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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현 황



能源供需
总体平衡

电力累计总装机 全年累计发电量

11078万千瓦 3074亿千瓦

时

전력 공급
능력 지속
적 강화

석탄 생산
량 안정적
확보

천연가스

소비 비중
매년 증가

튼튼한 에너지 안보 확립

성 전체 재생

에너지 계통

연계형 설비 5863.4만 kW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총
설비 5468만kW, 중국 1위 882신에너지 연

간 발전량
억 kWh

2021년 말까지

전력누계총설비 연간누계발전량

만kW 억kWh

에너지 수
급 균형



정책



국가 정책：탄소 피크탄소 중립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중요

한 전략적 결정. 2021년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국무원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탄소피크 탄소중립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의견(關於完整準確全面貫徹新發展理念做好碳達峰

碳中和工作的意見)>을 발표하고, 탄소피크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요구 사항 및 목표

와 중대 조치들을 명시, 탄소피크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



• 허베이성위원회, 허베이성 정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며, 허베

이성 탄소피크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정해진 시기에 달성하

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작업을 착실히 잘 수행하기 위한 실시 의견(關於完整準確全面貫徹新發展理念認真做好碳達峰碳中和工

作的實施意見)>（冀傳﹝2021﹞9號）을 발표.

• 주요 목표：2025년, 2030년, 2060년까지 시기별로 설정하여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 청정 저

탄소 안전고효율 에너지 체계, 에너지 이용 효율,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생태계 ‘카본싱크(이산화탄소흡수계)’ 등 5개 분야 발전 목표를 제시.

허베이성 정책



持续优化调整能源结构。大力发展风电、光伏发电，稳妥发展生物质发电、地热能等清洁能源，加快构建

新型电力系统。

✓ 强化能源绿色低碳转型关键技术创新应用。打造低碳能源科技协同创新平台，加速重点绿色低碳技术突破，

推动储能技术应用、氢能全产业链发展。

✓ 大力推进能源产业链减碳提效。加强能源产业碳排放监测，推动重点产业领域提效降碳，促进能源产业
与
生态环境融合发展。

✓ 推动用能方式绿色转型升级。合理控制化石能源消费，推动重点领域绿色高效用能，大力实施终端电能替

代，大力发展优先消纳新能源的新型负荷，积极开展零碳低碳创新示范。

◆ 허베이성탄소피크탄소중립과“1+N”정책체계마련요구를이행하기위해허베이성에너지국은 <허베이

성에너지녹색저탄소전환을추진하여탄소피크작업을잘이행하기위한실시방안(河北省推動能源綠色低碳

轉型做好碳達峰工作的實施方案)>을발표, 2025년과 2030년허베이성에너지녹색저탄소전환로드맵제시.

✓

에너지구조조정최적화. 풍력태양광발전을대대적으로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

지등청정에너지의안정적발전, 새로운전력계통구축을가속화

에너지녹색저탄소전환핵심기술의혁신과응용강화. 저탄소에너지과학기술의협력혁신플랫

폼구축. 녹색저탄소기술진전을가속화, 에너지저장기술응용, 수소에너지산업체인발전추진

에너지산업체인의탄소배출감소효과를향상. 에너지산업의탄소배출모니터링을강화, 

핵심산업분야에서탄소배출절감을추진, 에너지산업생태환경의통합발전을추진

에너지사용방식의친환경전환및업그레이드추진. 화석에너지소비를합리적인수준에서
통제. 중점분야의에너지사용의녹색고효율이용추진, 최종에너지원대체를실현. 신에너
지를우선송수전(활용)하는신형부하발전에주력. 넷제로(탄소제로) 및저탄소혁신시범을
적극실시



청정에너지전환방안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총설비는 1억

kW이상으로 비중은 60% 이상 도달 예정

◆ 2035년에 허베이성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대폭 향상, 화석 에너지 대체의

규모화 실현,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

의 현대 에너지 체계 건설을 적극 지원

하며, 신규 에너지 소비 수요는 모두 재

생 에너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지베이(冀北), 타이싱산(太行山), 연해 지역 태양광 자원 우위

를 바탕으로 장자커우재생에너지시범구(張家口可再生能源示範

區), 청더국가지속가능한발전아젠다혁신시범구(承德國家可持

續發展議程創新示範區)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 ‘두 개의

구, 3개 기지’라는 발전 新구도를 구축, 집중식 풍력태양광 발

전의 규모화 및 기반화를 추진

두개의 구(两区)：장자커우재생에너지시범구, 청
더국가지속가능한발전아젠다혁신시범구

(국가 제1기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기지 프로젝트 3
건, 300만 kW, 허베이성 2022년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 프로젝트 2건, 235만 kW)）

3개 기지： 탕산(唐山), 창저우(沧州), 타이싱산
(太行山) 3곳, 태양광발전규모화응용시범기지

（허베이성 2022년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 프로젝트
3개, 350만 kW）

집중식 풍력태양광 발전의 규모화 및 기반화 추진

국가지속가능발전아젠
다혁신시범구

재생에너지시범구

태양광발전규모화응용시
범기지

청더

장자커우

베이
징

탕산

창저우



‘천향만촌(千鄉萬村)’분포식 재생에너지 발전 전면 추진

37개옥상분포식태양광테스트베드를중심으로산업단지, 경제개발구등공상업용분포식태양광개발에주력. 기차
역, 고속도로서비스지역등교통분야에서분포식태양광도입및응용추진. 신규건설및신축건물에태양광설치를
장려. 주거지용분포식태양광개발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고농촌주민이옥상, 정원, 빈터, 경작지등을활용해 분포
식태양광설치할것을장려

• 사례: 1. 태양광으로 빈곤 구제. 허베이성은 국가 건설 규모의 392만 3천kW 를 확보, 그 규모는 중국 1위를 자랑.
29만 1천가구의빈곤인구가매년 3000위안의이익을 20년간얻을수있다.

• 2. 분포식태양광+전력난방개조. 지금까지농가 13. 4개, 태양광발전용량 67만 3천 kW 신규증가, 주민들이
겨울을따뜻하게보내고, 난방비용부담을절감하며,아름다운농촌건설에이바지

분산식풍력발전적극적모색. 지역풍력에너지자원우위를통해흩어진토지자원을활용, 산업단지, 경제개발구, 천
연오일가스지역및주변지역에서전력망송수전(활용)조건을고려해, 풍력분산식개발테스트베드를추진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양수 발전 건설 가속화. 다양한 에

너지 저장 프로젝트 시범을 추진. 

재생에너지 계통의 안정성과 전력

그리드의 호환성 강화

현지 송수전(활용) 능력 강화

전력 제어 최적화, 허베이성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연한 개조,

전력망의 재생 에너지 수용,

배치, 조정 능력을 강화, 베이

징-톈진-허베이의 재생 에너지

통합 실현

각 성간 협력 화력 발전의 점대
망(點對網)의 전용 송전 경로를
통해 다른 성의 청정 에너지를 수
입, 허베이성 전체 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을 향상

다양한 직접 응용 추진 응용 장소
를 확대.

지역별로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분야 응용 추진. 응용 모델 확장,

재생 에너지의 직접 응용을 촉진

전력망 건설 강화 배전망 신뢰성과 스마트 호환성 수준 향상을 위

해, 현대화 배전망을 건설하고, 에너지 저장, 조정 등 호환성 강화.

전력망 발전 계획과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연계해, 전력망과 지

역간 송전 라인 건설

재생 에너지 송수전(활용) 경로 확장



재생 에너지 응용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모델 적극 모색

• 빅데이터, 수소제조등산업과청정난방, 공공교통분야에서재생에너지의응용추진, 에너지원전력망부하에너지저장일체화
와다양한에너지원의상호보완발전을실시

• 국가수소에너지시범건설추진, 수소의제조 저장운영사용능력강화, 재생에너지발전및수소제조산업화발전추진, 그린
수소생산기지구축

• 스마트발전소, 사이버발전소, 신에너지마이크로그리드, 종합스마트에너지등테스트베드실시, 종합에너지서비스모델을

적극모색. 기업별, 산업단지별, 도시별에너지녹색저탄소발전시범을구축

• 조건을갖춘지역의에너지분야 ‘넷제로(탄소제로)’ 혁신지원.  ‘그린동계올림픽’ 에너지운영경험을살려, 에너지사용자들의
분포식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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