎏ce/만개
발전량 제외),

207)

한편 LBNL(2013)에 의한 중국의 장기 에너지절약 잠재량 전망에 따르

207) Wang, Jianfu(2016), p. 26.

16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면, 기준시나리오(CIS 시나리오) 대비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
(AIS 시나리오)의 수요전망치 감소량으로 측정한 중국의 산업부문 총에너

지(1차에너지) 절약잠재량은 2050년 약 2.8억 tce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되었다(그림 5-15). 전망의 주요전제로 기준시나리오에서는 철강업종의
2050년 전기아크로 생산비중을 25%로 전제하였다면 에너지효율 개선가

속화 시나리오에서는 40%로 가정하였다. 알루미늄 제조업에서는 기준시
나리오에서는 전망기간 동안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속도를 완만하게 설정
하였다면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에서는 전망기간동안 세계 최
고기술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15 중국의 산업부문 총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LBN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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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3), China’s Energy and Emissions Outlook to 2050: Perspectives from Bottom- p Energy End- se
Model,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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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PERC(2016)이 전망한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잠재량에 있어서도
중국의 잠재량은 매우 크다. 2040년 산업부문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및 화학, 비철금속업종에서의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만
약 75백만 TOE에 육박하며 3대 에너지다소비 업종 외에 기타 제조업에서
의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125백만 TOE에 근사한다. [그림 5-16]은
APEC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5-16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국제비교(2040년)(APERC 2016)
(단위 : 백만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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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RC(2016.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th Edition, p. 93.

전망모형 또는 전망기관별로 중국의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 전
망치를 비교하면 <표 5-7>과 같다. 2050년 기준, GCAM-China 모형은 중
국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을 약 0.8억 TOE로, LBNL(2013)은
총에너지 기준으로 약 1.9억 TOE로 전망하였다. APERC(2016)은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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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약 2억 TOE의 절약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다. GCAM-China 모형에 따른 에너지절약잠재량이 다른 두 모형에 비해
서 작게 전망된 것은 GCAM-모형에서는 중국의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를
202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2050년 산업부문이 최종에

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산업부문의 절약잠재량에 대한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
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중국의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
GCAM-China 모형

LBNL 전망모형

APERC 전망모형

전망기간

2050년

2050년

2040년

에너지전망 관점

최종에너지 기준

총에너지 기준

최종에너지 기준

절약잠재량 추정치

약 0.8억 TOE

약 1.9억 TOE

약 2억 TOE

자료: Zhou Sheng(2016), LBNL(2013), APERC(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정리하였음.
주: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 전망모형의 특성, 전망전제 및 시나리오의 가정 등의 차이로 인해 전망모형이나 전망기관
별로 전망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감안해서 참고적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
[그림 5-17]은 GCAM-China 모형으로 분석한 중국의 건물부문 에너지절

약 잠재량 전망결과로 2050년까지 전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2040년까지는 산업부문의 절약잠재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산업부문보다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45년에는 산업, 건물, 수송 부문 중에
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되며 2050
년에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180백만 tce 정도로 중국의 전체
에너지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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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중국의 건물부문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GCAM-China 모형)
(단위 : 백만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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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10.

한편 LBNL(2013)은 기준시나리오(CIS 시나리오, Continued Improvement
Scenario)에 따른 에너지수요 전망치와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
(AIS 시나리오, Accelerated Improvement Scenario)에 따른 에너지수요 전망

치 간의 차이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잠재량을 분석하였다.208) 동 연구에서
는 2050년까지 4.7억 명이 도시인구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가정하며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난방용 연료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도시화
에 따라서 시골지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구당 가전제품
및 조명제품 사용의 증가에 따라서 시골지역의 가계 전력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가전제품 구매가 상당히 포화수
준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의 신규구매가 도시화의 진

208) 기준 시나리오(CIS 시나리오, Continued Improvement Scenario)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제안 · 계획된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시장기반’에 따라서 에너
지효율 개선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AIS 시나리오,
Accelerated Improvment Scenario)는 훨씬 빠른 속도의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에 따라서 현행
최선의 기술(Current Best Practice) 또는 중요한 대체 에너지기술 적용을 가정하여 보다 적
극적인 에너지절약을 가정한 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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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함께 향후 십여 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
화 시나리오(AIS 시나리오)에서는 건축법 강화, 구역난방 시스템 효율 개선,
열주거용 건물 단열효율이 더욱 개선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시나리오(CIS 시나리오)에서 신축 건물의 난방효율과 냉방효율이 각각
16.7%, 8.3% 개선된다고 가정하며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AIS 시

나리오)에서는 신축건물의 경우 현행 건물 대비 난방의 경우 50% 수준, 냉
방의 경우 75% 정도의 에너지만을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LBNL(2013)에 따르면 기준시나리오 대비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

오의 수요전망치 감소량으로 측정한 중국의 건물(주거용)부문 총에너지(1차
에너지) 절약잠재량은 2050년 약 2억 tce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전기기 사용과 난방에너지 사용에서의 절약이 주거용 건물부문의 총에너
지 절약잠재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5-18).
그림 5-18 중국의 건물(주거용)부문 총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LBN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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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3), China’s Energy and Emissions Outlook to 2050: Perspectives from Bottom- p Energy End- se
Model,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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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는 또한 중국의 건물(상업용)부문 총에너지(1차에너지) 절약잠
재량을2050년 약 3.5억 tce 로 전망하였다. 상업용 건물의 총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조명 등 기타 가전기기 사용에서의 절약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그림 5-19).

그림 5-19 중국의 건물(상업용)부분 총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LBN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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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3), China’s Energy and Emissions Outlook to 2050: Perspectives from Bottom- p Energy End- se
Model, p. 18.

한편 APERC(2016)에 따르면 2040년까지 APEC 회원국들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2040년 기준 약 2.7억 TOE로 전망하면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5-20). 2040년까지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

은 중국이 APEC 회원국들의 총 절약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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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도로 가장 많은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물부문의 에

너지절약은 난방 및 환기·공조(HVAC) 시스템 효율증진, 건물 외장재
(building envelope) 및 건축자재·부품(단열재, 2중/다중창 등) 개선 등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5-20 APEC 회원국의 건물부문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의 국가별 비중(2013~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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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RC(2016.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th Edition, p.97

건물부문 절약잠재량을 전망모형 또는 전망기관별로 비교하면 <표 5-8>
과 같다. 2050년 기준, GCAM-China 모형은 중국의 건물부문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을 약 1.3억 TOE로, LBNL(2013)은 총에너지 기준으로 약 5.5억
TOE로 전망하였다. APERC(2016)은 2040년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약 2.7억
TOE의 절약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LBNL(2013)이 다른 모형에

비해서 절약잠재량이 크게 추정된 것은 다른 두 개의 모형이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전망한데 비해, LBNL(2013)은 총에너지(1차에너지) 기준으로 전
망했다는 점과 에너지효율개선 가속화 시나리오에서 전망기간 동안 세계
최고기술 수준의 효율개선 속도를 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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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

표 5-8

GCAM-China 모형

LBNL 전망모형

APERC 전망

전망기간

2050년

2050년

2040년

에너지전망 관점

최종에너지 기준

총에너지 기준

최종에너지 기준

절약잠재량 추정치

약 1.3억 TOE

약 5.5억 TOE

약 2.7억 TOE

자료: Zhou Sheng(2016), LBNL(2013), APERC(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정리하였음.
주: 전망모형의 전제와 모형의 특성에 따라서 전망결과가 차이가 나며, 특히 위의 두 모형의 경우 GCAM-China
모형의 경우 최종에너지 기준의 절약잠재량을, LBNL의 모형의 경우 총에너지 기준의 절약잠재량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참고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음.

3)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
GCAM-China 모형으로 분석한 중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2050년까지 전망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50년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약 130백만 tce정도로 전망된다(그림 5-21).

그림 5-21 중국의 수송부분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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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ou Sheng(2016), Energy Demand and Energy Saving Potential in China, p. 10.

한편 LBNL(2013)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은 1.1억 tce로 전망되었다(그림 5-22).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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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절약 요인으로는 차량 연비개선과 여객용 차량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확대, 국가 철도수송망 개선 등을 주로 제시하였으며 2050년 전기차 보급
률을 30%로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인 현행 정책시나리오(CIS 시나리오)에
비해서 에너지효율 개선가속화 시나리오(AIS 시나리오)는 2050년 전기차
보급률을 70%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2050년 수송부문 연간 휘발유 수요를
약 1억 TOE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수요는 265 TWh 증가시킨다.
화물용 육상수송 연비개선, 철도수송의 전력화 증진, 내륙 및 연안 수상교
통 효율화로 수송부문 경유수요는 점진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수송연료 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5-22 중국의 수송부문 총에너지 전망과 절약 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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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BNL(2013), China’s Energy and Emissions Outlook to 2050: Perspectives from Bottom- p Energy End- se
Model,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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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PERC(2016)에 따르면 2040년 APEC 회원국의 수송부문 최종에너
지 절약잠재량은 2.7억 TOE로 중국이 잠재량 비중이 31%로 가장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5-23). 중국은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여 2040년에는 3.9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차량
연비개선에 따라서 수송용 연료 절약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은 연료효율 개선과 도시계획을 통
한 절약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설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수송용 차
량의 증가를 둔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비개선과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분석하고 있다.

그림 5-23 세계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의 국가별 비중(2013~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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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PERC(2016.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6th Edition, p. 103.

수송부문 절약잠재량을 전망모형 또는 전망기관별로 비교하면 <표
5-9>와 같다. 2050년 기준, GCAM-China 모형은 중국의 수송부문 최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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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절약잠재량을 약 0.9억 TOE로, LBNL(2013)은 총에너지 기준으로 약
0.8억 TOE로 전망하였다. APERC(2016)은 2040년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약
0.8억 TOE의 절약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산업부문이나 건물부

문에 비해서 모형에 따른 절약잠재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9

중국의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잠재량 전망
GCAM-China 모형

LBNL 전망모형

APERC 전망

전망기간

2050년

2050년

2040년

에너지전망 관점

최종에너지 기준

총에너지 기준

최종에너지 기준

절약잠재량 추정치

약 0.9억 TOE

약 0.8억 TOE

약 0.8억 TOE

자료: Zhou Sheng(2016), LBNL(2013), APERC(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정리하였음.
주: 전망모형의 전제와 모형의 특성에 따라서 전망결과가 차이가 나며, 특히 위의 두 모형의 경우 GCAM-China
모형의 경우 최종에너지 기준의 절약잠재량을, LBNL의 모형의 경우 총에너지 기준의 절약잠재량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참고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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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제2절 한-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경제성장 둔
화와 저유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효율개선 잠재량이 많아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효과
적인 기술적·정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은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제13.5
계획기간에는 보다 강제력이 강화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 인해 환경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에너지효율
시장 역시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세계 CO2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혁개방 초기 7% 수준
에서 2000년 13%, 2015년 25%로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비중(20%)과 경제
규모비중(13%)을 크게 앞서고 있다.209)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
한 환경정책을 통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은 1. 환경정책 기반정립 시기(~2000년), 2. 친환경
녹색성장 시기(2001년~2015년), 그리고 3. 강제적 환경 구조조정 및 인프

209) 삼성증권(2015), “중국성장산업 訪問 보고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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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축 시기(2016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 <표 6-1>
에는 계획 시기별 중국의 환경정책의 핵심개념과 관련 주요입법을 정리
하였다.

표 6-1

계획

제9.5계획

10.5 계획

11.5 계획

환경산업 계획별 정책 방향
핵심개념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성장모델

녹색산업발전

12.5 계획

환경친화사회

13.5 계획

녹색소강사회

자료: 삼성증권(2015), “중국성장산업

정책방향

주요법규

환경보호 개념제시

-

환경보호법(1979)
환경보호법개정(1989)
도시생활 폐기물규정(1993)
수자원법(1995)

환경보호 초기모델

-

대기오염방지법(2000)
환경영향평가법(2002)
청정생산촉진법(2003)
고체폐기물 방지법(2004)

에너지개혁

-

재생가능 에너지법(2006)
에너지절약법(2007)
수자원오염 방지법(2008)
순환경제촉진법(2009)

감축목표제시 기후변화대응

-

중금속오염방지(2011)
석탄법(2011)
환경장비 12.5구획(2012)
대기오염 개선계획(2013)

강제적감축 친환경인프라

- 신환경보호법(2015)

訪問 보고서”, p. 8.

중국은 2015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환경보호법이 위법 횟수를 처벌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위반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 기준으로 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여 매우 강력하게 환경오염행위를 규
제하고 있다.210)

210) 매경(2015. 8. 6). “中환경법 너무 강했나...”, 검색일(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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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제성이 부과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강화로 인하여 중국의
환경 관련 산업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211), 이는 곧 중국
내 에너지효율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림 6-1]은 삼성증권
의 “중국성장산업 訪問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제13.5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개선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16년 1.5조 위
안에서 2018년에는 2조 위안까지 확대되고, 친환경 산업 투자액의 GDP
대비 비중도 2018년에는 2.4%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중국환경투자규모 추이 및 GDP대비 비중

그림 6-1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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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삼성증권(2015), “중국성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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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問 보고서”, p. 6.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의 환경 기준을 최소규제수준으로 하여 보다
강화된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212)

211) 삼성증권(2015)는 중국의 환경산업은 2018년까지 매년 15~1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2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a),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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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징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베이징은 풍부한 기
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에너지절약·효율 및 환경 산업을 선
도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 서비스 기업의 경우 중국
전체 등록 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330여개 기업이 베이징에 등록되어
있다.213)
제12.5계획 기간 중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을 펼친 베이징 시는 13.5계
획 기간에도 다양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 수송, 건물 등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효율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12.5계획 기간
동안 베이징 시에서 추진한 주요 에너지절약 사업들은 <표 6-2>와 같다.
표 6-2

베이징시 ‘12·5’ 중점 에너지절약 사업

No.

사업명

주요 내용

1

공업기업 에너지절약
저탄소 개조 추진

- 연간 에너지소비량 5,000만 톤(표준석탄 기준) 이상의 주요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상 국제 동종업계 선진 수준의 에너지효율 벤치마킹
- 100개 기업 에너지절약 캠페인 방안을 수립해 기업이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도록 조치, 에너지절약 잠재력 발굴

2

민간 건축물 에너지절약
개조 촉진

- 표준에 미달하는 공공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시설장비에 대한 에너지
절약 종합개조 강화
- 녹색건물 캠페인으로 녹색건물 시범사업 진행, 녹색건물 규모가
2,500 달성 노력

3

교통분야 에너지절약
저탄소 추진

- 경차, 고연비 에너지절약 친환경 자동차 사용 장려,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대대적 보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력 수송망 개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규모
를 4만 대 이상으로 확대

4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심화 추진

- 정부청사, 대학교 등 주요 기관의 에너지 감사를 추진하고, 정부기관
의 시스템 에너지절약 개조
-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 지출제도 개혁 추진 및 에너지비용 절약액을
부서 또는 개인에게 상여금 재원으로 활용

K

㎡

자료: OTRA(2012b),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2) - 진출사례 및 한중협력방안”, p. 10.

213) KOTRA(2012b),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2) - 진출사례 및 한중협력방안”,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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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톈진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시는 정식 등록된 에너지절약 서비스
기업이 2012년 현재 6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에너지절약 시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형 도시 건설을 목표

표 6-3

톈진시 ‘12·5’ 중점 에너지절약 사업

No.

사업명

주요 내용

1

연료석탄 산업용
보일러(화로)개조사업

- 지역별 보일러 전용 석탄 집중배송가공센터 설립
- 순환유동층, 분말석탄연소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용 낙후
보일러에 대한 종합적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조 및 대체

2

지역 열병함발전사업

- 12 · 5’ 기간 열병합발전 비율 및 중앙난방 확대를 통해서 도시난방
소형 석탄보일러 대체
- 산업개발구의 열병함 발전소 관리 강화 및 분산형 열병합발전소 건설

3

여열여압 이용사업

- 철강, 건축자재, 화학공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여열· 여압에너지
이용 장치와 장비의 개조 및 제작 지속 강화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4

석유절약과 석유대체
사업

- 수송 에너지절약 강화, 저연비 구형 자동차 교체, 차량연료 관리 강화
- 2011 2013년 기간 시내버스 1,000대, 택시 7,000대 개조

5

전기기계시스템
에너지절약 사업

- 저효율 모터 및 전력 다소비형 장비의 교체 및 개선
- 에너지절약 변압기, 고효율 전기기계 등 선진기술이 적용된 제품 보급

6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사업

-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추진
- 최적화 설계, 기술개조, 관리개선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 효율 수준의
에너지시스템 구축

7

건물 에너지절약 사업

- 지속적 건믈 에너지절약 추진 및 신축건물 에너지절약 65% 설계
기준의 엄격히 추진
- 기존 거주용 건물은 난방공급 열계량 및 에너지전략 개조, 태양에너지,
지열펌프 등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건물에 적용

8

녹색조명 사업

- 녹색조명 사업 지속적 시행, 고효율 조명기기의 생산라인 고도화,
- 공공시설, 호텔, 백화점, 사무실 및 주택에서의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9

정부기관 에너지절약
사업

- 사무기기의 대기전력 소비감소 등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공무용 차량
개혁 추진

10

에너지절약 감시와
기술서비스체계
구축사업

- 에너지절약 측정기계 업그레이드, 에너지절약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정보플랫폼 구축, 감시 및 검측 기술수준 향상
- 주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에너지 감사 수행
- 교육 강화, 에너지 성과계약 등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의 수준 및 경쟁력 강화

K

‘

~

자료: OTRA(2012b),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2) - 진출사례 및 한중협력방안“,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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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력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전망은 매우 높은 편
이다. 제12.5계획 기간 동안 톈진 시에서 추진한 주요 에너지절약 사업들
은 <표 6-3>과 같다.

3) 광둥성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에너지절약 서비스 시장이 가장 발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각급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에 따라 LED조
명,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앞선 기술 수준의 기업들을

표 6-4

광저우시 ‘12·5’ 중점 에너지절약 사업

No.

사업명
일만기업(기관)
에너지 절약 사업

1

주요 내용

-

광둥성의 일만 개 기업214)이 에너지절약 사업을 시행하여 표준석탄 3,000만
톤의 에너지절약량 달성

녹색정부사업

- 에너지절약 관리제도와 매커니즘 정착, 사무자동화 및 페이퍼리스 추진,
에너지절약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우선 구매
- 여건에 따라 도시 공무차량 중 신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
- 녹색조명, 에어컨 에너지절약을 통해 5년 내 표준석탄 20만 톤의 에너지절약

3

녹색조명 시범사업

- 에너지 성과계약 공급라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보급 및 적용으로
녹색조명 시범도시 건설
- 학교, 정부, 병원 등 공공장소에 3,000만 개 LED 실내조명 설치, 세계적
LED 조명응용 종합시범구역을 건설

4

에너지절약제품
서민혜택사업

- 에너지절약 제품의 서민지원사업 적극 추진, 국가 재정보조금 지원 노력
- 고효율 조명제품, 고효율 에너지절약 에어컨, 에너지절약 자동차, 고효율
전기기계 등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량 표준석탄 100만 톤 달성

5

에너지절약
정보화사업

- 광둥성 주요 에너지사용 기업의 에너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표준석탄 3,000톤 이상인 기업의 에너지정보, 계량관리정보를
플랫폼에 포함

6

에너지절약
시범보급사업

- 100개 중요 에너지절약 기술, 장비 시범프로젝트 실시, 에너지 절약량 표준
석탄 100만 톤 달성
- 에너지절약 시범단지 10개, 에너지절약 시범기업 200개, 에너지절약 시범
주거단지 200개,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100개 건설함

2

‘

K

+

+

자료: OTRA(2012b),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2) - 진출사례 및 한중협력방안”,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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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다.215) 광둥성은 에너지효율 및 환경산업을 새로운 新성장동
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하에 제12.5계획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에너
지효율개선 정책을 시행하였다. 제12.5계획 기간 동안 광둥성에서 추진한
중점 에너지절약 사업들은 <표 6-4>와 같다.
이 밖에 청도(靑陶)시 역시 에너지효율개선을 포함한 환경산업을 매년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시켜 2020년에는 동 산업의 규모를 2,000억 위안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은 “에너지절약 환경산업발전에 관한 실시 의
견”을 발표하는 등 중국 여러 자치 성, 시 등이 자체적으로 에너지효율정
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에너지효율시장은 중국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1) 외국기업 진출현황
지멘스, 존슨콘트롤즈, ABB와 같은 다국적 에너지절약 서비스기업들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애플, GM, 아우디와 같은 전통 제조기업들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4) KOTRA(2012b), p. 32. 8,000개 중점 에너지사용기업(성 중점 에너지사용 기업은 연간 종합 에

너지사용량이 표준석탄 5,000톤 이상이고 여건이 되는 도시의 경우 3,000톤 이상 기업까지 확
대하도록 장려), 1,000개 비즈니스호텔, 1,000개 대형 과학 · 교육 · 문화 · 체육기관을 선택.
215) KOTRA(2012b),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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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지멘스 사례216)
2009년 지멘스는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정부 청사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청사에 대해 진단 및 개조를 진행하였다. 지멘스가
차오양구의 정부청사에 에어컨 시스템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인프라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동 사업은 연간 12%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는 연간 467만 톤을, 전력
소비 기준으로는 연간 150만 kW를 절약해 매년 100만 위안의 비용 절약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차오양구 정부는 ‘payment by result’ 방
식으로 5년 6개월에 걸쳐서 비용을 상환함으로써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동 프로젝트는 지멘스
가 융자리스와 에너지 성과계약을 상호 접목시켜 실시한 중국의 첫 사
례이다.

(2) 민간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존스콘트롤즈 사례217)

존슨콘트롤즈는 2012년 에너지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해 상하이 홍타
호텔 에너지절약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2018년까지 진행될 동 프
로젝트를 통해서 존슨콘트롤즈는 LED 조명 교체, 냉각기계실, 보일러실,
세탁실 등의 폐열 활용 및 스마트제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에너지효
율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기간(2012~2018년) 동안 홍타호텔은
약 15%의 총에너지 소비 절약과 함께 1만 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16) KOTRA(2012b), p. 11.
217) KOTRA(2012b),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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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효율기기 제조 및 EMIS – 캐나다 Linama 사와 엔텔지스사
사례218)
2016년 9월 1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캐나다 총리 회담에서, 양국은

청정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민간 기업 간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성사된 기업 간 56개의 계약 중,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기업인
Linamar Corporation은 중국 충칭에 1억 1,800만 달러를 들여, 26,000 평

방미터의 최첨단 공장 시설을 짓는다. 이 공장은 2017년에 가동 예정이
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 전동 장비 및
부품들을 제조한다. 또한, 온타리오의 Entelegis, Inc은 중국의 Yongxing
Special Stainless Steel Co. Ltd.와 Entelegis의 EMIS 관리 기술을 Yongxing

의 후저우 공장에 적용 할 계약을 체결했다. EMIS 관리 기술은 에너지 효
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생산관리 방식이다.
(4) 현지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애플 등 사례

중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
기업으로 애플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내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애
플은 2015년 자사의 모든 중국 내 제조협력업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생산할 것이며,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서 중국 내 애플 사
업장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General Motors(GM)은 중국에서 ‘Green Supply China Project’를
마무리 지었다. Green Supply China Project은 에너지 소비 효율과 환경

218) 캐나다 총리실 홈페이지, http://pm.gc.ca/eng/news/2016/09/01/strengthening-canada-chinacommercial-relationship(접속일: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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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이다. GM 측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200만 파운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930만 위안
(139만 달러)가 절약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에너지 관리 시스

템은 자체 검사와 제3자 인증 방식이며, 이는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였다.
자동차 회사인 Audi는 텐진에 고효율 변속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공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가솔
린 엔진의 사용과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2) 제도적 진출여건 개선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선진 기술 및 재원

조달 차원에서 관세우대, 소득세 인하 등의 혜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외환보
유액 증가, 중국내 과잉투자 문제 심화 등의 이유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기업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 대
표적으로 2008년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15%
를219), 국내기업들에게는 33%를 부과하던 기업소득세율을 동일하게 25%
로 조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220)
그러나 내·외자기업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외국기업들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차별 축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219)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외자기업의 평균 소득세율은
11% 수준에 불과함(해외경제포커스 2007-11 p. 27, 한국은행).
220) 그러나 중점 육성 분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15%의 우대세율 적용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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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중국 상무부는 30년 만에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

였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각각 적용되는 외자 3법(중외합자경
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으로 인하여 복잡했던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고 회사법과의 통합을 통해서 내자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차별을
최소화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6-5>에
는 이러한 외자투자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6-5

외자투자법 초안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특징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
정의

- 외국투자자 통제 하의 중국 내 기업도 외국투자자와 동일하게 간주
- 계약통제방식(VIE)의 투자도 외국투자로 간주하여 외국투자법을 적용

외자진입 관리제도 변경

- 기존의 프로젝트별 심사· 승인제를 폐지하고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식 관리 도입
-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는 특별관리조치목록 (네거티브리스트)을 제외하
고 내국민 대우 가능

외국투자자
정보보고제도 규정

- 모든 외국투자 및 외국투자자에 대해 투자사항, 투자내용 변경, 정기보고
등 3대 정보보고 의무화

국가안전 심사제도 도입

-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가능성이 있는 외국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실시

민원접수 조정제도 마련

- 국가가 외국투자에 대한 신고조정처리 체계 구축
- 국가가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투자분쟁을 조정· 처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b),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 · 중 경제협력”, p. 292.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
目錄, 이하 ‘외상투자목록’)221) 의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를

221) 중국의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회상투자목록은 외국 기업의 투자 가능 분야를 명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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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외상투자목록은 산업을 크게 ‘장려’, ‘허가’, ‘제
한’, ‘금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5
년 개정된 외상투자목록에서는 제한항목을 기존의 79건에서 38건으로 대
폭 축소시켰다.222) 이는 1995년 외상투자목록이 처음 발표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해서 중국의 일반 제조
업 대부분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223) 동 개정안을 통해서 에너
지 부문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한항목
이었던 ‘전력망의 건설 및 경영’이 장려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절
약’, ‘신에너지’ 및 ‘청정석탄 발전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등의 항목들 역
시 허가에서 장려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표 6-6>은 중국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4대 항목과 주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표 6-6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항목

지도목록 항목

내용

금지항목

-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는 산업(또는 항목)

제한항목

- 외국투자자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투자 가능함.
-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의 지분보유율을 50%미만으로 제한

장려항목

- 각종 산업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

허가항목

- 지도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또는 항목)으로 외국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c),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방안”,
p. 186.

한편 최근에는 외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의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을 없애고, 자유무역구 내에서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

222) 금지항목 수는 기존의 39개에서 36개로, 장려항목 수는 354개에서 349개로 큰 차이가 없음.
2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b),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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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상
하이, 광둥, 톈진, 푸졘의 4대 자유무역구 내에서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였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의 선진기술 도
입을 통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더욱 육성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의
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네가티브 리스트’224) 관리방식을
도입·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국무원은 ‘자유무역
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통해 4대 자유무역시범구에 한
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제13.5계획은 이를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시장 진입이 제한되었던 분야에 외국
인투자 발생 시 심사비준을 받았어야 했으나, 등록 시 허가되도록 하는
법규를 공식 승인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가운데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금융부분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는 기존
에도 제한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외상투자목록은 “다수의
외국금융기관, 혹은 그의 통제를 받는 관련업체가 발기인 혹은 전략 투자
자인 경우, 그 지분 비중의 합계를 25%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
하였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의 농촌 지역 중소금융기관 투자 시에
는 은행만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금융부분에 있어서 다소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위
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외국기업들의

224)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분야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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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효
율개선 등의 분야 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1) 중국 ESCO 산업 규모 및 주요성과
중국에서 ESCO 산업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의 재정지원 하에 중국 에너지 절약사업(China Energy
Conservation Project)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동 사업은 1998년부터 5년

을 이행주기로 3차례 시행되어 총 15년간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회사’(이하 EMC, Energy Management Companies)라고 불리는 3개의
국유 ESCO 시범기업을 설립하고 산업 및 건물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였다. 세계은행 및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제공된 투자자금은 2006년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25)
2004년에는 중국에너지관리회사협회(이하 Energy Management Company
Association, EMCA)인 ESCO 협회가 발족되었고 회원사는 2004년 59개에서
2013년 95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226) 세계은행은 2008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사업을 대상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융자를 제공하였으며,
에너지성과계약(이하 Energy Performance Contract, EPC)을 통한 투자는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10년 42억 5천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중국 중앙정부 및 주정부들은 2010년 이래로 중국의 ESCO 산업 활성화를

225) Strahil Panev et al.(2014), ‘ESCO Market Report for Non-European Countries 2013’, Joint
Research Center, European Commission, p. 27.

–

226) EMCA(2015.11), ‘ESCO Development in China Drivers and Barrier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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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정책을 도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시장에서 약 4,852개의 ESCO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7) EPC 관련 ESCO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06년 83
백만 위안, 2010년 836억 위안에서 2014년 2,650억 위안으로 확대되었고,
ESCO 사업 투자액은 2006년 19억 위안, 2010년 287억 위안에서 2014년에

는 959억 위안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중국의 EPC 관련 투자금의
70%는 산업부문에, 21%는 건물부문에 나머지 9%는 수송부문에 투자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228) 아래 [그림 6-2]는 중국 ESCO 기업의 투자액 추이로
지난 10년간 투자액이 빠르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중국 ESCO 기업의 투자액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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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16b),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 2016’, p. 113.

227)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2015.4), ‘Unleasing Energy Efficiency Retrofits through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 2.
228) EMCA(2015.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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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 총 절약량은 2003년 56만 tce에서 2013년
2560만 tce로 동 기간 약 46배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ESCO 업체들의 고

용인원도 증가하여 2005년 약16,000여명, 2011년 약 378,000명에서 2014
년에는 약 50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29) 중국의 ESCO 업체
들은 주로 건물 및 시스템 제어설비 제조업체 및 에너지 공급업체, 에너
지효율설비 제조업체/공급업체/설치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초기에 중소형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대형국유기업이나 다
국적 기업들도 중국의 ESCO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SCO
사업이 적용된 주요 기술/분야는 난방 및 조명시스템, 건물 자동화 및 제
어시스템, 펌프, 전기차 및 인버터, 폐열 회수, 열병합발전소, 신재생에너
지원, 산업용 공기 냉방 및 압축시스템 등이다.230)

2) 사업유형 및 특징
중국 ESCO 시장의 일부 중요하고 특징적인 특색은 약정된 EPC의 유형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U 또는 유럽과 비교하면 주로 사용되는 계약
유형은 성과배분계약(节能效益分享型,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with
shared saving), 성과보증계약(节能量保证型,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with guaranteed energy savings), 아웃소싱 계약(能源费用托管型,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as outsourcing contracts)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231)

229) EMCA(2015.11), p. 3.
230) Strahil Panev et al.(2014), p. 28.
231)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2015. 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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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중국에서 추진되었던 ESCO 사업들은 에너지효율 단일 기술을 설
치해주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과배분계약형 사업을 통해
보다 복잡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과배분
계약방식의 사업은 성과(에너지 절약량) 배분 모델 하에 ESCO 업체가 모
든 자금을 조달하여 ESCO 업체가 고객의 신용 리스크를 부담하고 고객은
사전에 약정한 비율만큼 달성한 절약량의 일정 비율을 ESCO 업체에게 배
분하는 방식이다.232) 성과배분계약의 경우 EPC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자산
은 ESCO 업체 소유로,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고객
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고객은 계약기간(일반적으로 5년 또는 그 미만)에
설치된 에너지 절약 설비를 계약만료 후 자신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향후
동 설비를 통한 에너지효율 솔루션이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일반적으로 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솔루션을 이행하
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지만 ESCO 업체들은 고객의 지불
불능 위험에 노출된다. 중국에서는 성과배분계약형 사업이 2013년 기준
EPC 사업계약의 약 4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보조금지원 정책이 동 계약방식을 우대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33)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사업의 설비자산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 고객이 소유하며 ESCO 업체는 보증한 에너지 절약량이 달성되지 않
을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준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계약 하에서 ESCO 업체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에

232) Strahil Panev et al.(2014), pp. 27-28.
233)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2015. 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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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율 설비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계약기간 동안 소비된 에
너지소비량과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타 국가의 에너지서비스 계약(chauffage contracts)과 유사
하다.

3) 정부 지원정책
2010년 이후에는 중국 정부는 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조세지원정책을

도입하였다.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2015년 기준, 현재 에너지 성과 계약
(EPC) 사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량 tce 당 중앙정부에서 240위안, 지방

정부에서 60위안 수준으로 총 300위안을 직접 지원해 주었으며 ESCO 등
록기업들은 EPC 사업이 종료된 후 정부지원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중국정부는 EPC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총 20억 위안을 책정

한바 있다.234) 그러나, 2015년 5월 재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

《

저감보조자금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통지(关于印发 节能减排补助资金管

》

理暂行办法 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의 배출저감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새로 규정하고, 동시에 기존에 있던 에너지성과
계약(EPC) 및 에너지절약기술개선 재정장려자금 등 관련 5개 통지는 폐지
하였다.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저감보조자금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통지
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재정지원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조금의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
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새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원칙을

234) EMCA(2015. 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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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성, 목표, 투자비용, 절약효과 에너지 소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외에 포상, 금리할인, 선지원 후결산 방식 등을 도입하
였다.235) 따라서, 에너지절약 사업 ESCO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었
다기보다는 재정지원방식의 현실화,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정책
의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여 재정낭비 또는 시장교란이 없도록 정책이 변
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정부는 조세지원정책으로 EPC 사업을 추진하는 ESCO 업체를 대
상으로 조세감면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ESCO 업체
는 영업개시 후 3년간 법인세액 전액을 면제받으며 이후 3년간은 법인세
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고객
에게 이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조세
지원정책으로 2014년 한해 500개의 ESCO 기업들이 총 10억 위안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236)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EPC 사업의 경우 예산 및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할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공공회계시스템(public accounting system)이 갖추어졌으며, 녹색 신용대출 및 대출담보 프로그램, 저리대출 등

의 금융기관들을 통한 재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장애요인 및 향후 전망
중국 정부 및 EMCA가 정보 및 인식제고 활동들을 통해 ESCO 잠재고

235) 중국재정부홈페이지,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5/t20150519_123
3458.html(접속일: 2016. 9. 9).
236) EMCA(2015.1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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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나 ESCO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인식 제고에 기여해 왔지
만 여전히 ESCO 개념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은 ESCO 산업 활성화의
주요 난관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자,
엔지니어링 업체, 시설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다양한 기업들이 ESCO
업체로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이한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ESCO 사업에 대한 공통적 인식제고를 어렵게 만들거나 ESCO 업체와 잠

재고객 간 신뢰성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의 ESCO 시장은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ESCO 등록업체들이 ESCO
사업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보조금 지원을 노
리고 ESCO 업체로 등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ESCO의 개념이나 ESCO
사업 계약과 관련한 불명확성 및 낮은 신뢰성은 중국 내에서 ESCO 시장
을 개발하는데 있어 주요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술 및 개
발, 파이낸싱 역량 부족과 에너지 절약량의 산정 및 검증에 있어 표준화
되지 못한 절차 및 신뢰성 있는 방법론 부족 등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
로 지적되고 있다.237)
ESCO 사업은 중국의 에너지절약 목표 하에서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

이다. ESCO 사업 관련 파이낸싱의 경우 성과배분형 EPC 계약 외에도 지
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기금, 에너지절약분의 거래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면 사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민간
또는 해외 ESCO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
ESCO 산업의 공공부문에서의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38)

237) Strahil Panev et al.(2014), pp. 29-30.
238) Strahil Panev et al.(2014),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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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1) 정부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에너지효율라벨을 변경하여, QR코드 및 로고가 삽입된
새로운 에너지효율 라벨 도안을 2016년 6월 1일부터 사용토록 하는 “에너
지효율 표시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새로운 도안은 개
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이 지나서도 발표가 되지 않아 우리 가전제품 수출
기업들의 對 중국 수출·통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질량검사총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의 시행을 10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위의 예에서처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의 정책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표시 관리방법’ 개정 외에도 징진지 정책239)에 따른 베이징시 공장이전
문제 역시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사례에 해
당되는데, 이전 대상의 기준이 “기술수준이 해당 업종의 평균 이하이며

239)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중국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p. 2.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 텐진 · 허베이성의 약자) 정책은 성급 도시인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3개 지역을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북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으로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올해 2월에 ‘징진지 클러스터 발전방안은 중대한 국가적 계획’이
라고 강조하면서 급속히 부상. 징진지 발전전략의 핵심은 크게 지역발전전략의 통합과 개혁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제고, 종합교통체계 마련, 환경보호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기질 개선
및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베이징시의 공장이 허베이성으로 대규모 이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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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및 기술 등이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제조기업”으로 되어 있어 선
정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전대상 공장에 대한 보상기준 역시 충
분치가 않아서 이전대상 선정 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는 외상투자목록은 베이징시의 목
록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며
베이징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장이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전 명령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
황이다.240) 때문에,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에너지효율개선 분
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한 정책적 협력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NDRC는 ‘에너지절약 분
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양
해각서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기업 간 교류 협력 촉진, 중국 내 노후 산업
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추진, 에너지라벨링제도 정보 교류, 에너지
절약 분야 협력을 위한 협조메커니즘 구축, 공동 R&D 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 협력의제 발굴 및 논의 등의 세부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
력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에너지효율 표시 관리방
법 개정안의 적용시기 연장 합의 등도 이러한 양국 정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중국의 여러 해당 부처들과 우리나라 정부와의
긴밀한 관련 협조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한중협력의 주요 선행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어서 신

240)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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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외국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에 있
는데, 비단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IEA
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에너지부와 중국 NDRC는 2009년 ‘에너지효율 행동 계획(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EEAP)’를 체결하고 포럼 개최, 데이터 공유 및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와 장쑤(江蘇)성 정부는 2005년과 2009년
각각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력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했다.241)
독일과 중국은 독일정부가 500만 유로를, 중국이 4,000만 위안을 부담
하는 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향상을 목적으로 한 건물 개조
시범사업(2005~2010년) 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제개발협력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동 시범사업을 통

하여 독일의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적합한 개조 기술을 전수하는
등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앞세워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242)
이 밖에 프랑스와 일본 등도 중국의 주택 및 도농건설부(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와의 공동협의를 통해 주택 에

너지 효율 개선, 환경시범도시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발의함으로써 국가
적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EU 역시 에너지, 도시화, 기후변화,

241) Schmidt and Davidson(2010),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U.S. and China Building Togeth
er”,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발표자료 p. 6.
242) KOTRA(2012b),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2) - 진출사례 및 한중협력방안”,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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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EU-중국 간 협력을 위한
2020 전략적 의제’를 2013년에 발의하였다.243)

한편, 2015년 IEA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Fatih Birol이 취임 후
첫 번째 방문국으로 비회원국인 중국을 택했을 정도로 IEA 역시 중국과
의 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과의 협력
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다른 선진국·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는 우리에게는 위
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에서 우리와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일부 분야는 우리보다도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가장 앞
선 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바로 맞닿을 수 있는 일대일로
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
킹해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효율을 포함한 에너지부문 전반에 걸쳐서 적
극적으로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 정부 간의 교류 활성화
본 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활
발하게 에너지효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정책 초점
이 소득불균형 해소, 내수 활성화 등에 보다 집중되면서 중국경제의 지방
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243)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2015), “Smart Cities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China”, Working Paper,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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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공공사업에 민-관 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

침을 공표하였는데, PPP의 실질적인 운영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6-3]은 중국의 민관협력 사업의 투자규모와 사업건수를 나타
낸 그래프로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부문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민관협력사업 연도별 투자규모와 사업 건수(1990년~2014년)

그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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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장현숙 · 박현덕(2016) “중국 민관협력사업 추진 전망 및 진출시 고려사항”, IIT TRADE FOC S , 2016년
5호, p. 3.

특히나, 중국은 ‘관시(關係)’ 문화가 만연하여 외국 기업들이 경쟁입찰
을 통하여 PPP 사업권을 수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중국에서 대부
분의 PPP 사업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
과한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는 관시를 통해서 사업자가 미리 내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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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시가 부족한 외자기업이 현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사전
에 파악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더라
도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아래 <표
6-7>은 최근 중국의 에너지 부문 PPP 사업에 진출한 외자기업들과 사업

내용으로 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폐기물소각 발전사업이다.

표 6-7

중국의 에너지 부문 PPP사업에 진출한 외자기업들

기업명

Zhong De Waste
Technology AG(독일)

Canadian Solar
Inc.(캐나다)

․

사업명

연도

기간

형태

규모

2014

-

BOT

160

Canadian Solar Inc. Sihong Solar Power
Plant Phase

2013

25

BOT

9

Tumushuke City Canadian Solar 100MW
PV Power Plant

2013

-

BOT

58

Datong Atesi Solar Power Plant

2015

-

BOT

75

z

z

Lan hou Zhongpu i Solid Waste
Incineration Power Plant Phase

Ⅰ

Ⅰ

자료: 장현숙 박현덕(2016), p, 6.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각 자치 정부마다 저마다 다른 정책을 시행하
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진출 또는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에너지효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성, 시, 자치구 등의 지방정부
와 문화,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서
현지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PPP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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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이 마련되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등의 이유로 해외 사
업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좋은 기회도 많이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규 재원조달 방안 개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있어서 재원조달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여타 에너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에너
지효율개선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이에 대한 이익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업의 단위가 크지 않으므
로 투입비용 대비 수익의 규모도 적어, 회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에서는 회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
과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은 에너지효율시장 확대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1) AIIB, GCF 등의 기금 활용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자금활용은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정식
출범을 하게 된 AIIB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재원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중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다자개발은행이
다.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달리 아시아의 인프라 사업을 투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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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플랜트,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에너지 소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UNEP(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중국 사무소의 쟝시강

지사장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UNEP는 AIIB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UNEP의 풍부한 녹색금융 경험과 AIIB의 금융수단이 결합되면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아시아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
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44) 비단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비효
율적인 인프라 설비는 결국 저개발국가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는 높은
비용부담과 낮은 기술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도 있다.245) 이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는 AIIB가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 기후체제에 발맞
추어 엄격한 친환경·고효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있었던 AIIB의 첫 연차총회에서 진리췬 초대 총재 역시
“AIIB는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선언함으
로써 AIIB를 활용한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246)
중국은 AIIB 지분의 약 30%를 보유한, 실질적으로 AIIB를 지배하는 국가
이고 한국 역시 지분율 3.81%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의 뒤를 잇는
AIIB의 5대 지분국이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AIIB의 자금을 활용하여

244) Xinhua Insight(2016. 6. 28), “AIIB, the Green Investment Bank”, http://news.xinhuanet.com/e
nglish/2015-06/28/c_134363094.htm(접속일 : 2016. 9. 3).
245) Maria Belenky(2016), “How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Can Lead on Energy
Efficiency”, http://www.climateadvisers.com/how-the-asia-infrastructure-investment-bank-ca
n-lead-on-energy-efficiency/(접속일 : 2016. 8. 16).
246) AIIB(2016), “President’s Report to the Board of Governors -2016 Annual Meeting of the Boar
d of Governors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http://www.aiib.org/html/2016/NEWS_
0625/121.html(접속일: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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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사업을 아시아 제3국에서 공
동으로 발굴·진행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IIB 외에도 GCF(Green Climate Fund),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NDB(New Development Bank) 등의 기금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CF의 경우 아직 신청
된 사업 건수가 많지 않아247) GCF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사
업 역시 양국이 함께 추진해 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강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앞서 언급했듯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기인한다. 때문에, 민
간 금융 및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들을 통해서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
나는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개선을 통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다. 전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1MWh 당 1 REC(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전력판매 수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에너지효율시장에는 이러한 인증서제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
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색인증제도’248)의 도입을

247) 2016년 제 1차 에너지미래포럼, “신기후체제의 도래: 도전과 과제” 발표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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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효율 의무화제도 등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여
러 가지 정책들의 시행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양국 정부의 활발한 정책
교류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민간 재원 조달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5년 5월, 120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The European Union, 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249) 평가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국가는 대다수의 기술에서 상위수준을 기록하고 있
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중국의 경우 아직
까지 평가기술 대부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6-8>은 상기 기술수준 평가결과 중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을 발췌한 것이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효율 관련 기
술 전반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기술, 에너지 빌딩기술, 미래 첨단도시 건
설 기술, 지능형 건물제어기술,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등에서 우리

248)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녹색인증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서 절약

되는 전력량만큼을 인증서를 통해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효율개선으로 인한 요
금절하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해 줌.
249)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고자 과학기술기

본계획에 명시된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음. 기술수준 평가는 논문 · 특허 점유율,
논문 · 특허 영향력 지수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종합분석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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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기술수준이 크게 앞서 있었고, 특히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중국에
비해 월등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안보 제고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현재 한·중간의 기술 격차만을 고려하여 협력분야를 모색하기 보다
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의 기술 혹은 사업모델과의
접목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8

에너지효율 관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주요국 간 기술수준 비교
한국
기술명

기술
수준
(%)

친환경 초절전형 반도체 회로기술
서비스 로봇기술

중국
순
위

기술
수준
(%)

81.0

4

78.8

4

스마트 자동차기술

78.9

환경친화 자동차기술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일본
순
위

기술
수준
(%)

73.9

5

67.2

5

4

58.4

82.8

4

82.0

4

스마트그리드 기술

90.3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81.8

고효율 전지기술
열에너지 네트워크기술

EU
순
위

기술
수준
(%)

91.6

3

98.0

2

5

95.3

70.4

5

69.6

5

4

70.7

4

81.4

82.6

4

69.8

82.4

4

61.9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76.5

4

고효율 석탄가스화· 액화 발전기술

73.2

기계적 에너지 저장기술

75.4

지능형 건물제어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기술

미국
순
위

기술
수준
(%)

순
위

91.9

2

100

1

93.7

3

100

1

3

98.9

2

100

1

100.1

1

96.8

3

97.4

2

100

1

96.2

2

95.3

3

5

93.5

3

94.6

2

100

1

5

97.9

3

100

1

98.3

2

5

100

1

90.7

3

96.6

2

5

95.7

3

100

1

96.5

2

59.8

5

93.9

2

100

1

92.8

3

5

79.2

4

90.8

3

98.2

2

100

1

4

69.7

5

90.3

3

96.9

2

100

1

79.8

4

64.8

5

96.8

2

95.7

3

100

1

82.0

4

66.5

5

94.2

3

100

1

96.8

2

미래 첨단도시 건설기술

77.4

4

64.3

5

94.5

3

96.3

2

100

1

첨단철도 기술

78.4

3

77.7

4

98.9

2

100

1

73.7

5

ICT기반 친환경 도로기술

75.5

4

60.7

5

95.5

3

97.7

2

100

1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a),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pp. 17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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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강국으로 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ICT를 접목

한 융복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중
국 에너지효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중국시장 진
출이 기대되는 사업부문을 소개하고, 부문별 중국시장 여건과 협력방안
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UN(The United Nations)이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UN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14억 명이던 도시지역의

인구는 2050년 63억 명까지 증가하여 향후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지
역에 집중 될 것으로 나타났다.250)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도시화
는 더욱 가속화 되어 2050년경에는 신흥국 인구의 67%가 도시지역에 거
주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중국의 경우, 2012년 이미 중국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까지

도시지역의 인구비율이 최대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국
의 도시화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2014년까지 매 년 평

250) U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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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8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교통난, 주택난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도시개
발모델의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컨설팅 회
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중국 칭화대학(Tsinghua University)이 공동으로 조

사한 ‘2013 중국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The China Urban Sustainability
Index 2013)’에 따르면,251) 세계 주요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대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중국 도시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발전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중국 도시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
해서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도 중국 도시발전모델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다.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10년 31.3%를 보이던 중국의 수출 증
가율은 2013년 7.8%, 2015년 5.1%를 기록하며 급격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수출 부진은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2010년 10.4%였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2013년 7.7%, 2015년 6.9%를 기록

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Jeffrey Sachs,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의 Yifu Lin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수출 부

251) McKinsey & Company(2013), “The China Urban Sustainability Index 2013”, Working Paper,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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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수
출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252) 실제로 중국 시진핑 정부는 출범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를 통한 내수시
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내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진
핑 정부가 제시한 ‘신형도시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3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2014-2020

年)’을 발표하고, 기존의 도시화 방식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 고
도화가 지체되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기
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의 스
마트화(智能化)를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내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253) ‘신형도시화계획’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도시의 스마트화 추진, 즉
‘스마트시티(智慧城市, Smart City)’ 건설인데, ‘스마트시티’ 는 이미 전 세

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모델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
전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에너지, 교통, 환경 등 도시 주요
기능에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IHS Technology가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254) 2015년 기준 스마트시티 시장은 약 6조 2백억

252) Jefferey D. Sachs(2016), “China at the Economic Crossroads”, http://www.bostonglobe.com/o
pinion/2016/01/11/china-economic-crossroads/5Y37ZljkOUTypYNy1Tc0KO/story.html?s_cam
paign=email_BG_TodaysHeadline&s_campaign=(접속일: 2016. 8. 20).
253) Wei Lang(2016), “A New Style of Urbanization in China : Transformation of Urban Rural
Communities”,

Habitat International 5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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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규모로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된 스마트시티 시
장이 향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5년 이내에 약 1조 2,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스마트에너
지의 경우, 에너지효율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과도 직결되어 있어
Navigant Research 등 유명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은 향후 스마트에너지가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55) 실제로 Pike
Research가 2013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

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빌딩 등 에너지 관
련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6)
중국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스마트시
티 구축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최초의 스마트시티는 싱가포르와의 협
력을 통해 톈진(天津)에 건설된 “에코시티(Eco-City)”로 도시 인프라 전반
에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태적으로 지
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갖춘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건설
을 시작한 톈진 에코시티는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도시 주요 기능에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
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기술을 이용한 지능화 전력망을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음식물 자원화 설비, 빗
물 재활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문제와 에너지문

254) IHS Technology(2015), “Smart City Index Report 2015”, pp. 15-30.
255) Navigant Research(2013), “Navigant Research Leaderboard Report: Smart City Suppliers”,
pp. 20-35.
256) Pike Research(2013), “Smart Cities”, Research Report, pp.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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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톈진 에코시티는 2020년
경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최초의 저탄소·친환경
스마트시티로 향후 중국 내 다른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
한 모델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257)
2015년 6월까지 중국정부는 중국 전역에 총 277개의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1조 위안을 투자하여 500
개의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에코시티 건설 사업은
톈진을 비롯하여 더저우(徳州), 바오딩(保定), 투루판(吐鲁番), 둥관(東莞)
등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에코시티의 건설 사
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58) 이는 현재 중국 에너지소비
의 상당부분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에너
지소비총량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 억제를 위
해서는 도시지역의 에너지소비 절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향
상과 친환경 에너지 소비 확대를 주 컨셉으로 하고 있는 에코시티 건설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에코시티는 환경문제 해결과 스마트그리드, ESS 등의 에너지 기술과
ICT를 접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 제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고효율
전지기술 등 에코시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보다 우
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에너지 기술과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구축

257) APEC Energy Working Group(2011), “APEC Low Carbon Model Town Project: Tianjin Yujiapu
Feasibility Study”, pp. 43-55.
258) 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5), “Smart Cities in China”, Working Paper,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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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2013년 4월,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과거

중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된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한 이후, 중국정부는 동북부 지역의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
닝(遼寧)성을 시작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 총리는 2022년까지 27개성에 위치한 95개 노후 산업단지를 친환경 과
학기술단지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중국정부의 노후 산업단
지 재정비 사업은 중국경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후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
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59)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정부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산
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절약 방안 중 하나로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NDRC는 2013년 우리나
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
서’에서 한·중 양국 간 협력분야 중 하나로 중국 내 노후 산업단지 에너
지효율화 사업을 명시하였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에너지효율
부문 협력활동에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 시스템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협

259) China Today(2015. 3. 10), “Xi Urges Reform to Revive Rust Belt in Northeast China”,
http://www.chinatoday.com.cn/english/economy/2015-03/10/content_675972.htm(접속일: 20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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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포함시키는 등 중국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에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완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비
중이 전체 산업단지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생산 효율성과 에너지효율
제고 측면에서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을 기준으로 완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6%, 제조업 총 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
라 에너지 소비의 40%가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설
비 노후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부재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
는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부문
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60)
우리나라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모델이다. [그림 6-4]
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모델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모델은 우리나라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산
업단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노후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열
병합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소비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노후 단지 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260)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5b),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전략, pp. 9-12.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215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 전반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림 6-4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모델 개념도

Cloud FEMS

④ 에너지 모니터링

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⑤ EnMS 통한 분석 관리

태양광 발전

에너지

데이터 센터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전지 발전

반 전기 사업자

일

태양광 발전

단

산업 지
ESS

병

열 합 발전

② 에너지효율설비 설치

③ 에너지저장 장치 투자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16), “에공-한국산단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보도자료.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모델은 노후 산업단지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
해 단지 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
하여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독려하고, 에너지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생산
설비를 고효율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등의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며, 단
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한 전력 또는 발전사업자
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
어 생산 공정 전반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해 생산설비별로 에너지 소
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통제하는 FEMS를 도입
하여 생산설비별 에너지소비 절약은 물론, 생산 공정 전반의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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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61)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온산, 울산·미포, 부산·녹산,
구미, 시화·반원, 광주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중 시범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에너지융복합 시범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성
과를 평가한 후,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을 모델화하여 이를 해
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모델은 스마트그리드, ESS, FEMS 등 우리나라
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과 고효율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등의 고효율기기 기술, ICT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모델로, 단
순히 관련 기술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설비 설치부터
산업 공정 전반에 걸친 에너지 수요 관리에 이르기까지 산업부문의 에너
지효율 제고를 위한 토탈 라이프 사이클(Total Life Cycle) 관리를 지향하
고 있어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모델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중국 노후
사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
상된다.

3) 에너지진단 사업
1980년대 시작된 중국의 에너지진단 사업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너지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다.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1,000여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의 에너지진단을 의무화 하는 등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진

261) 한국에너지공단(2016), “에공-한국산단,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보도자료,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79(접속일: 201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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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을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진단기술 및 진단 노하우의 부족으로 석
유화학과 같이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진단사업을 추
진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262)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
도’)에 따라 1970년대부터 산업현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과 에너지 손실요
인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진
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
TOE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제도’의 시행을 의무

화하고 있다. 에너지진단은 전문 기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진단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에너지 소비 패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발
견된 에너지 손실 유발 요인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을
의미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포함하여
총 84개의 에너지진단기관이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연간 에너
지소비량 10,000 TOE 이상의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263)
에너지진단은 사업장 내 산업설비와 기기별 에너지 소비 현황과 산업
공정 전반의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을 토대로 산업현장의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별 에너지 운용 최적화 모델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
한 산업설비 운영 시스템 설계 등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업

262) Shen. Bo(2013), “Energy Audit Practices in China : National and Local Experiences and
Issues”,

Energy Policy 46, pp. 349-350.

263) 한국에너지공단(2014), “KEMCO 에너지진단 베트남, 중국으로 나아가다”, 보도자료,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troduce/business/sys tem/diagno/overview.a
sp(접속일: 201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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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에너지진단 부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사업
현장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진단 노
하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에너지진단 기업의 경우, 1970년대부터 다양
한 업종에서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ICT를 기반
으로 한 에너지진단기술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등 신
흥시장의 에너지진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264)

264) 실제로 우리나라 에너지진단기업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해외 에너지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은 2002년 처음으로 중국 에너지진단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
금까지 중국 삼호제혜유한공사, LG 전자 톈진공장, 말레이시아 삼성 SDI, 태국 Thai Oil, 멕시
코 쥬멕스, 과테말라 섬유공장, 러시아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등 20여건 이상의
해외 에너지진단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219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
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 행동 계획서에서 2030년
까지 단위GDP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고, 1차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20% 전후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 목표와 세
부 이행조치를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중국정부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점
을 두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발전 추진이다. 중
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를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 통제,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
해 석탄 소비를 통제하는 대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등 비 화석에
너지의 소비 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에너지소
비구조 전환의 성공 여부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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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에도 다수의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을 위한 법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규제
및 구조조정 유도, 청정에너지 사용 확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송
부문에서도 연비 개선, 친환경 차량 및 저배기량 차량의 보급 확대를 촉
진하기 위한 지원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
조달에서 에너지 효율 우수제품의 구매 의무화 등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중국 내 에너지절약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
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
조’ 와 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
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
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
연구센터’가,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
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대도시나 주요 성(省)급
지방정부의 경우, 별도로 에너지효율센터를 두고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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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에너지관련 주무부처에서 에너지절약사
업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산업부문의 에너

지 소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중국 전
체 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OECD 평
균인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절약, 효율개선은
중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시행한 산업부문 에너지효
율 주요 정책들로는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이 있다. 13차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정부기능, 재정정책, 가격 및 전력시장 등 4개 영역
에서의 개혁정책과 함께 산업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효율 개선 등
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는 지역(기후), 건물의 종류와 용도, 건축
설계, 에너지설비, 소비습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지역별로는 북부지
역(70%)이, 소비용도 면에서는 난방(57%)이, 그리고 에너지원에서는 석탄
(58%)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물 부문 1차 에너지 소비량(바이오매스 제

외)은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
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증가하였다.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은 중국의 대표적인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으로 1980년대 대
비 65%의 에너지효율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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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송부문은 도로수송, 철도, 해상수송, 항공으로 구성되며 도로
수송과 철도가 중국 수송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수송과 항
공은 자동차와 철도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인 소득증가와 맞물려 특히 자동차의 수요
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수송부문의 빠른 성장세는 중국 내 에너
지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
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의 석유제
품 의존도가 높다. 중국정부는 중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에너지절약 관련 다양한 법규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

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자
동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최
근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2015년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처음
으로 1%를 돌파하는 등 중국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을 확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
차 보급에의 장애요인을 점차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정부는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통
해 중국 수송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
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고
속철도와 도시철도 건설 확대를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및 항공부문은 여객 이용수 및 화물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지만, 중국 수송물량의 상당 부분이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져
아직까지 동 부문에 에너지효율개선은 미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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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최저소비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
진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 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전자
제품 시장에서 에너지 고소비 상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근거로 최저소비효
율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전자제품과 조명, 사무기기, 산업설비 등에 에너지소비효
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에너지효율 표시제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고효율기기
에 대해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 마
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지침에 따라 에
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
리감독을 강화되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표준을 포함하여 현재 중국 표준
제도는 국제표준에의 부합도가 낮고, 표준 이행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미비로 국제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표준의 경우, 현재의 제품 및 설비 중심의
표준제도를 제품 생산공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부터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칭화대학교 Zhou Sheng 교수의 GCAM-China 모형을 활용한 중국의 에
너지절약 잠재량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50년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은
약 4억 3천만 tce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은 2020
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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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의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탄소배출 저감’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반해 건물부문은 잠재량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송부문도 건물부문과 마찬가지로 잠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PERC(2016)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APEC회원국가들 중
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략
2040년 APEC 국가의 에너지절약 총 잠재량의 약 45%가 중국에 의한 것으

로 전망되었다. LBNL(2013)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총에너지 절약은 가
전기기와 난방에너지 절약이, 상업용 건물의 총에너지 절약은 조명 등 기
타 전기기기 사용에서의 절약이 가장 크게 기여하며, 수송부문은 차량 연
비개선과 여객용 차량의 전력화(electrification)확대, 국가 철도수송망 개
선 등을 주로 절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환경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정부들 역시 자체적으
로 다양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시장을 비
롯한 환경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하여 GDP 대비 15%까지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자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 역시 개정되어 ‘에너지절약’ 분야가 ‘허가’에서 ‘장려’
항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진출 여건
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력 및 진출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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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중 하나가 중국 정책의 불안정성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한·중간의
에너지효율개선 부문 협력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어서 선진기술 도입 등을 이유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및 IEA와 같은 국제기구들과도 활발하게 협력을 진행 중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효율
을 포함한 에너지부문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
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각기 다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활성
화를 통해서 현지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에너지효율개선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시급하다.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자금 수요
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할 수는 없으
므로, 양국은 AIIB, GCF와 같은 국제 기금의 활용 방안 및 기타 민간 자본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적 협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에 따르면 에너지효
율과 관련된 기술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우
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에너지안보 제고와 산업경쟁
력 확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에너지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향
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에너지효율 시장에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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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 · 환경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
장 진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
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
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
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
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의 에너지 기술과 고효율기기 기술, ICT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모델로 단순히 관련 기술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공정 전반에 걸쳐 에너지수요관리를 시행하는 토탈 라이프 사이클 관리
를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1,000여개의 에
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
술 및 진단 노하우의 부족으로 석유화학과 같이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
로 하는 분야에는 진단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에너지진단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앞선 에너지진단 기술 및 전문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에너지진단 사업에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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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제2장에서 제6장까지는 중국에 에너지효율정책과 중국의 에
너지효율시장 진출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부
문 우위와 ICT 기술 등 장점을 활용한 진출유망분야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노후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출기업들의 중국 현지에서의 정책 불안정성으로 인한 장애요인이
나 애로사항들을 완화하고 현지 사업기회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
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인프라,
정부의 정책 또는 지원전략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1)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고효
율 전지기술, 지능형 건물제어기술, 고효율에너지빌딩기술, 미래 첨단도
시 건설기술 등에서 중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갖고 있다. 현재 기술수준으
로는 중국에 비해 앞서 있기는 하지만 해외의 선진 경쟁국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경쟁우위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다
른 기술과 융합하여 패키지형 또는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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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CT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기술과 노
하우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를 절약하고 이를 재판매하
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아시아에서는 선도적으
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265) 따라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제반 기
술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요시장 운영 경험 및 에너지 종합관리서비스 산
업 노하우를 융합한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수출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
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
하우를 축적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한 스마트시티
구축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노
후산업단지의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을 모델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에너지절약 기술의 현재의 우위를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현재 공장 또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 및 절약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
한 친환경 공정 기술이나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에서 환원제를 탄소(석탄)을 이용하는

–

265) 관계부처 합동(2015.11.23),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2030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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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공정이 대부분이나 이를 수소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기술이나 아직 수소환원 제철은 세계적으
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266) 그러나 불확실성과 큰 비용이 수반되는 온실
가스 감축기술의 신규 개발을 위한 투자에는 위험과 부담이 상존한다. 우
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을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2015.11)에서 중점
적인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
규정책을 만들거나 중복적인 지원보다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과의 접
점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솔루션과 친환경 공정의 강점을 살린 비즈니스
솔루션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3) 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진단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미 2002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진단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중국 삼호제혜유한공사, LG
전자 텐진공장 등의 사업실적을 갖고 있다.267)하지만 중국에는 대형 제조
업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진단 실적이나 규
모는 이에 비해서 그리 많은 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에너지진단 기술, 인력, 노하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 소재한 대기업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실적
은 많이 갖고 있고 진단 대상 사업장의 산업군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보다

266) 관계부처 합동(2015.11.23), p. 36.
267) 한국에너지공단(2014), “KEMCO 에너지진단 베트남, 중국으로 나아가다”(보도자료),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troduce/business/system/diagno/overview.
asp(접속일: 2016. 9. 3).

23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많은 진단사업에의 진출이나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 대기업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하는 것
이 우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진단 사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컨소시엄을 통
해서 일부 진단기술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중국의 대형진
단프로젝트에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득실 여부
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중국내 한국계 사업장외에 다수의 사업장에 진단사업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체결한 ‘에너지절약분야 협력 강
화에 관한 양해각서’(2013.6)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 양해
각서에 의하면 한국측 실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의 서명기관이자 실행기관인 NDRC와의 지속적인 후속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해각서의 서명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의 NDRC와의 지속적인 후속 협의회의, 실무회의 등으로 통해서 구체적
사업 발굴 또는 보다 진전된 협의를 해나간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진단
사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국내 에너지진단 사업자들의 중국진출을 위해서 한국에너
지공단의 중국 사업노하우와 에너지진단 기술 등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활용, 국내에서 에너
지진단 기술 공유 및 인력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전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의 에너지진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중
국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내 우수 중견기업과 대기업,
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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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율산업의 구성원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1) 실무지원 체계 구축
에너지효율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 필
요한 실무지원과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해외진출 지원
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의 정책, 신규프로젝트 발굴, 인허가,
법무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자문단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을 위한 전 단계에 걸쳐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서 중국 사업에 노하우가 없는 국내 중견기업들이 중국 사업 진출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거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다.

2) 중국 에너지효율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중국의 개방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에서의 사업여
건은 불안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중국의 사업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에너지효율사업의 중국 진출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효율사업자들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
거나 현지에서의 사업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송, 산업,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산업 시장정보, 주요 기업 정보, 현지 조달 방법,
법제도 및 인허가 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
어 에너지 효율산업에 대한 지역별 진출여건을 분석한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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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기후, 건물, 설비,
에너지소비 행태 등에서 차이가 많다. 또한 중국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기후대나 지역 간 차이가 극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또
는 효율개선 기술 등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지화 노하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고려
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노하우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중국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현지에 보다 적합한 기술이나 제
원을 갖추거나 또는 연관 분야의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 중국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표준제도가 표준 이행의 적합성 및 효과성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표준 개정을 위한 정보 및 분석도 국제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에의 부합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에너효율 표준을 비롯하여 국가표준 전반에 걸쳐 독자적인 표
준체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상품의 보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
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제도가 국제표준과 부합도가 급격
히 개선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입을 보다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표준제도가 국제표준과 부합되도록 인식과 이
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가능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이중 ‘에너지절약’ 항목을 허가항목에서 ‘장려
항목’으로 새롭게 분류한 것은 긍정적 여건변화라 할 수 있다. 장려항목은
여러 우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군으로 정의268)되고 있으므로 이
러한 혜택이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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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한다면 기업들의 진출
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환경문제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등의 분야에 있어
서 더욱 적극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방침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
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서 정보제공은 매우 요긴할 것이다.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1) 국내 재원, 국제기구 및 다자은행의 재원활용 지원
우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전력신산업펀
드’와 같은 펀드나 융자 등 민관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효율화를 위한 인프
라 조성을 계획한바 있다.269)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펀드를 확대
하고 중소·중견 에너지 신산업 기금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에너
지신산업 관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자금을 활용하여 타당성 조
사나 보험 및 융자 등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270)
에너지효율산업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분야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
으므로 유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탕성조사, 무역보험특례적용, 융자
사업 우선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c), p.187
269) 산업통상자원부(2016.5.19), ‘2조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계획 확정 - 산업부, 한전, 전력 신산업

펀드 운영 컨퍼런스 개최’(보도자료).
270) 관계부처 합동(2015. 11. 23),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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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신산업확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사업의 중국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제도들
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금융조달 비용의 감소
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에너지효율 기업들이 국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
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GCF, AIIB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에는 ‘에너지신산업 해외 프
로젝트 수주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해외사업 수
주방안을 교육한 바 있으며,271) 2016년 9월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
내 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다자개발은행 발주사업 수주 제안서 작
성 교육을 실시하였다.272) 향후 에너지효율사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에너지효율사업에 특화하여 중국의
사업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
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국내외를 막론하고 향후 ICT기술을 활용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 역시도 이를 위해 ICT

271) 한국에너지공단(2016. 5. 19), “창조경제 해외진출, 에너지신산업으로 개척한다! - 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해외프로젝트 수주 역량강화 교육 실시”(보도자료).
272) 한국에너지공단(2016. 9.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업 해외진출 돕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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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접목한 에너지절약장비 제조업을 개발·육성하고 국가전략 차원
에서 시장확대와 신성장동력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
한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성공적으
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사업의 중국진출은 에너지효율 기술, 고효율 제품, 사업 전략, 재원마련,
국제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정부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술(미래부), 산업부(산업,
에너지) 재정(기재부), 국제협력(외교부) 등 부처간 협업과 범부처적인 접
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범부처간 에너지효율사업을 위한 협력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내 사업자
들의 중국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협업을 위해서는 업계, 연
구소 및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4. 한·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1) 정상외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양자협력
전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와 2013년 에너지
절약 분야 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273)를 체결한 바 있다. 동 양해
각서는 2013년 6월에 있었던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것으로 우리
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서명하였다.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국은 에너지절약 기업간 교류협

273)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13. 6. 2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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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추진, 중국내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추진, 에너지라벨
링제도 정보 교류,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메커니즘 구축, 공동 R&D 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 관심의 에너지절약 의제 논의, 중국 인사의 한국 초청
연수 사업 지속 추진 등 7개 중점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
해각서를 통해서 양국 정부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분야의 정책협력을 위
한 최소한의 근거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나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실무적인 차
원의 협력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
행을 위한 정부간 대화와 실무협의가 계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 협력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협력방식을 발굴해야할 것이다. 또한 동 양해각서는 서명 후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나면 일방이 중지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

로 5년 연장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6월에는 첫 만기가 되
는 해이다. 그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있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양국 후속협력을 통해서 다음 양해각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
국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향후에도 정상외교 또는 정부부처간 외교 등을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협약의 후속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양자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
하다. 특히 공동사업 개발 시 기존의 노후 산업 단지의 후속 연계 사업
개발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에너지 진단사업과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 등
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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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해 인도 및 동남아 등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
공동진출사업 기회 모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베이징, 텐진 등 중국의 시정부와 우리나라 서울, 인천 등 지방
정부 간의 양자협력도 중요하다. 중국의 에너지효율 사업에 지방정부의
관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수반의 외교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퇴출해야하는 낙후산업이 일부 지방에서는 중요한
경제주체이거나 재정수입원이고 경제발전 수준도 지역 간 차이가 커서
중국의 지방정부마다 에너지효율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양국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서 중국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 중앙정부간의 협력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서 얻어지
는 협력 관계와 노하우 등은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공유되고 이
를 국내 에너지효율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은 지속
적으로 PPP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국내
에너지효율개선 PPP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PPP 사업을 담당하는 지
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2)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협력
중국에서 에너지효율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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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절약산업 활성화의 주요 난관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에너지효율 및 절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ESCO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기술적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
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산
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효율 산
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효율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에서의 협력이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자, 엔
지니어링 업체, 시설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에너지효율산업에 포함된 다
수의 기업들이 상이한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사업
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거나 신뢰 구축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에너지효율 사업의 개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의 계약관행에 대한 이해나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효율 사
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서 에너
지효율 사업의 모델 표준화나 신뢰성 있는 방법론 제공 등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제도화를 유도하고 정책신뢰성, 사업환경 위험을 줄
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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