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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은 최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연평균
3% 이상)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폐기물의 대부분을 매립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는 소각 발전 처리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13.5규획 기간” 동안 소각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곧 2020년까지, 폐기물 처리 관련 신축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발전 프로젝트로 발주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업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바, 최근 발표된 중국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가격지수(2012-2017년)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환경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중국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2. 중국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장 현황
2.1 중국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정부보조금 현황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정부보조금 단가는 화동(华东)1)지역, 화남(华南)2)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소각장 프로젝트 분포와 쓰레기처리 정부
보조금은 지리적 위치, 즉, 지역의 경제능력과 큰 연관성이 있다.
[그림1] 지역별 쓰레기 소각 톤당 단가분포 현황

자료: 中国环联, 2017-12-11

2.2 중국 쓰레기 소각 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현황
중국 내 신규 쓰레기 소각 발전소 프로젝트 수는 각각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19건, 2015년 24건, 2016년 39건을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정부보조금의 경우
신축 프로젝트의 증가, 업계 경기와는 다르게 상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2년-201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에는 54.85위안/톤
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에는 분위기가 달라져 정부보조금과 신축 프로젝트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톤당 정부보조금은 65.44위안으로 상승되었다.
1) 상해시(上海市), 절강성(浙江省), 강소성(江苏省), 안휘성(安徽省) 일대 지역
2) 복건성(福建省), 광동성(广东省), 해남성(海南省),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일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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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연도별 신규 프로젝트 수 및 쓰레기 처리 정부보조금 비교

자료: 中国环联, 2017-12-11

2.3 경제력에 따른 지역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경제가 발달된 지구의 경우,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가 일찍이 계획, 설계 및 운영
되었으며, 동시에 생활쓰레기의 생산량이 비교적 높아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수량은
더욱 많고, 경쟁이 더욱 치열하며, 어느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쓰레기
처리 정부보조금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낙후한 지역의 경우, 쓰레기 소
각 프로젝트가 비교적 적고,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 보조금 또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현재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표3] 지역별 쓰레기 처리 보조비용의 연도별 비교

3

○ 서남지역 : 사천(四川), 운남(云南), 귀주(贵州), 중경(重庆), 서장자치구(西藏)
○ 동북지역 : 요녕(辽宁), 길림(吉林), 흑룡강(⿊龙江), 내몽고(内蒙古) 동부 지역
○ 서북지역 : 섬서(陕西), 감숙(⽢肃), 청해(青海), 녕하(宁夏), 신강자치구(新疆)
○ 화남지역 : 광동(广东), 광서자치구(广西), 해남(海南)
○ 화중지역 :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 화북지역 : 북경(北京)，천진(天津)，하북(河北), 산서(⼭西), 내몽고(内蒙古) 서부
○ 화동지역 : 산동(⼭东), 강소(江苏), 안휘(安徽), 절강(浙江), 강서(江西), 복건(福建), 상해(上海)

자료: 中国环联, 2017-12-11

2.4 신축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 정부보조금과 도시 규모와의 관계
도시 규모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 보조가격이 뚜렷하게 3급과 1급 도시 간 정
부보조금은 최고 2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이는 1급 도시의 쓰레기 소각 업종의
발전이 매우 앞서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정부보조금 가격은
2, 3급 도시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4] 도시 규모별 정부보조금 비교

○ 1급 도시 : 직할시, 특별행정구, GDP 16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인구 200만 이상인 도시
○ 2급 도시 : 기타 부성급 도시, 경제특구 도시, 성도(省都)
○ 3급 도시 : 경제가 발달하고 수입이 높은 도시

자료: 中国环联,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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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정부보조금 규모
3급 쓰레기 소각장 프로제트의 쓰레기 처리 정부보조금은 특대형, 1급, 2급 프로
젝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소각 프로젝트의 처리규모가 적어질수록 정
부보조금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그간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
과, 특대형 프로젝트와 3급 프로젝트의 정부보조금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1급, 2급
프로젝트의 정부보조금은 소폭 하락하였다.
[도표5] 프로젝트 규모별 정부보조금 비교

○ 특대형 쓰레기 소각장 : 2000t/d 이상
○ 1급 쓰레기 소각장 : 1200t/d~2000t/d(1200t/d 포함)
○ 2급 쓰레기 소각장 : 600t/d~1200t/d(600t/d 포함)
○ 3급 쓰레기 소각장 : 150t/d~600t/d(150t/d 포함)

자료: 中国环联, 2017-12-11

2.6 쓰레기 소각발전 가격 정책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쓰레기소각발전가격정책 완비에 대한 통지(关于
完善垃圾焚烧发电价格政策的通知)」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원료로 발전하는 프로
젝트의 경우, 생활쓰레기 1톤 당 전력량을 280KWh로 환산하고, 전국적으로 전기
매수 가격을 1kwh 당 0.65위안(세금 포함)으로 통일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발전
량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소 매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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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기물 소각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원가가 탈황설비가 포함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매수금액보다 높은 경우, 0.1위안은 현지 발전기업이 부담하여, 전기
원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국에서 징수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요
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2.7 2017년도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소 투자운영 현황
중국의 ‘E20환경플랫폼’에서는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고체페기물 전략포럼과 연계
하여, 중국 고체폐기물 업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 시장능력, 투자·융자 능
력, 친환경 능력, 브랜드 파워, 기업·그룹 관리 능력을 중점으로 22개 기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중, 2017년 생활쓰레기 소각 분야 투자
운영 규모별 기업 순위는 다음과 같다.
[도표6] 2017년도 기업별 생활쓰레기 소각 투자 운영 규모

출처 : 中国固废网,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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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적은 2017년 11년 기준으로 최종 낙찰된 프로젝트 금액을 합한 규모이다.
본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베올리아 중국 법인이 수처리 시장에 이어, 폐기물 시장에
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사례를 적극 벤치
마킹하여 관련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2.8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분야 주요 기업
생활쓰레기 소각발전의 경우, 전기 매수 및 운영 관리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 쓰레기 소각발전 입찰 실력을
갖춘 주요 기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에버브라이트 인터내셔널

中国光大国际有限公司
China Everbright International Limited
환경과학, 환경에너지, 물 산업, 녹색환경, 환경 관련 장비 제조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총 투자액은 2016년 기준 532.12억 위안
(본사 : 홍콩 소재)
(홈페이지 : www.ebchinaintl.com)

○ 항주진장그룹

杭州锦江集团有限公司
HANGZHOU JINJIANG GROUP
1993년 창립한 회사로 환경에너지, 유색금속, 화공 및 신재료
분야에 종사 중. 2005년 총 자산, 영업수익 모두 500억 위안 돌파
(본사 : 절강성 항주시(浙江省 杭州市) 소재)
(홈페이지 : www.jinjiang-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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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펑 환경산업그룹

重庆三峰环境产业集团有限公司
SANFENG ENVIRONMENT
1998년 설립된 전략적 신흥산업 및 쓰레기 발전업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쓰레기 발전프로젝트 투자, 건설, 운영에 종사
(본사 : 중경시(重庆市) 소재)
(홈페이지 : www.cseg.cn)

○ 녹색동력환보그룹

绿色动力环保集团股份有限公司
DYNA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투자건설, 운영관리, 기술연구개발에 주력
(본사 : 광동성 심천시(广东省 深圳市) 소재)
(홈페이지 : /www.dynagreen.com.cn)

○ 상더환경자원

启迪桑德环境资源股份有限公司
Sound Environmental Resources Co., Ltd.
1993년 창립한 회사로 고체폐기물 처리, 수처리, 환경설비 등
환경종합회사
(본사 : 호북성 의창시(湖北省 宜昌市) 소재)
(홈페이지 : www.tus-sound.com)
○ 상하이 환경그룹

上海环境集团股份有限公司
SHANGHAI ENVIRONMENT GROUP COMPANY LIMITED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위험폐기물, 오니처리, 음식물레기 및 토양
오염 처리 관련 프로젝트 추진
(본사 : 상해시(上海市) 소재)
(홈페이지 : www.smi-env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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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휘 셩윈 환보그룹

安徽盛运环保（集团）股份有限公司
Anhui Shengyun Machinery Co., Ltd
1997년 창립한 회사로 고체폐기물 처리 전문회사
(본사 : 안휘성 동성시(安徽省 桐城市) 소재)
(홈페이지 : www.shengyungf.com)

○ 션쩐 에너지환보 유한공사

深圳市能源环保有限公司
Shenzhen Energy Environment Engineering Co.,Ltd
1997년 창립한 회사로 'SHENZHEN ENERGY' 자회사이며, 대형
쓰레기 소각발전 전문기업
(본사 : 광동성 심천시(广东省 深圳市) 소재)
(홈페이지 : www.sec.com.cn/queryMemberById.do?id=65)

○ 그랜드블루 환경

瀚蓝环境股份有限公司
GrandBlue Environment Co., Ltd.
2005년 창립한 회사로 쓰레기 소각발전 전문 기업
(본사 : 광동성 불산시(广东省 佛⼭市) 소재)
(홈페이지 : www.grandblue.cn)
○ 중국텐잉

中国天楹股份有限公司
China Tian Ying Inc.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및 증기생산, 오니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험폐기물 처리, 건축폐기물처리, 오수처리, 매립가스 개발 및
이용, 쓰레기 분리 수집 운반 시스템 투자 및 운영 등
(본사 : 강소성 남통시(江苏省 南通市) 소재)
(홈페이지 : www.cty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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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밍 환보

浙江伟明环保股份有限公司
ZHEJIANG WEIMING ENVIRONMENT PROTECTION CO., LTD.
고체폐기물 전문기업으로 고쳬폐기물 발전 프로젝트 20여개 투
자, 건설, 운영 노하우 보유
(본사 : 절강성 온주시(浙江省 温州市) 소재)
(홈페이지 : www.cnweiming.com)

○ 수창환경홀딩스

首创环境控股有限公司
CAPITAL ENVIRONMENT HOLDINGS LIMITED
북경수도창업그룹(北京⾸都创业集团) 소속 고체폐기물 분야 투자
플랫폼. 쓰레기 소각발전, 환경위생일체화 시스템에 주력
(본사 : 홍콩 소재)
(홈페이지 : www.capitalenv.net)

3. 우리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 방안
중국은 2014년부터 기초 인프라 공사의 대부분을 민관협력사업(PPP) 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재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PPP 종합정보플랫폼 제8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14,220개로 총 투자액은 17.8조 위안 규모이며, 환경
보호 관련 프로젝트는 481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사업들로 인한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승인된 사업에 대해 중단
지시가 내려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주택, 건설 등 타
분야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낮으나, 향후, 사업성이 뚜렷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의 대규모 발전소는 2020년까지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고, 이후에는 지방
소도시 등에서 소규모 발전 수요가 높아질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대기업들의 경우, 여러 도시의 소규모 발전소를 통합, 패키지 형태로의 사업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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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폐기물 분야
대기업과의 기술 제휴 또는 벤더 등록 등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한국 환경산업체-중국 대기업 간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광저우 리캉 쓰레기발전소(广州李坑垃圾焚烧厂)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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