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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에너지현황과전망

1. 에너지현황및전망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2001년 이

후 WTO에 가입하고, 베이징 올림

픽, 상하이 만국박람회 개최 결정,

중국내의 외국 자본 기업과 민간

기업 대두, 서부 개발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 성장이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은

4년 연속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

으며, 2007년에도 10% 이상을 전

망하고 있다. 

<표 1>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2005

년도 GDP는 1.9 조달러로 전 세계

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

년-2005년간 성장률도 세계 평균

2.9%보다 3배나 높은 9.8%대를

달성하 으며, 2005~2030년 동

안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또한 인구는 2005년에 13억명

으로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2000년대 이후 0.4%의 완만한 인

구 증가율로 2030년에는 14.5억

명으로 인도와 같이 세계 총인구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1)

(<그림 1> 참조) 

경제 성장에 따라 2002년에

38% 던 도시 인구 비중은 2030

년에는 60%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자동차와 가전 제품의 수요 증

가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9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 성

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에너지 생산량

도 1992년을 기점으로 소비량보다

낮아지게 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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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기주 등, 중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전망 및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06-211, 2006.12

에는 1.7억 tce(표준석탄환산톤)

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2)

최근 에너지 수요 추이를 살펴보

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

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세계의

연평균 1.9%, 아시아 지역의 연평

균 4.5%보다 높은 5.2%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에너지 소

비 증가는 10%, 17%, 19%, 10%

로 평균 14%의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에너지 정

책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 제11차 5개년 계

획』은 에너지 효율 증가와 에너지

의 안정적 증대를 위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에너지 생산을 2005

년 수준 대비 20% 개선하는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에너지 수요에 있어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4%로 억제하고,

에너지원별 점유율도 2005년에 비

해 석탄, 석유는 각각 3.0%, 0.5%

낮추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재

생 에너지 비율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차 에너

지 생산에 대해서는 연평균 성장률

은 3.5%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따라서 <그림 3>의 2010년 1

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과 같은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의 1차 에너지 총생산은

2005년에 비해 19% 증가되고, 1

차 에너지 소비는 22%나 증가되고

있지만, 주로 석탄을 중심으로 한

<그림 1> 중국의인구와GDP 전망추이

<그림2> 중국의에너지소비및생산량추이(1989-2005)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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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張悅, 中國のエネルギ一發展に關する第11次5ヵ年規畵(2006-2010년)について、IEEJ, 2007.4

화석 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아 대

기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 등 심각

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3)

중국 정부는 국산 에너지에 입각

한 공급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

지만, 앞서 언급된 계획에서 2010

년까지의 향후 5년간 에너지 소비

가 생산량보다 많으므로 국산 에너

지와 국내 수요 폭은 역으로 확대

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과 같이 석유의 순수입량

은 연간 2억톤에 달할 것이며, 수입

의존도는 50%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 가스도 2010년에

는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여 수입 의

존도도 14%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2006년 EIA에 따르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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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3.8,

7.4 (천 배럴/일)로 거의 국내 소비

량의 50%에 이르며, 2020년에는

석유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최대

63-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이러한 중국의 석유 수요 급증

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 시

장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 세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에너지원별 최

근 수년간의 생산 비중 추이를 살

펴보면, 석탄, 수력/원자력/풍력의

비중은 증가하 지만, 석유의 비중

은 약 50% 정도 감소를 보이고 있

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소

비 중 상당 부분을 석탄으로 충당

하고 있다.

2004년도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은 1,537 Mtoe로 전 세계

생산량의 13.7%로 미국에 이어 2

4) 이태환, 중국의에너지안보

<그림 3> 중국의1차에너지수급현황및전망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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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최종 에너지 소비는 819

Mtoe로 전 세계 소비량 6,597

Mtoe(12.6%)로 미국에 이어 2위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

가하는 원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

와 이에 따른 생활 수준 상승,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투자

증가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 것으

로 보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석탄, 수력 발전,

대체 에너지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

부하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석탄, 석유 등 상용 에너지 자원

은 자원별로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지만,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석탄 자

원의 대부분은 북방 지역에서 생산

되고, 소비 지역은 주로 남방 지역

에 편중되어 있으며, 석유, 천연 가

스는 주로 화북, 동북, 서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수력 발전의 50% 이상이 서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생산된

전기의 상당 부분은 산업 지역인

동부 지역에 송전되고 있다.

2. 에너지정책

에너지 정책에 관한 중장기적 비

전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04년 6월

에 발표된『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

획(2005-2020년)』에서는 아래의

8개의기본방침을표명하 다.

①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 대책으

로 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임

② 에너지 구성을 최적화하여 각

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략을 구축함

③ 에너지 자원 개발 지역적 배

분을 합리적으로 실시

④ 국내·해외의 자원을 활용함

⑤ 과학 기술 진보와 혁신을 추

진하고 관리 방법을 강화함

⑥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

제약과 환경 부하를 고려함

⑦ 에너지 안전을 중시하여 에너

<그림 4> 중국의에너지원별총생산점유율

<그림5> 주요국의에너지소비(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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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倪春春, 2006年中國電力産業の動向, IEEJ, 2006.4

지 공급의 다원화를 추진함

⑧ 에너지 개발의 지원 정책을

제정함

그 이후 2006년 3월에 중국 정

부는『중국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

전에 관한 제11차 5개년 계획

(2006-2010년)』을 발표하고,

2007년 4월 에너지 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서인『중국의

에너지 발전에 관한 제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 다. 그 계획 중 자

원·에너지·환경 분야의 주요 내

용은 <표 3>에 나타내었다.

3. 2010년의전력수급계획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비해

전력 부족이 심해 2003년부터 전

력 규제를 실시 하고 있다.5) 2005

년 7월 말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

회가 허가한 신규 전원 건설 규모

는 74,000 MWe이며 , 그 중

27,300 MWe를 건설하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은

1980년 21 Mtoe에서 2005년에

는 171 Mtoe로 연평균 8.7%의 높

은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전력 부

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평균 4%씩 확대하여 2030년에

는 전력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로 확대되어

석유, 석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

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72

MW가 늘었으며, 2006년 74 MW,

2007년 71 MW로 연평균 설비 용

량은 약 14%로 증가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전력 생산을 살펴보면 1980년

301 TWh에서 2005년 2,495

TWh로 연평균 8.8%의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2005년 전원별 발전

량은 석탄이 1,972 TWh로 79%

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수력이

397 TWh로 16%이 차지하고, 나

머지가 석유, 원자력, 천연 가스, 신

에너지 순으로 생산하 다.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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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李志東等, '中國2030年エネルギ一需給展望と東北アジアエネルギ一共同體の檢討', IEEJ, 2005.4

『중국의 에너지 발전에 관한 제

11차 5개년(2006-2010년)』에서

에너지절약 우선, 국산에너지 공급

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 다양화,

환경보호, 국제협력 강화를 전략을

추진하고, 안정적·경제적·청

정·안전한 에너지 공급체제를 구

축하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2010년

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신장률을 4%로 억제하고, 에너지

원별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2005년 대비 석탄, 석유가 각

각 3.0%, 0.5% 낮아지며, 천연 가

스, 원자력, 수력 및 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까지의 1차 에너지 생산

은 연평균 신장률은 3.5%로 예상

되고 있으며, 각 에너지 부문에 대

해서는 구조 최적화, 지역 간 조화,

생산과 판매 균형, 공급 여력 확보

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질서있는

탄광 개발, 석유·가스 개발 가속

화, 수력 발전소의 적극적 건설, 석

탄 발전소의 효율적 건설, 원전 건

설 가속화의 5대 생산 부문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다.

4.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

전망

2030년까지 경제, 에너지, 환경

의‘통합형 계량 경제 모델’을 기

초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과거

부터의 변화 경향과 중국 정부가

계획중인 기본 정책 등을 유지하고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들을 기초로

전망하 다.6)

이 시나리오에서는 <표 4>와 같

이,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후 30년

간 2.5%씩 향상하고, 재생 가능 에

너지 도입 촉진, 석탄은 자급 자족,

원유 생산량은 2020년을 피크로

생산이 감소되고, 천연 가스 생산

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원자력은 전력 자유화로 원전 도입

환경은 악화, 안전성 문제, 사용후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

두되지만, 원전의 국산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를 것이며, 전력 부

족 심각화, 환경 보호 강화, 냉전 종

결 후의 핵보유국 지위 유지 등의

요인으로 설비 용량이 2004년(9

기, 6700 MW), 2020년(32기

30,000 MW), 2030년(52기,

50,000 MW)로 확대를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2030년

까지의 에너지 및 전력 수요 전망

의 기준 case를 <표 5>에 나타내었

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수요는 석탄의 비중은

2000년의 70.4%에서 2030년에

는 51%로 20% 이상 낮아지고는

있지만, 전체 소비에서의 수요량은

2030년에 1529 Mtoe로 2000년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석유는 23.8%에서

31.8%, 천연 가스는 3.0%에서

9.2%, 원자력은 0.5%에서 3.3%,

발전과 열병합에 이용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0.4%에서 2.1%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사

용을 억제하기 위해 천연 가스 석

유, 원자력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비중은 급

격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도입 규

모 자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석탄

사용 억제의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총발전 설비 용량은

319 GW, 총발전 전력량은 1,356

TWh를 기록하 지만, 2030년에

는 총발전 설비 용량은 1,468

GW(2000년 대비 약 4.6배), 총발

전 전력량은 6,260 TWh(2000년

대비 약 4.6배)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2030년의 발전 전력량은 2000년

의 미국(4000 kWh), 일본(1080

kWh), 캐나다(610 kWh), 독일

(570 kWh)을 합한 것과 같은 규

모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 2030년까지의 신

규 설비의 누적 용량은 1,150 GW

이며, 이는 연간 약 40 GW를 증설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비

즈니스 기회, 에너지 절약 기술과

환경기술 도입 기회를 주지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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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금의 조달이 문제가 될 것

이다. 

한편, 전원 구성을 살펴보면, 발

전 전력량 기준에서는 석탄 비율이

2000년 78.3%에서 2030년 72%

로 낮아지지만, 천연 가스는 0.5%

에서 6.8%로, 원자력은 1.2%에서

6.0%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것은 석탄을 중심으

로 한 발전에서 다양한 전원으로

분산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그 주역

은 천연 가스와 원자력이 주도하고

있다.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

지의 발전량은 연평균 14%의 신장

률로 증가되지만, 총발전량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2030년에 2.2%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원자력현황및전망

1. 중국의원자력개발사

중국의 원자력 개발 역사는

1949년 건국 직후 원자력과학연구

원을 설치하 으며, 1995년 구소

련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주관 부처를 1956년 신설

함으로써 원자력 연구 개발의 기초

를 마련하 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과

의 대립 시기로 군사 목적의 원자

력의 자주 개발을 추진하 다.

1964년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하

으며, 1968년에는 3Mt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하 다.

1970년대는 문화 혁명으로 인

해 원자력 연구 개발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는 원전의 독자적 개발을 위해 상

해핵공정연구원을 설치(1972년)

하여 진산 Ⅰ기 원전(300 MW,

PWR) 설계를 하 다.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한 원

자력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 1984

년에 중-프 원자력협정과 IAEA

가입, 1985년 중- , 중-일 원자

력협정 체결, 1989년 핵물질방호

조약에 조인하 다. 

또한 1981년 중국 정부는 중국

최초의 원전 개발 계획을 승인하

으며, 1985년에 진산 Ⅰ기의 원전

을 착공하 으며, 1987년에는 대

아만 원전(980 MW, PWR)을 프

랑스 Framatome이 건설 착공을

하 다.

1990년대에도 NPT 체결(1992

년), CTBT 서명(1996년), 중-미

원자력협정 체결 등 활발한 원자력

국제 협력을 추진하 으며,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하고, 해외의

원전 수출과 신규 원전 건설이 이

루어진 활발한 시기 다. 

즉, 1993년 파키스탄의 차스마

원전 건설을 착공하 고, 1994년

진산 Ⅰ기 원전 및 대아만 원전이

상업 운전하 다. 또한 1996년 진

산 Ⅱ기(600MW), 1997년 프랑스

Framatome이 링 아 오 원 전

(1000MW, PWR), 1998년 캐나

다 AECL이 진산 Ⅲ기 원전(720

MW, CANDU)의 신규 원전들을

건설하 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2004

년에 IAEA 추가의정서에 서명하

고, 원자력 공급국(NSG)에 가입하

여 국제 원자력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0년에 러시아 Minatom은

티안완(田灣)(1000MW, VVER)

건설을 착공하 으며, 2004년에

파키스탄 챠스마 2호기의 원전 수

출 계약을 체결하 다. 2006년 12

월 국제 입찰을 통해 웨스팅하우스

<그림 6> 중국의원자력관련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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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에서는원전이하나의회사조직으로되어있어개개의원전운 자를원자력발전사업자라함
8) 中國の電力産業, 海外電力調査會, オ一ム社, 2006.11

(WH)가 삼문·해양에 1000MW

급 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

하 다.

2. 원자력정책방향

중국은 석탄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체

질 개선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필요하며, 중국 연

해안 경제 발전 지역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 공

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국내 기계 공업 분

야에서의 선진 하이테크 산업의 발

전을 위해서도 원자력 기술이 필요

하며 에너지, 경제, 과학기술, 국방,

군사용에서 민간용으로의 전환하

고, 국가 핵능력을 유지하는 등 국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기

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및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원자

력 발전을 종전의‘적절한 개발’에

서‘적극적인 개발’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 으며,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요 부분으로 규정

하여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원

자력 발전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와

의 협력과 해외 기술을 수용하면서

자주화를 추진하고, 대형 원전을

중국이 건설하여 원자력산업 전체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3. 원자력개발체제

중국은 원자력 개발·이용과 원

자력 안전 규제가 기본적으로 분리

되어 있지만, <그림 6>과 같이 이

들 전체를 국무원이 총괄하고 있

다. 원자력의 개발·이용 정책 및

원자력 긴급시 대응은 국방과학기

술공업위원회 산하의 국가원자능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규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국가핵안전국이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1998년

이전에는 핵공업부가 정책 입안과

사업 실시를 총괄하여 사업을 실시

하 지만, 현재는 <그림 7>와 같이

사업 부문은 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중국광동핵전집단유한

공사(CGNPC), 원자력 발전 사업

자7)가 실시하고 있다. 이들 2개의

공사가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게

50% 이상 출자하여 총괄하고 있

다.8)

2002년 12월 전력 체제 개혁 이

전에는 국가전력공사가 몇 개의 원

<그림 7> 중국원자력사업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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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발전 사업자에 출자를 하여

참여하 지만, 개혁 이후에는 출자

지분은 5대 발전 회사의 하나인 중

국전력투자집단공사(CPIN)로 이

관되어, CNNC, CGNPC와 함께 원

자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CPIN

은 원전 건설 계획에 참여하여 산

동성, 요령성 건설 프로젝트 신청

을 중국 정부에 제출하고,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4. 원자력발전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1994년

광동 대아만 2기와 진산 1기의 본

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되었

으며, <그림 8>과 같이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50 TWh로

총발전 전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주요 국가별 총발전 전력

량에서 중국은 미국의 약 50% 정

도이며, 일본과 러시아에 비해 2배

이상이지만, 원자력 발전량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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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EA Energy Statistics, http://www.iea.org/Textbase/stats/electricitydata.asp?COUNTRY_CODE=CN
10) IAEA PRIS

TWh로 원자력 발전 점유율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2.3%

를 나타내고 있다.9)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5월 중국 내 현재 운전중

인 원자로는 11기(설비 용량 9.1

GWe)이며, 원자력 발전으로 55

TWh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의 총발전 전력의 1.9%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링아오, 진산

의 4기(설비 용량 3.5 GWe)의 원

자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다.10)

2006년 12월 국제 입찰을 통해

웨스팅하우스(WH)가 절강성 삼문

(三門) 원전(PWR 1000MW×2

기), 산동성 해양(海陽) 원전

(PWR 1000MW×2기)의 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표

7 참조) 2007년 5월 현재 광동성

의 양강(陽江) 원전(PWR 1000

MW×2기)은 중국광동핵전집단유

한공사가 주체가 되어 국제 입찰

결과 2005년 1차 유찰된 이후 프

랑스 AREVA와 거의 마무리 단계

협의중에 있으며, 유럽형가압경수

로(EPR)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이 외에도 원전 건설 입지 후보

지역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성에 26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

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원자력산업 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년)』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

력 발전 설비 용량을 40 GW로 확

대하여 원자력 발전을 총발전 설비

용량의 4%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

고 있다. 

이에따라원자력발전시설용량

은 2020년 40 GW (전체 중 4%),

2030년 45~50 GW, 2050년 240

GW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5. 핵연료주기

중국은 국내에 우라늄 자원을 가

지고 있으며, 채굴중인 우라늄 광

산과 정련·변환·우라늄 농축·

<그림 8> 중국의원자력발전량(1990-2004년)

<그림 9> 주요국의총발전전력량과원자력점유율(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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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www.uic.com.au/nip68.htm
12) 출처 : 永崎隆雄, 중국경제에너지정세와원자력개발,  2005.7.1

성형 가공의 선행 핵연료주기 시설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하

여 플루토늄을 연료로 하여 이용하

는 정책을 추진하며, 장래에 고속

증식로를 실용화하는 재처리 리사

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

년 전후하여 플루토늄 리사이클을

실시하여 MOX 연료로서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우라늄 자원

개발부터 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핵

연료를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을 기

본 방침으로 재처리 플루토늄 리사

이클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에는 대아만 원자력발전소용 핵연

료 중 30%는 유럽 URENCO로부

터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11)

<표 9>는 중국의 주요 핵연료주

기 시설의 연간 생산 능력 및 소비

량을 나타내고 있다.12)

현재에는 소규모이지만, 핵연료

제조 관련 시설로 상업용 정련, 변

환, 농축, 재변환, 가공 등을 실시하

고 있으며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림 10>은 중국의 원자력 관

련 시설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

다. 핵연료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소유하고 있으며, 시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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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ECD/NEA·IAEA, Uranium 2005, 2006.

설의 위치는 과거에 군수산업 위주

로 추진하 기 때문에 중국 내륙

깊숙이 분산하여 입지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가. 우라늄 수급

OECD/NEA의 발표에 의하면,

우라늄 광상은 중국 전 지역에 분

포하고, 확인된 우라늄 자원량은

2005년 말 현재 85,000 tU이며,

총매장량은 120만∼170만 tU으로

추정하고 있다.13)

중국 내 우라늄 생산은 1966년

<그림 10> 중국원자력관련시설분포현황

│중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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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ISTI ' 로벌동향브리핑(GTB), 2007.4.21
15) www.world-nuclear.org/info/inf63.htm

가동된 Fushou를 비롯하여 5개 센

터에서 연간 840 tU을 생산하고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말 중국 내 6,700MWe의

원자력 설비 가동을 위해 1,260 tU

이 요구되며, 2025년 원자력 설비

용량과 관련된 우라늄 요구량은

40,000~45,000 MWe의 경우

7,200~8,100 tU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우라늄 탐광 개발은

중국핵집단공사(CNNC) 지질총국

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 국내외 우라늄 자원 탐사 및 탐

광 사업 참여를 통해 호주, 중앙아

시아, 아프리카에서 전략적이며 공

격적인 우라늄 확보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우라늄 쇼크에 대비하

기 위한 전략적 우라늄 비축 계획

을 CSTIND(Commission of Sci-

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에서 2007

년 4월에 발표하 다.14)

중국 내에서의 우라늄 탐사를 위

해 CNNC의 지질국과 베이징 지질

학연구소가 공동으로 2000년부터

내몽고 및 신장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주요 우라늄 생

산지로는 내몽고 지역 오도스

(Ordos) 유역, 중국 북서부 신강 지

역이령(伊寧Yining) 유역이있다.

해외에서의 우라늄 확보를 위해

CNNC는 카자흐스탄의 Ka-

zAtomProm과 우라늄 생산·정제

장기 계획을 체결하 으며, 2007

년 1월 호주와 우라늄 수입 협약을

체결하 다. 

최근『원자력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는 국내

우라늄 생산 확대를 명시하여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광

산의 개발과 기존 광산의 생산 용량

확장에 노력하여15) Fuzhou 광산에

연 200 tU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광산을 개발 예정이며, Yining 광산

의 연간 생산량을 300 tU으로 확장

계획에 있다. 또한 연간 500~1000

tU 생산이 가능한 Hengyang 지하

우라늄 광산 채굴 계획을 밝히고 있

다. 

나. 성형 가공 시설

핵연료 집합체는 국내 생산을 기

본으로 하며, 천연 우라늄 자원은 2

종류의 자원(국산 자원, 해외 자

원,), 2종류의 시장(국내시장, 해외

시장)을 기본방향으로 국내외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중국 최초의 연료 성형가공시설

은 실험로, 플루토늄생산로, 원자

력잠수함동력로용 연료제조를 목

적으로 1965년 10월에 완성된 包

頭 핵연료 펠렛공장이다. 이 공장

은 2003년 3월에 진산 III기 원전

1,2호기(CANDU)용 공장을 완공

하여 상업운전을 시작하 으며,

CANDU용 펠렛의 국산화를 추진

하고 있다. 

1975년에 들어와 사천성 宜賓

에 PWR용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1987년 운전을 시작하여 진산 I기

원전의 연료를 공급하 다. 1991

년에 프랑스 프라마톰(현 Areva

NP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

여 대형 PWR 연료 가공용으로 개

량하여 대아만 원전에 공급하고 있

다. 2004년 현재 의빈 공장의 설계

연간생산능력을 200tU/년이며,

2005년까지 400tU/년으로 확대하

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한 동 시

설은 러시아와 VVER 연료제조 기

술이전 계약에 따라 VVER-1000

연료집합체 제조 라인 개조공사를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7

년 田灣원전의 재장전 연료부터 공

급할 예정에 있다. 

중국의 연료 성형가공은 프랑스,

러시아, 카나다로부터 각국의 노형

을 도입할 당시 도입된 기술을 가

지고 있으며, 국산 원자로인 CNP

의 핵연료도 국산화하고 있으므로

세계의 모든 연료의 성형가공 형태

를 총망라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다. 농축 시설

현재 중국은 난주(蘭州 - 가스

확산법, 200 tSWU/년), 한중(漢中

- 원심분리법, 500tSWU/년)의 2

곳이 상업용 농축 시설로 러시아의

협력으로 건설된 것이다.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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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간 700tSWU 용량으

로는 2010년의 우라늄 농축 예상

수요인 1000tSWU/년에는 부족하

므로 핵연료의 국내 조달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시설 확장이 불가

피하다.

1998년 1월에 우라늄 농축업계

의 경제력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

중국 최초의 우라늄 농축 회사인

『중핵풍원(中核豊原)우라늄농축

유한공사』를 발족하여 농축 기술의

연구 개발, 농축 우라늄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1,000tSWU/년 이상의 대규모

농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선진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러시아 기술만 도

입되어 있는 실정이라 URENCO

등 유럽 기술의 도입이나 국내의

원심 분리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라. 재처리 시설

중국에서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

적 활용과 폐기물 저감의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

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3

월 감숙성 난주(蘭州)의 연간 재처

리 능력은 50tU의 다목적 재처리

파일롯 플랜트가 조업중에 있으며,

프랑스와 협력하여 감숙성에 연간

400-800tU의 상업용 재처리 공

장의 건설이 계획중에 있다. 이 공

장은 2020년 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 중반까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300tU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까지 PWR의 연간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168tU, 누적 발생량은 940tU에

이르고 있다.  

CANDU 원자로에서도 연간

176tU이 발생하여 누적 발생량은

440tU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2010년의 원전 설비 용량은

13 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사용후핵

연료 발생량도 400tU 이상, 누적

발생량은 3,800tU 이상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수요

를 어떤 재처리 공장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

표되고는 있지 않으며, 현재 발생

된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을 하

고 있다.

원자력산업전망

1. 원자로연구개발

중국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토대로 가압경수로의 국산화·표

준화를 추진하여 300 MW, 600

MW급 원자로 상용화를 달성하

다. 중국의 국산화 수준에 관해서

는 설계, 건설 노하우가 아직 미숙

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하여 선진 가압경수로의

자주화 능력과 국산화 수준을 높이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2006-

2010년) 기간 내에 신규 원전 건

설을 통하여 2020년까지 40GWe

설비 용량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상업용 경수로 개발 방향

은 자주 개발과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와의 기술 협력을

통한 원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다. 

제3세대 원자로 기술을 획득하

기 위해 중국은 당초에 절강성 삼

문(三門), 광동성 양강(陽江) 원전

2곳의 국제 입찰을 하 지만, 최종

적으로 삼문, 산동성 해양(海陽)의

2곳은 WH로 결정되었으며, 양강

은 AREVA에서 발주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양사는 중국측이 필

요로 하는 기술 이전 조건을 수락

함으로써 중국이 목표로 하는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한 선진 원자로 기

술 개발을 원자력산업 계획하에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산업이 세

계 최첨단 원자력 기술을 획득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중국의 원자력 자주 개발, 개

량 향상 전략으로 2010년 이후에

는 해외 기업이 중국의 원자력 관

련 프로젝트를 현재와 같이 발주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

은 원자력 기술이 제공한 국가들과

경쟁할 수준에 도달하면, 해외에서

현재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는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이

│중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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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게 될 것이며, 향후 아시아,

중동 등 신흥 원자력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핵연료주기개발

중국은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전 확대에 따른 우라늄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우라늄

탐광·채광·정련 기술 개발을 추

진하고, 농축·성형 가공 등 선행

핵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의 자주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원전 확대

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우

며, 선행 핵주기 관련 부문의 연구

환경을 정비하고, 증가되는 원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핵연료

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후행 핵주기에서는 상업용 재처

리 시설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저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리·처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중국은 천연 우라늄 조달에서 재

처리까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핵연료주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

다. 2003년 석유의 전략적 비축 체

제 구축 이후 2번째의 전략적 비축

제도로 중국내 에너지 소비량 증가

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상승에 의

한 에너지 산업의 위기감 해소하기

위해『원자력산업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는 신

규 원전 건설에 따른 우라늄 수급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의 천

연 우라늄의 전략적 비축 체제를

제시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으로 추

진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선진국(미국, 프랑

스, 국, 일본)의 연료 성형 가공

의 생산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

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역무를 제공

받고는 있지만, 장래의 급증하는

핵연료 공급을 위해 농축, 성형 가

공의 중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의 GNEP, 러시아의 GNPI 등 국제

핵연료 공급 보장에 있어서도 중국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및시사점

중국은 1980년대부터 2002년

까지 9.5%의 급격한 GDP 경제 성

장을 이룩하고 2002년부터 2030

년까지 약 6.5%의 GDP 성장을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의 안정적 공급과 지구 온난화 대

책을 위해 에너지 공급 구조의 개

선이 필요하다. 

2005년 현재 석탄의 과도한 의

존 및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 체

질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및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

산 에너지 공급 확대는 물론, 해외

에서의 석유, 천연 가스 자원의 탐

광·개발, 매수 활동을 활발히 추

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및 에너

지 소비국으로 해외에서의 적극적

에너지 매수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

은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확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명확히 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주에너지 공급의 대

부분을 석탄에 의존하므로 이에 따

른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대기 환경 오염을 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

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원

자력 발전을 종전의‘적절한 개발’

에서‘적극적 개발’로 방침을 변경

하여 원자력 발전을 국가에너지 전

략의 주요 부문으로 규정하고,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

다. 

해외의 원자력 산업체와의 적극

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이 중심

이 되어 해외 원자력 기술을 수용

하면서 자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대형 원전 건설의 국산

화 및 원자력산업 전체의 능력 확

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의『원자력산업 제11차 5개

년 계획(2006-2010년)』은 우리

나라의『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

일본의『원자력 정책 대강』과 같이

매 5년마다 원자력 관련 중장기 계

●●●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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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17) GNPI : 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에서 중국의 상업용

경수로 개발 방향은 자주 개발과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방침

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해

외와의 기술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

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 수준이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준이 될 경우

중국은 향후 아시아, 중동 등 신흥

원자력시장에서도 토탈 서비스 시

스템으로 원자력 수출이 가능하여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미국, 그리고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신흥 국가들의 증가로 원

자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천연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대한 우려로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원자력산업 11차 계획(2006-

2010년)』에서 천연 우라늄 비축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안정

적 확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

전 이용 국가들의 천연 우라늄 확

보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

며, 우라늄을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 핵연

료 공급 보장(미국의『GNEP16)』,

러시아의『GNPI17)』등)의 움직임

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향후 천연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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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현황 및 전망│

중국은석탄의과도한의존으로인해지구온난화대책에대한체질개선을위해
원자력에너지를이용한발전이필요하며, 중국연해안경제발전지역의전력수
요급증에따른막대한전력수요공급하기위해서는원자력발전도입이필요한
것으로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