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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 이후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누적설비량과 증가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생에너지 누적설비량(수력 제외)에서 2위인 미국과 3위인 독일
을 압도하고 있다. 원별 투자, 설비 순증가 및 발전량에서도 2위권인 미국과 3위권인 영국, 일
본 및 독일을 앞서고 있다. 또한 태양광 분야의 글로벌 기업순위에서도 상위 1위, 2위 및 4위
업체가 중국 업체로 7위, 9위 및 10위에 랭크된 기업들과 함께 상위 10위 기업 가운데 대부
분(6개)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국 설치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태양
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폴리
실리콘 수출은 2008~2011년 기간 중 중국 시장의 약 13%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더욱 증
가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가장 비중이 높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의 반
덤핑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
을 돌파구로 하여 양국의 경제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장
벽 등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에의 투자는 곤
란하더라도 양국의 장기적 산업현안 관련 R&D과제와 연계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강구하
는 방안 등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통하여 장기적인 시장진출 기반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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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부터 고속성장해온 중국경제는 2008

으로 태양광의 경우 글로벌 1위, 2위 및 4위 기업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구조화된 글로벌 저성장

이 모두 중국 업체이며 7위, 9위 및 10위 기업도

기조-이른바 뉴노멀-에 대응하고자 내수 진작을

중국 업체일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

중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출량도 매우

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큰 규모이지만 막대한 자국 내 수요의 충족을 위

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의 청정화는

해 관련 제품의 수입 규모 역시 매우 큰데, 특히 폴

물론 자국내 관련 산업의 잠재능력 활용을 통한

리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소재분야에서 최근 우리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의 동력원으로서 막

나라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반면에 갑자기 급증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 분야

한 중국의 덤핑관련 조사가 2011년과 최근 두 차

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하는 결과를

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교역상 마찰의 우려도

가져왔다. 즉 중국은 재생에너지설비 총량(수력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외), 풍력 및 태양광 분야에서 2위인 미국과 3위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에너지관

인 독일을 압도하고 있으며 원별 투자, 설비 순증

련 정책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등 최

가 및 발전량에서도 2위권인 미국과 3위권인 영

근 움직임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재생에

국, 일본 및 독일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

너지 제품관련 교역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

니라 관련기업들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대표적

막으로는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2.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1) 중국의 에너지관련 최근 정책

같은 막대한 양이다. 이어서 다량배출국으로서
독일(2.2%, 6위)과 우리나라(1.8%, 7위)가 뒤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잇고 있다. 물론 최근의 배출량 증가세는 다소 주

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

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2016년 IEA에 따르

출량의 약 2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면 동 기관의 2008~2035년 기간의 장기 전망치인

(16.0%, 2위), 인도(6.2%, 3위), 러시아(4.5%, 4

연평균 1.6% 증가세 전망과는 달리 2015년 배출

위), 일본(3.7%, 5위)의 총배출량(30.4%)과 거의

량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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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및 13·5계획상 에너지 관련 정책
주요 내용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2020 및 2030)

- 온실가스 집약도
2005년 대비 40~45% 개선(2020) → 60~65% 개선(2030)
- 1차 에너지소비 비화석연료 비중
15%까지 향상(2020) → 20%까지 향상(2030)
- 2005년 대비, 온실가스 흡수량
3
3
13억m 증대(2020) → 45억m 증대(2030)

13·5규획(2016~20) 중
에너지 관련

- 청정에너지 사용증가로 CO2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
- 비화석에너지 비중, 2012년 12% → 2020년 15%로 제고
- 원전 30.8GW(32기) → 2020년 58.0GW(53기)
- 태양광 50GW → 160 GW, 풍력 143GW → 250GW 목표
- 석탄발전 비중 64.4% → 62%로 감소
- 1차에너지원 중 LNG 비중 10%까지 제고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 물량이 막대할 뿐만

비중의 유지와 병행하여 청정연료 사용의 증대와

아니라 향후 증가세로의 재반전을 전혀 배제할 수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는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12년 12%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집약도를 향후

에서 2020년에 15%로 높이고, 원전은 현재 총 32

2020년에 2005년 대비 40~45% 개선할 것과 2030

기 30.8GW의 용량을 2020년 총 53기 58.0GW

년에는 60~65%를 개선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

로 늘린다는 계획인 데 반해, 태양광과 풍력 발

진하고 있다. 또한 1차 에너지소비 중 비화석연

전설비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료 비중을 향후 2020년에는 15%까지 그리고 2030

50GW에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160GW로, 풍

년에는 2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출

력은 143GW에서 거의 두 배로 증가한 250GW를

억제와 병행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5년 대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석탄발전 비중은 64.4%에

향후 2020년에 약 13억 m3 증가, 그리고 2030년에

서 62%로 2.4%포인트의 미미한 감소를 목표로 하

3

는 45억 m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향후 202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

는 데 반해 1차 에너지원 중 LNG 비중을 1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의 목표치를 설정한 「13·5규획」에 입각하여 청정
에너지 사용증가로 CO2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을

(2) 중국의 재생에너지 시장규모

동시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에너지관련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중국경

2000년 이후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특히 태

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

양광과 풍력 분야는 누적설비량과 증가세에서 세

하기 위해 자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및 경제적 비

계 최고 수준이다. 태양광의 경우 2005년에는 설

용을 감안하여 원전의 지속적 확대 및 석탄발전

비총량이 70MW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1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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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및 발전량 추이(2005~2016)
누적 및 연간 신규설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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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RENA 등을 바탕으로 KIET 작성.

에 도달한 이후 2010년 800MW, 2013년 17.8GW,

권인 미국과 3위권인 영국, 일본 및 독일을 앞서

2016년 77.4GW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나타

고 있다.

냈다. 이는 연간 신규설비 추가가 2010년 이전에

물론 중국의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양 분야의

는 500MW에 미치지 못한 반면 2016년에는 전년

급증세는 작년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 누적설비 총량에 육박하는(80.0%) 신규 물량

즉 2015년 12월 이후 2016년 중반까지 이전까지

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의 중국 태양광 설치 붐은 다소 감소세로 반전되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의 누적

었는데, 이는 발전차액(FIT : Feed-in Tariff) 지원

설비 용량을 보이고 있는 최대 재생에너지원인데

의 축소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전력수요 증가

이미 누적설비 용량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

등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전반기

을 뿐만 아니라 입지 등의 한계에 따라 태양광과

에는 총 22GW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로 설치되었

같은 폭발적 증가세는 유지되기 곤란하지만 최근

는데 이 가운데에는 2015년에 이미 계획된 물량

매년 20GW 정도의 막대한 물량이 신규로 설치되

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8GW만이 추가

고 있다. 연간 설비추가가 최대에 달했던 연도는

되는 데 그쳤다.

2011년으로 한 해에만 약 31.6GW의 설비가 증설
되었다.

Bloonberg에 따르면1) 2016년 중국의 재생에너
지 관련 신규투자 규모는 전 세계 대비 약 32%를

이에 따라 설비총량 면에서나 재생에너지원별

점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

투자, 설비의 순증가 및 발전량 모든 측면에서 중

준임에도 불구하고 총 783억 달러에 달하여 2위

국은 세계 모든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표 2>에

인 유럽 전체(598억 달러)와 3위인 미국(464억 달

서 알 수 있듯이 재생에너지설비 총량(수력 제외)

러)을 압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투자 비중

에서 2위인 미국과 3위인 독일을 압도하고 있으
며 원별 투자, 설비 순증가 및 발전량에서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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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별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량 국별 순위(2016)

설비량

원별 투자,
설비 순증가,
생산량

1위

2위

3위

4위

5위

재생에너지
(수력 제외)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태양광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풍력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

재생에너지 투자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태양광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영국

풍력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

은 태양광이 39.9%, 풍력이 35.0%로 양대 분야가

만 5,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산 투자 역시

향후 2~3년 동안 추가적으로 10GW 소규모 설비

중국은 전년 대비 34%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가 추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2016년 72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자산
투자의 거의 절반(45.6%)을 차지하였고 2% 감소

(3)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위상

한 미국의 298억 달러, 2% 증가한 영국의 225억
달러 등 대규모 투자국을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공급량이 세

니라 인도 및 독일(양국 모두 84억 달러), 브라질

계 1위인 중국은 관련 기업의 규모와 활동 역시

(61억 달러), 일본(44억 달러), 벨기에(27억 달러),

세계 1위 이하 10위까지 상위 순위를 거의 독점하

덴마크(24억 달러) 및 노르웨이(21억 달러) 등 나

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 태양광의 경우 작년에

머지 4~10위권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비해 세계 1위(Trina Solar)와 2위(JA Solar)의 순

한편 소규모 분산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의 중국

위 변동은 없는 반면 Jinko Solar가 2계단 상승한

투자도 증가추세인데 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위,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만의 Motech

33% 증가한 미국의 131억 달러와 일본의 85억 달

Solar가 3계단이나 상승한 5위를 차지하고 있으

러(전년 대비 69% 감소)에는 아직 총규모 면에서

며 Longi Lerri는 7위에 새로이 진입하였고 Yingli

미달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2% 급증한 35

Solar가 2계단 하락한 9위, 전년 대비 변동 없는 1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은 소규모 설비

위의 Suntech를 포함하여 글로벌 10대 업체에 6개

확충을 빈곤타파의 수단과 연계해 지원을 추진하

(대만 기업을 포함할 경우 7개)가 포함되어 있다.

고 있는데 「13·5규획」 마지막 연도인 2020년에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화 Q Cells은 3위, 미국의

14개 省에 걸쳐 총 2.18G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First Solar가 6위, 캐나다의 Canadian Solar가 8위

을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

에 랭크되어 있을 뿐이다.

을 통해 대규모 개발자의 3GW 물량과 함께 총 55

이 외에도 박막태양광 분야에서 Hanergy(汉

2 0 1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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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 태양광기업 순위(2017)
2017
글로벌 순위

기업(국가)

2016 대비 변화

1

Trina Solar(중국)

변동 없음

2

JA Solar(중국)

변동 없음

3

Hanwha Q Cells(한국)

변동 없음

4

JinkoSolar(중국)

2계단 상승

5

Motech Solar(대만)

3계단 상승

6

First Solar(미국)

1계단 하락

7

Longi Lerri(중국)

신규 진입

8

Canadian Solar(캐나다)

4계단 하락

9

Yingli Solar(중국)

2계단 하락

10

Suntech(중국)

변동 없음

자료 : https://news.energysage.com/best-solar-panel-manufacturers-usa/

能)는 총생산능력 3GW로 1994년에 설립되어 직

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품의 개발, 생산, 판

원 수는 약 1,000명으로 중국 내 다수지역뿐만 아

매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신기술기업으로 주목받

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도 지사를 두

고 있으며 주력제품은 태양광인버터, 풍력컨버터

고 있는데 수력과 풍력발전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

및 전력시스템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Tbea(

업으로 알려져 있다.2) 인버터 분야에서는 SUN-

GROW(阳关电源)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데 태양
2) 이하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태양광산업 최근 발전동향1, 2”, KOTRA, 2016.12.23 & 2017.1.2에서 인용.

特变电工)는 태양광 전력변압의 선두 기업으로

서 신재료인 전자알루미늄을 응용한 최대 발전기
지를 운영하는 태양광시스템 대형 업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한·중 재생에너지 분야 교역추이 분석
Bloomberg3)에 따르면 중국의 대신흥국을 향한

6.8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 모듈의 수출은 2016년 3/4분기까지 약 30

한편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자국 설치수요를

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 기간 대비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약 20% 급증한 것으로 물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예를 들어 우
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수출은 2008~2011년 기간

3) 이하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태양광산업 최근 발전동향1, 2”, KOTRA, 2016.12.23 & 2017.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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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국 시장의 약 1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산 업 경 제 분 석

있는데 이후 더욱 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을 거친 거래나 장기 대규모 시설용 물량을 제외

가장 비중이 높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하고 2015~2016년 기간 중 중국의 신흥국 대상

아래에서는 국제상품분류코드(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6단

소규모 태양광설비 수출은 약 1.4~2GW로 추정
된다.

위로 폴리실리콘과 같은 태양광 소재를 비롯하여

특히 폴리실리콘의 경우 중국의 생산량 규모가

인버터 등 주변기기까지 태양광 및 풍력 분야를

막대하지만 중국 내 폭발적인 수요증가세에 힘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UN

어 수입물량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Comtrade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4)

가운데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이 2년 연속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CPIA(중국태양광산업

(1) 한·중 재생에너지 품목별 교역추이 분석

연맹)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까지 중국 폴리실
리콘 총수입량은 10만 3,536톤을 기록하여 전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전지는 현재 세계 시장

동기 대비 16.5% 급증하였으며 9개월 가운데 8개

의 약 절반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월이 월 1만톤, 또한 5개월은 1만 2,000톤의 수입

흥국에서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정확

량을 나타냈다.

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세관데이터

이 가운데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수입량은 이전

에 의하면 작년 3/4분기까지 중국에서 수출한 태

까지 가장 많았으나 2016년 9월 초부터 독일로부

양광 모듈 및 셸의 총량은 약 6.8GW에 달하였는

터의 수입이 늘어나 중국 3/4분기까지의 수입물

데 수출대상국에서 설치된 양은 4.1GW 정도인

량 가운데 독일의 비중은 41%, 우리나라의 비중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흥국

은 39%로 각각 나타났다.

4)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특성상 HS 8단위 또는
10단위를 기준으로도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계(국가간)
통계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HS 6단위가 한계이므로 대부분 당해 재생
에너지제품이 속한 母산업(mother industry)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제품 가운데 2000~2016년 기
간 중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
5) 이하 KOTRA 해외시장뉴스 참조.

<그림 2> 대중국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제품 수출추이(2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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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중국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제품 수입추이(2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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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폴리실리콘이다. 폴리실리콘 대중국 수출

장 많은 품목은 역시 태양전지로서 2000년 4,900

은 금액 기준으로 2000년 30만 달러에 불과하였

만 달러에서 연평균 약 22%씩 급증하여 2016년

으나 동 기간 중 연평균 66.9%씩 증가하여 2016

에는 11억 3,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년에는 9억 9,250만 달러에 달하였다. 웨이퍼 역

다. 그러나 폴리실리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어

시 2000년 160만 달러였던 대중국 수출이 동 기간

서 2015년 약 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2016

중 약 33%씩 급증하여 2016년에는 1억 4,600만 달

년에는 74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

러에 달하였는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태양전지

다. 이 외에 전기제어기기는 2016년 11억 3,600만

로 2000년 56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동 기간 중

달러, 인버터류는 6억 2,300만 달러 정도인 것으

약 41%씩 급증하여 2016년에는 13억 7,400만 달

로 나타났다.

러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중국 무

이 외에도 2016년 현재 대중국 수출은 제어기

역수지는 2000년 8,800만 달러 적자에서 2016년

기류의 경우 3억 7,200만 달러, 인버터 등은 1억

4억 9,300만 달러의 흑자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

40만 달러, 풍력부품도 약 1억 1,400만 달러를 기

났다. 품목별로는 폴리실리콘의 경우 물량이 매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미미하여 2000년에는 거의 작았던 무역수지상

한편 재생에너지 품목 가운데 대중국 수입이 가

효과가 2016년에는 약 10억 달러 가까운 흑자규

<그림 4> 대중국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제품 무역수지 추이(2000~2016)
1,500.0

(백만 달러)

1,000.0
500.0
0
-500.0
-1,000.0

2000

2005
폴리실리콘
전기제어기기
풍력부품

94

KIET 산업경제

2010

2014

웨이퍼
인버터, 배터리충전기, 어댑터
교류발전기

2015

2016

태양전지
풍력발전세트
연료전지

산 업 경 제 분 석

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도

중 품목별로의 대중 무역특화지수6) 추이는 <그림

2016년 약 2억 4,000만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

5>와 같다. 무역특화지수는 대략적인 국제경쟁력

하였으며 전기제어기기 역시 2016년 약 1억 5,000

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는데 -1~1까지의 값을

만 달러 수준의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에 웨이퍼

갖게 되며 0일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 정도이고 1

의 경우 2016년에는 약 3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

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

록하였으며, 인버터류는 5억 2,000만 달러의 적자

를 의미한다.

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중 수출이 급증한 폴리실리콘의 경우
2000년에는 대중국 무역특화지수가 약 0.08 정도

(2) 교역관련 각종 지수 분석

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0.9853으로 거의 완
전 수출특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제어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과 수입에 특화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00~2016년 기간

6)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무역특화지수i = (총수출액i - 총수입액i) / (총수출액i + 총수입액i)

<그림 5> 대중국 재생에너지 관련제품 무역특화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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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중국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산업내 분업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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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역시 약 0.26 정도의 수출특화 수준을 보인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0인 경우는

반면, 웨이퍼는 -0.528 정도의 수입특화 상태인 것

완전한 산업간 무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 또

으로 드러났다.

는 수입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

한편 수출과 수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미한다.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무역액 중

품목이나 산업의 산업내 분업의 양상을 나타내

에서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주는 것이 산업내 분업지수7)인데 동 GL지수는

동 지수가 1인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정확히 중
복됨을 의미한다. 전기제어기기의 경우 2016년

7) 산업내무역의 측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GrubelLlyod지수(GL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Grubel Lloyd(1975)는 산업내 무
역을 “개별산업의 수입액과 정확하게 중복되는 동일 산업의 수출액”으
로 정의하고 특정 i 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0.9052로 거의 수출과 수입이 중복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 산업내 무역비중이 큰
품목이 인버터류로 0.7441, 웨이퍼 0.4719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다소 경색되었

이러한 흐름을 활용하여 양국 간의 재생에너지

던 한·중 양국 간의 경제분야 교류가 대통령의 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세부적인 시범사업 주제

국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하여 다시

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 최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의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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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비공식적인 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중

하락이 예상되므로 관련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아

국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당장 대규

직은 경제성 면에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

모 시설 투자를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공

기 곤란한 국내 업체의 향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동으로, 예를 들어 장기적 산업현안 관련 R&D과

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구상할 수 있

제와 연계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강구하는 방안

을 것이다.

이 있다. 구체적으로 폐태양광 패널 처리사업을
들 수 있다.

시스템 설치가 아닌 단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국내 폴리실리콘 대중국 수출 관련 덤핑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태양광설치 물량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은 내구연한이 지나면(약 20년 전후) 바로 막대

미 2008~2011년의 3년에 걸친 덤핑조사에 따라

한 양의 폐패널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

중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에 48.77%의 반덤핑 관세

히 중국은 태양광발전 설비는 대부분 인구밀집지

를 부과한 바 있는데 최근에도 2015년의 1년 기간

역과 떨어진 내륙에 입지한 반면 처리업체는 대

을 대상으로 조사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도시 인근에 사업장이 있어서 향후 발생될 수거

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년 말이나 내년 초 결정을

비용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리콘 가격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곽대종
에너지산업연구부·연구위원
djgwak@kiet.re.kr / 044-287-3057
<주요 저서>
•뉴노멀시대 정부재정 제약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6, 공저)
•환경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2015, 공저)

2 0 1 7 1 2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