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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 태양광 발전 정책 변경, 글로벌 패널 공급 과잉 우려

◾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대만 에너지트렌드(EnergyTrend)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수요는 201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며 100GW를 밑돌 것으로 전망됨

▸ 이런 전망은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무부, 국가에너지국(NEA)이 5월 

31일 발표한 태양광 발전 관련 정책 변경의 영향을 고려한 것임

▸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에는 태양광 발전의 2018년 도입 할당량에 대한 매입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 중국 정부의 “태양광 빈곤 퇴치 프로젝트

(PAPV)”에 대해서는 매입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도입량에 대해서는 분산전원시스템을 약 10GW로 하고, 지상 설치형의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은 할당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중국 국내 수요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31.6GW까지 급락할 것으로 에너지트렌드는 내다봤음

▸ 이번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태양광 발전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2018년 글로벌 태양광 패널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트렌드에 따르면 2018년 태양광 발전의 글로벌 수요는 2017년 대비 5~8% 감소한 

92~95GW가 될 전망이며, 다른 신흥시장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까

지는 100GW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수요는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지지 정책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

며 2017년에 처음으로 100 GW를 넘어선 바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18

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태양광 패널의 중국 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은 중국 패널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가격 하락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태양광 수요는 29~35GW까지 줄어들어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의 공급망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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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 가격 하락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의한 수요 감소로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

화되면, 중국 업체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태양광 

패널 공급 과잉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8년 1월부터 통상법 201조를 적용해 수입되는 태양 전지 및 태양광 패널

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 3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4년째가 되는 2021년까지 

매년 5% 포인트씩 낮춰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패널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2019년 시점에 추가 관세 

25%를 가산하더라도 수입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미국에서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약화될 것으로 에너

지트렌드는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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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