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구보고서

미래의 먹거리, 중국의 환경산업 진출전략
대한무역투자공사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 연 평균 성장률 9.8%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
라서 공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생태계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2016년 중국환경현황공보(中国环境状况公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338개
지급(地级)이상 도시 중 84개 도시(전체의 24.9%)가 환경공기질량 기준에 달하고
254개 도시(75.1%)는 환경공기질량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급(地级）이상 도시 338개 지역의 PM2.5농도는 47㎍/㎥로 중국 환경기준
35㎍/㎥을 초과했으며, 이는 WHO기준(10㎍/㎥)보다 4.7배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 중에서 징진지(京津冀）, 창강(长江)삼각주, 주강(珠江) 삼각주 등 중국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연해지역에 포함돼 있는 74개 주요 도시는 더 심각하다. 이들 지역의
PM2.5농도는 50㎍/㎥로 2013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여전히 WHO기준(10㎍/㎥)
보다 수치가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게 파괴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환경보호 관련 법률 제정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 투트랙화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년 1월 1일 부 실시되고 있는 신'환경보호법’, '대기오염예
방관리법('16.1.1일 시행)', '물오염예방관리법('18.1.1일)' 등이 대표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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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신흥전략산업 육성책은 2012년 시진핑 정부가
신창타이(新常态) 시대를 표방하면서 질적인 성장, 산업고도화를 위해 나온 정책이다.
특히 생태계 보호는 '13.5 규획', '제19차 당대회' 이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어서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기에서는 향후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흥 산업인 환경산업 현황 및
정책 그리고 외자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산업 발전의 원동력
2016년~2017년 간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부문 단속은 중국 내 외자 기업들에게 기업 경영시 더 이상 환경보호를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 전반적인 환경보호 의식
강화1),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부문 감독 그리고 산업고도화 과정에서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중국 환경산업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 즈옌컨설팅사(智妍咨询)가 발표한 '2016년~2022년 중국 환경보호시장 운영
추세와 투자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환경오염 처리 관련 투자액이
9,5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6% 증가했고,

'12.5 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의

환경오염 처리 관련 투자액은 5조 위안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친환경산업은
15~20%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중국 관영방송 CCTV가 방송한 ‘대기오염 고발 다큐멘터리’ ‘15년 11월 베이징을 휩쓴 스모그 발생 시 적색경보
미발령,’15년 12월 광둥성 건축 폐기물 투기로 인한 산사태(100여 명 실종) 등으로 사회 각계에 환경보호에 대한
각성과 책임론 잇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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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06~'14년 중국 환경오염처리산업 투자액 및 증가율

출처 : 2016년~2022년 중국 환경보호시장 운영 추세와 투자전략 연구보고서(2016년)

이는 중국이 환경보호 개념을 제시한 '9.5 계획'부터 20 여 년간의 환경관련
규제 및 친환경 산업 정책의 추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표1] 중국의 경제발전시기별 환경정책 방향

시기

핵심
개념

정책
방향

'12.5규획'

'13.5규획’

('11∼'15년)

('16년∼'20년)

‘9.5 계획'

'10.5 계획’

'11.5규획'

('96∼'00년)

('01∼'05년)

('06∼'10년)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산업
발전

녹색산업
발전

친환경사회

생태문명
건설

에너지개혁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강제적 감축,
친환경 인프라

환경보호
개념 제시

환경보호
초기 모델

자료원 : KITA(2016),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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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중국은 '13.5 규획' 기간에는 환경산업 투자액을 '12.5 규획'
기간 보다 3.8배 증가한 17조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① 도시 및 농촌 오수
처리 ② 탈황, 탈질산 시장 지속 확대, 설비 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③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부문 ④PPP2) 활용한 환경부문 프로젝트 부문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13.5 규획기간 생태환경 개선 목표

자료원 : 2016년 중국 환경산업시장 현황 및 발전추세 예측(环保⼈才网）

□ 환경보호장비 제조업 육성 정책 본격 실시
중국 공업화신식화부(⼯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2017년 9월 말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해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지도의견'에는 대기오염 예방 장비, 토양오염
수복 장비 등 7대 중점분야 관련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2)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부 및 민간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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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까지 산업 구조를 최적화해 100억 위안 규모의 10개
이상, 총 산업규모 1조 위안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2017년
9월 현재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은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시장의 수요에
따라 2016년 11월 말 기준 생산능력이 818,6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
하였으며, 매출은 2,951억 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이윤은 202억
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의 수출입
총액은 217 억 위안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9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여 중국 환경
보호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의 중점 육성 7대 분야
구 분
대기오염
예방 장비

오수예방
장비

고체 폐기물
처리 조치
장비
토양오염
복원 장비
환경오염
응급처리
장비

환경감측
전용 계기판

세부 내용
- PM2.5 초미세먼지, 오존, 삼산사황(SO3) 등 처리 장비의 중점 연구 개발
- 미세먼지 제거용 고압 전원 등 주요 부품의 개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연기, 배기가스 휘발성 유기폐기물(VOCs) 등의 정화처리기술 및 장비의 개발
- 아나목스(anammox) 기술 장비 및 전해 촉매 산화과정, 초임계 산화
등 고급 산화 기술 장비 중점 개발
- 바이오 강화 및 저에너지 고효율의 선진 처리기술과 모듈의 연구개발
- 음용수에 포함된 미량 오염물질 제거처리 기술 장비 등 기초연구 개시
- 저비용 및 높은 표준, 저에너지 및 고효율의 오수처리 장비를 개발해
질소 및 인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기술 장비의 개발
- 건축폐기물의 습식 분별, 쓰레기의 무산소성 정화, 쓰레기 소각 연기의
탈산화, 다이옥신 및 중금속 흡착, 쓰레기 소각 석회의 자원화 처리 등
기술설비 연구개발
- 토양생물 복원, 토양증기추출범(soil vapor extraction), 중금속 전자분리
등 기술 장비의 연구개발
- 열 탈착, 화학 비료, 산화환원 등 기술 장비 연구개발
- 위험화학품 사고, 운송 중 위험 화학물질의 누설 및 응급처리를 위한 응급
기술 장비의 연구개발
- 이동식 폐기물 응급처리 장비, 기름유출 응급조치 기술 장비 등의 연구
개발
- 오염원 수질 분석, 수질독성 감측, 석화, 화공단지의 대기 오염 연속
측정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 감측 및 다중목표 동시 감측, 응급환경
감측 등 기술 장비의 연구개발
- 오염물질의 빠른 감측, 휘발성 유기화학물, 암모니아, 중금속, 삼산화황
등 다수 오염물질의 연속 감측, 네트워크화된 환경감측 기술 장비, 논밭
토양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의 빠른 검측, 진단기술 장비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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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환경오염
예방전용
재료 및
약품

세부 내용
- 신형 고효율 수처리 재료 및 약품, 고미세 여과장치, 고효율 고 체, 기체
분리재료, 토양중금속 및 유기 오염물 제공, 미생물 복원, 생태복원,
환경보호용 나노재료 및 약품의 중점 개발
- 토양 중금속 순화 재료 및 약품, 휘발성 유기물 처리 촉매제, 쓰레기
탈취제 등 재료 및 약품의 보급

자료원 : kotra 해외뉴스(중국,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체 발전에 힘쓰다/'17.922)

□ 중국 지역별 환경산업 수요 파악이 중요
▶ 중국 연해안 지역 최대 환경시장 장쑤성
중국 장쑤성 환경시장 규모는 중국 전체의 23.4%를 점유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기업 5,000개 사가 밀집해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200만 위안 이상 규모인
기업이 약 1,500개에 달하고 있다.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쑤성 정부는 2016년 3월 13일 '장쑤성 생태 문명 건설
환경보호 중점 임무 행동방안((2016~2017) 방안'을 발표하여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1일 '2감(减）, 6치(治)，3승(升) 특별
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녹색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 행동방안은 2가지를 낮추고 6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3가지를 높이는 것으로 매탄
소비총량과 낙후된 화학공업 생산량을 낮추고(2감), 타이후(太湖) 수질환경, 생활
쓰레기, 오수, 분뇨, 휘발성 유기물 오염, 드러나지 않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며(6治）,
생태보호 수준, 환경경제 정책 조정 수준과 환경법 집행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쑤성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10개 중점 프로젝트에는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가 총 15개에 달하며, 이 중 생태보호 프로젝트가 10개, 오염처리 프로
젝트가 5개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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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쑤성 2017년 중점 추진 대상 생태환경보호 프로젝트
생태 보호

오염 처리

1. 연해 100만 무(亩)* 생태 방호림 사업

11. 스모그 처리, 매탄, 전기에너지 절감 및
오물배출 감소

2. 난징(南京) 창장(长江)습지 보호 및 창장
이북 수질환경 정비사업

12. 주력산업 휘발성유기물(VOCs) 오염 처리

3. 전장(镇江) 스펀지 도시 시범 사업

13. 쉬저우(徐州)자원 고갈형 도시 석탄
채굴 함몰지 복원공사

4. 쑤저우(苏州)양청후(阳澄湖)종합정비사업

14. 우시(⽆锡) 토양 복원 정비

5. 쑤첸(宿迁)낙마후(骆马湖)생태 복원공사
6. 쑤첸(宿迁) 청즈호(成⼦湖) 생태 복원 종합 개발 공사
7. 우시(⽆锡) 시타이후(西太湖)종합 정비 사업

15. 쉬저우(徐州) 낙후 공업지역 오염토지
복원 정비

8. 창저우(常州) 수로 종합 정비사업
9. 양저우(扬州) 생태 복원사업
10. 장옌(姜堰) 친후(溱湖)습지 생태 복원

자료원 : 장쑤성 인민정부

주) 1무(亩) : 99.174

▶ 중국 내륙 지역의 환경산업 핫 시장, 후난성(湖南省)
후난성의 환경보호 산업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이
1,615억 위안으로 이 중 환경 서비스가 180억 위안, 환경보호설비 및 제품 112억
위안, 친환경제품 658억 위안, 자원 재활용은 665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2015년
중국 환경산업 전체 매출액 9,600억 위안 중 후난성 비중이 약 16.8%를 차지하고
있어, 후난성 환경산업에서의 단단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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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후난성 환경보호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원 : 후난성통계국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투자액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도시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도시화, 공업화가 지속되면서
후난성이 도시 오수 처리시설,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및 환경 검측설비, 환경
영향 평가 능력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3] 후난성 환경오염처리 투자액 처리

자료원 ; 중국 통계국

주) 2012년 도시환경기초시설 투자액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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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2016년 3년 간 후난성은 총 3회에 걸쳐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범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 생태환경보호사업이 25.4%를
차지하고 있다. PPP 사업은 주로 오수처리·쓰레기 소각 등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사업,
스마트 도시·스펀지 도시 건설 등 시정부 기초설비사업, 생태개발·생태공원 등 문화
여행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 중국 중서부지역의 떠오르는 환경시장, 섬서성(陕西省)
최근 섬서성 정부는 환경보호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13.5 규획기간' 중 중점적
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2016년 1년 간 약 10억 위안을
환경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월 대기 분야에 약 800만 위안, 수처리 분야에는
약 5,000만 위안, 토양관리 분야에 약 3,000만 위안이 투입되고 있다.

대기 분야에서는 현재 입자성 물질,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제거를 대기오염
관리의 중점항목으로 삼고 있고, 휘발성 유기물, 기타 오존층 형성을 방해하는 침해
물질까지 통제 관리할 계획이다.

수질분야에서는 폐수처리, 인, 질소제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
방면에서는 중금속 처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섬서성 내 4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많이 이용하는 도시의 포장 용기 등 비닐 소재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환경 오염도를 낮출 계획이다.

□ 다국적기업의 진출 사례에서 배운다.
중국의 환경산업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 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국내 환경산업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프랑스 베올리아, SUEZ, 일본의 TOMOE 엔지니어링의 중국 진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부문 진출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환경 기술
및 설비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 수출로 중국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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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베올리아사 폐기물 소각 발전소 프로젝트 진출 사례

ㅇ (프로젝트명) 광저우 이컹 폐기물 소각발전소(广州李坑垃圾焚烧发电厂)
- 이컹 폐기물 소각 발전소는 중국 최초의 중온·고압 폐기물 발전소 사업, 광저우
시 최초의 폐기물 소각 발전소이며, 광저우시 환경엔지니어링 시범 사업임.
- 발전소 부지 면적 101,778평방미터, 일일 처리량이 1,040톤, 발전량 1.3억
/kwh임.
ㅇ (광둥성 환경산업 현황)
- 광둥의 환경보호산업 규모는 중국 국내 최대로, 연간 3,192.26억 위안의 영업
이익을 창출함. 최근 7년 내 연평균 29.92%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중국 환경
보호산업 연간 영업이익의 10.30%를 차지함.
- 광동성 수질오염 방지 진출 분야로는 도시 생활하수 처리 기술 업그레이드,
농촌의 분산식 하수 처리 기술과 장비 및 전기 도금 회로판, 염색, 제지 제조로
생성된 폐수처리 기술 발전
- 대기오염 예방 분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보일러 기술 및
장비, 휘발성 유기물 처리 기술 및 장비, 고체 폐기물 처리 분야로는 생활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기술 및 장비, 음식 쓰레기 처리 기술 장비, 전자
기기제품 해체 및 자원화 기술 등이 유망함
ㅇ (진출동기)
- 대중국 폐기물 소각 및 매립관련 기술 이전, 광둥성 내 폐기물 처리시장 선점 목적
- 중국 현지 파트너와 현지 폐기물 처리사업 참여로 중국 환경산업 진출 확대
ㅇ (성과)
- 이컹 폐기물 소각발전소 설계, 입찰 및 건설 단계로 기술은 프랑스 베올리아사
환경재단으로 공여 받고 있음
- 2005년 베올리아 환경 재단과 광저우시 환경위생국은 10년 간 진행되는 광저
우시 이컹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 운영 및 관리 협약을 체결함
- 2005년 6월부터 6개월 간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06년 1월부터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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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SUEZ 환경그룹 상하이 생태습지 개조 프로젝트 진출

ㅇ (프로젝트명) 상하이 화학공업구 생태습지 개조 프로젝트
ㅇ (지역) 상하이
ㅇ (상하이 환경산업 현황)
- 2016년 6월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上海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의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시 일정규모 이상급 환경보호관련 기업 수는 160개 이상이며, 총 매출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함
-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제6라운드 "환경보호 3년 행동계획"인
232개 공사 중 착공 건수는 191개로 착공률은 82%에 달함(완성공사 55개,
완성률은 약 24%)
ㅇ (진출동기)
- 중국 수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절수(节⽔)는 중국 정부의 큰 관심사로 부상, 기업
들의 오수 배출을 규제
- '환경오염 제3자 위탁 처리 추진관련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环境污染第三⽅治理的意见)» 등 규정
발표로 제3자 환경오염처리기업들의 환경오염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
으며, 수자원 재생 등 방식을 통해 도시의 절수, 재생사용 등 방향으로 발전함
ㅇ (진출방법)
- 상하이화학공업구(SCIP)와 합작으로 해당 습지 개조 프로젝트 추진
- 상하이화학공업구(SCIP)는 중파수이우(中法⽔务)와의 합작으로 우한(武汉) 및 난퉁
(南通) 공업수처리 공사에 투자한 적이 있음
* 중파수이우(中法⽔务)는 SCIP 및 SUEZ환경그룹이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임

ㅇ (성과)
- 상하이화학공업구(SCIP) 생태습지개조 프로젝트는 SUEZ환경그룹이 아시아에서 획득한
최초의 습지프로젝트로, 습지를 이용한 공업오수처리 프로젝트임
- SUEZ환경그룹은 상하이화학공업구에 계획방안을 제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기
습지의 일부 지역을 개조하는 동시에 습지 2기 공사를 건설하여 오수처리능력을
향상시킴
- 총 1.36억 위안의 투자액, 총면적은 50ha, 2017년 중순 착공, 2018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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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TOMOE Engineering의 슬러지 탄화처리 프로젝트
ㅇ (프로젝트명) 어저우(鄂州) 양란호(洋澜湖)종합처리 프로젝트 (60t/d슬러지탄화처리
프로젝트)
ㅇ (지역) 후베이성 어저우시(湖北省鄂州市)
ㅇ (내용) 양란호 수질 악화 개선 프로젝트
- 호수 전 구역 배수관 및 오염원 조사
- 도시 내 오수 오염 분류시스템 개조 공정(우수 저장시스템 포함)
- 양란호 슬러지 처리 공정 (호수 밑바닥 슬러지처리 시스템)
ㅇ (어저우시 환경산업 현황)
- 최근 몇 년간 어저우시는 지속적인 환경산업 정책을 통해 환경부문 발전 추진
- 많은 에너지절약 과학기술기업이 어저우개발구에 입주해 있으며,
베이성 환경보호청의 '후베이성과학기술산업기지'로 지정됨

어저우개발구는 후

- 현재, 개발구 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대기
오염, 오수처리방치, 도시생태환경처리, 자원회수 재활용 등 전문 분야에서 선도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ㅇ (성과) 2013년 말 일본 TOMOE Engineering사는 동 프로젝트 수주사인 중국기업
中节能博实(湖北)环境⼯程技术股份有限公司사와 탄화기술 이전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 2015년 60t/d 슬러지 탄화처리 프로젝트 시공 완료
- 기술이전과 동시에 탄화로, 건조기 등 주요설비 납품
ㅇ (참고사항)
- 선도 기술로 현지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수주 추진

□ 중국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필요
중국이 환경산업 관련 정책과 법령의 지속적인 개․제정 및 산업 육성으로

'13.5'

규획 기간 중국의 환경산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흥 산업으로
떠오르는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형 맞춤형 즉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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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환경시장 진입 성공여부는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경쟁력에서 판가름 난다.
저가제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보다 기술력이 구비된 고가
제품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맞춤형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젝트 전체 설계 분야보다는 소재, 부품 등 틈새시장 겨냥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 레퍼런스를 꾸준히 쌓는 것도
중국 환경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환경시장은 대부분 입찰시장이며, 입찰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 모든 스펙이 결정
되므로 설계원을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전문 학회지에

광고나 논문을 꾸준히 게재해서 한국 제품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기술력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PPP를 활용한 환경시장 진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중국에서 PPP 법령 발표 후 오수처리, 쓰레기 처리, 수질환경 종합처리 프로젝트 진출 시
PPP 활용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막으로 프로젝트 낙찰 후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발주처가 제공하는 설계도 및 현장에서 제공되는
Data는 반드시 자사 장비로 검증하고 Data의 운전 상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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