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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중국 재생에너지 이용률 세계 1위

F

2020년 12월 21일, 증국 국무원 신문판공실(新岡力公室)은 뉴스브리핑을 통해
<신시대의 증국 에너지 발전(新討代的中固有탑原友展)> 백서(이하 '백서')를 발표
동R였음

JRI CHINA WEEKLY

'2020 하이난 하이커우
면세쇼핑 축재,
21일 저녁 개막

20 20년 12월 22일, 하이난일보(海南
日振)에 따르면, 하이커우 상무국(商勞
局)이 주최한 '2 0 2 0 하이난 하이커우
면세쇼핑 축제(이하 '축제')'가 21일 저녁
에개막하였음
본 축재는 12월 21~30일 기간 개최되며,
하이커우 메이란공항(美츠机i希) 면세점과
하이커우 일월광장(日月广i希) 면세점 등은
다양한 U回팅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밝혔음

r답
본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재생에너지의 발전 총량은 약 7억 9,000만
kWh(킬로와트)이며,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의 30%를 차지하였음
또한,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산업 체인 구축에 있어, 기술 수준과 제조 규모가
세계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고밝혔음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장젠화(童建�)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이용과 에너지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호� 촉진할 것임고밝혔음
口 자료中텁新岡[iix](2020012 21)
□白皮�. q:,同可再生能源升友利用幾模居世界首位
口사진출처:699pic.com

7 하이난 자유무역항, 중국과 아세안 협력 신(新) 플랫폼
증국신문왕(中固新岡國)에 따르면, ＇증국(하이난)-아세안 2020 싱크탱크 포럼
’
(中固(海南)-1:k盟2020智岸玲i云 이하 '포람) 이 12월 22일에 하이커우에서
개최되었음
본 포럼'은 중국남해연구원(中固南海
硏究院) 및 하이난 사회과학원(海南杜숲
科孝院) 등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약 7개 국가의 100여 명 전문가가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포람에 참석하였음
증국남해연구원 우스춘(吳世存) 원장
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역글로벌화, 남해
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의 인문교류 협력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RCEP 프레임 하에 증국과 아세안 국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플랫폼을
통해 다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口 자료中固新同函(20201222)
□ 늠家 海南自賀港可作力中固-奈盟深化合作的新平台
口사진출처 中덤新同園

‘축재 운영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면세 신정책이 시행 이후 1~11
월 기간 하이난 면세품 판매액은 약 5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번 축재를 통해 하이난 면세품의 쇼핑
열풍이 불수록기대됨
口 자료海南日tbz(202012 22)
디海口덧�物탄后幕

8 12월,중국다지역
전기사용량재한

2020년 12월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에 따르면, 12월부터 연해 지역부터 내륙
지역까지 많은 지방정부가 전기사용량
제한조치통지를내렸음
12월 22일까지 후난(湖南), 저장(浙江), 장시
(江西) 등 지방정부가 전기사용 제한량을
발표하였으며, 외신들은 이번 전기공급 부족
현상은 2004년, 2010년의 상황과 달리 호주
의 석탄 수입금지령으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추측is�였음
하지만, 중국 정부 관련 책임자는 이런 추측
을 부인하며 호주로부터 수입했던 석탄이
중국 석탄발전에서 3%만을 차지하였다고
강조"5�였음
또한올해한파와공업생산 가속화로 인해
전기사용 수요 급증, 또한 개별 지역의 탄소
배출 감소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제한된 것
으로밝혔음
D 자료FT中文園, 202012 23
口每周數i잦 中固多地英行限屯j昔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