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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녹색경제를 과학적발전 노선 추진 5대 과제 속에 포함: 기술혁신, 산업구조조정, 三農, 과교
흥국, 녹색경제 
 

- 2010년10월 12.5 규획 건의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 제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
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개 분야중 4개가 녹
색경제와 관련됨 
 

-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내지 제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돌파구 내지 플랫폼으로 
활용. 2015년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총리는 제조업이 중국의 우위산업이라 강조하며 
“중국제조 2025”구상속에서 녹색발전을 역점 분야로 강조. 
 

- 풍력산업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의 풍력터빈 생산국으로 성장. 세계 top10기업에서 중국은 3개. 
태양광산업에서도 태양전지 세계1위 생산국.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우, 2008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개발, 전기자동차 모델수 110종 (한국 9종)이며 향후 10년간 1,000억 위안에 달하는 보
조금 지원 계획. 
 

- 녹색산업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 신흥공여국으로 부상. ODA와 녹색산업 상품을 연계하여 세계 녹
색경제 질서 주도권 확보를 추진중.                    

중국의 녹색경제 

출처: 조현준 건국대교수, 2015.3 중국의 녹색경제 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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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10년)에 녹색성장으로 전환을 강조하였고, 에너지·환경 관
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환경보호총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하여 권한과 책임을 확대·강화
함.  

- 12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첫 녹색성장 계획으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즉 재정, 세제,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구조조정, 국토이용 정
책 등과 같은 녹색산업 전략과 지원정책을 사용함.  
 

- 2007년 우한(武汉)과 창사(长沙)，주저우(株洲) 등을 자원절약형 친환경 종합개혁 실험구로 지정하
였고, 녹색/저탄소/순환경제 전환을 이 지역에서 실험해본 뒤,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 목적임.  
 

- 2014년 10월 중국 교통운송부가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대중교통(공공버스 20만대, 택시 
5만대, 물류배송차량 5만대 등)의 30% 이상을 점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을 밝혔고 (현재 5% 미만), 
2015년 2월 지역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 성과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목표치
가 발표됨.  
 

- 2015년 3월, 양회에서 뉴노멀시대(중고속 성장시대)의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실크로
드), 환경오염 방지대책, 의법치국, 민족단결 등을 강조함.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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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창사시 



3-3-1 동북아 그린데탕트를 위한 녹색기술 협력방안 연구  5 

후난성 창사시 
Industry Park 



 에너지절감기술과 제품 보급 

 
2012년:  
- 국가발개위는 제 4차 <국가중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목록> 발표, 석탄, 전력, 철강 등 13개 업
종 22개 에너지절감 기술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중점 에너지이용업종 에너지효율 목표도달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 
중점기업 에너지절감기술개선, 선진에너지절감생산과정의 적극적인 보급 실시 
- 철강, 석유화학, 유색금속 등 11개 중점업계 에너지절감 배출감소 선진적용기술 목록과 사례, 기
술지도 등 제작, 600여 에너지절감 기술 포함 
 
2013년: 
- 국가발개위는 제 5차 <국가중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목록> 발표, 12개 업종, 49개 중점 에너지
절감기술 발표 및 186개 중점 에너지절감 저탄소 기술 추천 
- <2013년 공업에너지절감 및 녹색발전 전문 행동 실시방안>,<가전기기에너지효율제고계획
(2013-2015)에 관한 통지>등을 발표, 에너지절감 배출감소 기술 및 신제품 보급응용 추진 
 

2014년: 
-국가발개위는 제6차 <국가중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목록> 발표, 13개 업종, 29개 중점 에너지
절감 기술 발표215개 중점 에너지절감 저탄소 기술 추천 
- 저탄소 기술 진보와 보급, 선진적용의 에너지절감 신기술, 신장비 등 발표 
- 과기부는 <에너지절감 배출감소와 저탄소 기술 성과전환 보급 목록> 발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_2012 vs 2014년 비교 

출처: 홍성범박사 STEPI 



5개년 개발 규획 

단어 10∙5 계획 
(‘01-’05) 

11∙5 규획 
(‘06-’10) 

12∙5 규획 
(‘11-’15) 

절약(节约) 6 27 22 

환경보호(环境保护 등) 12 29 34 

녹색(绿色) 4 4 10 

신에너지(新能源) 2 1 6 

기후변화(气候变化) 1 1 16 

에너지절약(节能) 4 15 32 

온실가스(温室气体) 0 1 6 

 각 5개년 개발규획별 사용한 단어 빈도 수 

 10∙5계획보다 뒤로 갈수록 점차 “환경”관련 단어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특히 이전과 달리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등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 
 
 5개년 개발규획은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으로, 점차 “환경” 등의 녹색정책을 점차 강조함
을 알 수 있음 

출처: 홍성범박사 STEPI 



<13.5 규획 전망(2016~2020)>  

 
점차 5개년 규획에서의 환경 비중은 크게 증가함으로 보아, 향후 13.5규획에서의 녹색정책
은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10.5계획에서 12.5규획까지  기존 오염된 환경 처리에 집중했던 정책에서 점차 오염 방지
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 13.5규획에서도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히, 신재생에너지 안보가 강조될 전망임(12.5계획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자원 안보를 언
급), 자원문제 비중은 줄곧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에너지 안보의 비중은 역대 큰 비중 차지 

 
 점차 환경문제가 산업, 경제구조, 도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13.5규
획에서도 이와 연계한 녹색산업, 도시정책 등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 
 
 점차 내수(소비)진작으로 경제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 녹색소비, 녹색 산업을 뒷받
침할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신에너지차량, 녹색스마트제조, 청정에너지 건설 등의 12.5규
획 중 과학기술 혁신능력건설 중점을 지속하거나 발전) 

5개년 개발 규획_13.5규획 

출처: 홍성범박사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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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IB 가입을 확정한 것은 이 기구를 
통해 추진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건
설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큰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형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처: SERI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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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한국형 녹색기술 수요 분석 연구 

국외 협의체  
(UNIDO- 

China, CACI등)  

국내 협의체  
(GGGI, KOTRA, 
유관부처 )  

자문위원 
(도시계획, 녹색
기술 등 ) 

G r e e n  
S i l k - R o a d 
T e c h n o l o g y  M a p 

문헌 조사  

GTC 전략 수립  

대상지역 도출 

• 인구, 자원, 인프라 등   
• 산업구조  
• 시장 전망 및 동향  

대상지역 현황 파악  

유라시아 진출 전략 수립  

녹색기술 수요 파악 

수요 분석 및 GSTM 작성  

국내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의
체 참가  

• 국외 협의체 구성      
• 각 국의 정책 및 동향 분석   
• SRX 지역 현황 파악  



2014 Cleantech Investment Landscape in China 

• After two years of downturn, clean technology industry showed a warming trend in 2014. 

• According CVSource Statistics, there were 14 disclosed  cleantech financing cases, decreas
ed by 71% compared to 2013, with total financing of $ 1.165 billion, increased by 77%      
compared to 2013. With the IPO restarting, 12 clean technology companies were              
successfully list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with 2013.  

VC/PE in Cleantech from 2009 to 2014 

 

 

 

 

 

 

 

 



• Cleantech IPO in China： 

    According CVSource Statistics, 12 clean technology companies were successfully listed in 2014,increased by   1100
% compared with 2013, raising $ 4.321 billion, increased by 65.58% compared with 2013. 

• M&A in China: 

    There were 481 announced transactions, increased by 62.5% compared with 2013, with transaction amount of $ 9.6
79 billion, increased by 20.9% compared with 2013. There were 133 completed transactions, increased by 12.71% c
ompared with 2013, with transaction amount of $ 2.571 billion, declined by 28.73% compared with 2013.  

    The largest one: Fujian Nan Fang acquired 100% of Fujian Fu Neng Energy with $ 258 million, and acquired 75% of 
Jinjiang Natural Gas with $ 204 million. Overall, the number and amount of the announced M & A  transactions      
have reached maximum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completed transaction number has gone up, the completed   
transaction scale suffered a cold again after the warming up o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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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evelopment Bank pilot in Hun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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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분야의 육성과 환경 규제가 녹색성장 정책
의 핵심이 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는 하향식(top-
down) 개혁이 추진되고 한국의 대중교역 및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됨. 

-  12차 5개년 계획에는 에너지 총 소비량 통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표가 
없었지만, 13차 5개년 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지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
며 신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과 함께 환경문제,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 관련 
정책은 중국 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기간 자금 투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
상함.  

- 중국의 녹색산업은 그 출발이 늦고 일부 녹색산업의 개발수준과 성숙도가 
낮아 향후 녹색산업 관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이며, 중국의 신
성장산업과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폭넓은 영역에서 중첩되고 있어 직접 
경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대응 혹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