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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푸른 하늘을 위한 행동은 19대 당대회의 중대한 결정으로, 인민의 생활 수요를
만족하고 전면적으로 수준 높은 경제 발전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기질의 개선을 가속하고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본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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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3년 동안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대폭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량에
협력하며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춘다. 중오염 일수를 줄이고, 대기질을 명확히
개선하여 국민이 푸른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020년까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 총량을 2015년에 비해 각각 15% 이상
감축할 것이다. 초미세먼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급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에 비해 18% 이상 감축하고, 중도 이상 오염 일수의 비율을 2015년에
비해 25% 이상 감축한다.

2.1 산업 구조의 최적화, 산업의 녹색 발전 추진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 오염 배출, 자원 소비가 심한 업종의 허용
조건을 수정하고, 대기질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는 산업체의 진입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코크스, 건축자재, 유색금속 등의 업종이
신축, 개축, 확장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건설구역(城市建成区)의 오염기업의 이전과 퇴출을 추진한다. 중점 도시는
철강 업체에 대해 폐쇄나 이전 조치를 실시하며, 신규 화학공업 단지의 건설을
금지한다.
중점 구역에서는 철강, 코크스, 전해 알루미늄, 주조, 시멘트, 판유리 등 업종의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량 화물 운송과 관련된 건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로 운송을 금지한다. 낙후한 생산능력을 퇴출하고 과잉 생산능력을
감축한다. 2020년까지 베이징 및 주변 지역의 코크스 생산능력과 철강 생산능력의
비중이 대략 40%에 이르게 하고, 2020년까지 허베이성 철강 생산능력을 2억 톤
이하로 제한한다.
“산란우(散乱污, 무분별한 오염 배출)”기업과 산업 단지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산란우(散乱污)”기업의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의 건설
사업을 금지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 지역을 칭함) 및 주변
지역은 2018년까지, 주강 삼각주와 펀웨이평야는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는
202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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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오염 관리를 심화한다. 모든 고정 오염원에 적용되는 기업 배출 허가 제도를
제정해 2020년까지 오염 배출 허가 관리 목록에 해당하는 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중점 업종의 오염 관리 수준을 향상한다. 철강, 건축자재, 유색금속,
화학발전, 코크스, 주조 등의 중점 업종 및 석탄보일러의 비조직적 배출에 대해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자재(폐기물 포함)의 운송, 하역, 저장, 이동, 공정 과정
등에서 비조직적 배출의 심화 관리를 실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 지역을 칭함) 및 주변 지역은 2018년까지, 주강 삼각주와
펀웨이평야는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는 202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한다. 각종
구역의 오염 배출 개조를 실시하고 중앙 집중식 난방을 보급한다.
녹색

친환경

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핵심 기술의 확보를
추진한다.

2.2 에너지 구조조정을 통한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북방 지역의 청정 난방을 추진한다. 2020년 난방철 전까지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 지역을 칭함) 및
주변 지역, 펀웨이평야 지역에서 생활 연료, 난방 연료로 쓰이는 석탄을 대체한다.
가스 연소 벽걸이형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천연가스의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도록 한다. 가스 저장 시설을 건설해 2020년 난방철 전까지
지방 정부, 도시가스 업체, 상위 가스 공급업체의 가스 저장 능력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농촌의 석탄 개조 전력망, 석탄 개조 가스망의 건설을 추진한다.
중점 지역에서의 석탄 소비 총량을 통제한다. 202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58% 이하로 감축한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허난(河南)의 5개 성의 석탄 소비 총량을 2015년에 비해
10% 감축한다. 비전력용 석탄을 중점적으로 감축하고 전력용 석탄의 비중을 높여
2020년까지 전력용 석탄이 석탄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이상이 되도록
한다. 환경 보호, 에너지 소모, 안전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30만kW 이하의 석탄
연소 기기를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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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보일러의 종합 정비를 실시하여 소형 석탄 보일러의 퇴출 기준을 높인다. 열
공급망을 건설하고 열 공급망 공급 범위 내의 석탄 보일러를 퇴출한다. 2020년까지
중점 지역의 30만kW 이상의 열-전기 공동 생산 발전소의 반경 15km 범위 내의
석탄 보일러와 낙후된 석탄 소형 발전기는 모두 퇴출한다.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한다. 202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도달하도록 한다.

2.3 운송 구조조정을 통해 녹색 교통 체계 발전 추진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비중을 대폭 늘인다. 2020년까지 전국의 철도 화물
운송량을 2017년에 비해 30% 증가시키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 지역을 칭함) 및 주변 지역은 40%, 장강 삼각주는 10%, 펀웨이평야는 25%
증가시킨다.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 중점 사업을 실시한다. 환발해지역(环渤海地区),
산둥성(山东省),

장강

삼각주에서는

2018년까지

연안의

주요

항구와

당산항(唐山港), 황위항(黄骅港)의 석탄을 철도나 수로로 운송한다. 2020년 난방기
전까지 연안의 주요 항구와 당산항(唐山港), 황위항(黄骅港)의 석탄은 철도나
수로로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강, 전해 알루미늄, 전력, 코크스 등
중점기업은 철도전용선 건설을 추진한다. 다양한 연계(복합) 운송 방식과 화물 운송
거점(물류단지)의 건설을 추진한다.
차량과 선박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사용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판매량을 200만 대에 이르게 한다. 도시의 버스,
환경위생 차량, 우편 차량, 통근 차량, 경물류 배송 차량과 중점 지역의 항구, 공항,
철도 화물하치장의 신규 작업 차량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
주요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차량 사용 비율이 80%에 이르도록 하고,
2020년까지 중점도시, 직할시, 성도, 계획도시 등의 버스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바꾼다. 2019년 7월 1일부터 중점 지역, 장강삼각주, 청두-충칭(成渝)
지구에서 국가 6급 배출기준을 실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가스 차량을 보급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신규 생산된 선박의 엔진에 1단계 배출기준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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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제품의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 6급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용 디젤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6급 배출기준 이하의 차량용
디젤유의 판매를 중지한다.
이동식 오염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환경 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비도로 이동기기와 선박의 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2019년까지 표준에
미달하는 비도로 이동기기를 퇴출하고 선박 배출 통제 구역의 범위를 조정한다.
기항지에 안전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연해 주요 항구의 50% 이상의
정박지는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4 용지 구조 최적화
방풍, 방사, 녹화 사업을 실시하고, 노천 광산의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비산먼지의 관리를 강화한다. 2018년까지 각지의 공사 현장은 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비산먼지를 관리한다. 도로의 기계화 청소 비율을 높여 2020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는 70% 이상, 현급 도시는 60% 이상의 도로 청소 기계화율을
달성하도록 한다. 중점지역의 비산먼지 심사를 실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 지역을 칭함) 및 주변 지역과 펀웨이평야의 각 시의 평균
비산먼지량은 월평균 9톤/km2 이하여야 하고, 장강 삼각주 지역은 월평균 5톤/km2
이하, 그중 장쑤성 북부와 안후이 북부 지방은 7톤/km2 이하여야 한다.
농업 부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암모니아의 배출을 통제한다. 농업 부산물의
소각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 부산물의 종합 이용률이 2020년까지 85%에
이르도록 한다.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비료의 사용량을 늘려 암모니아의
배출을 통제한다.

2.5 특별행동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각종 대기오염 방지 특별 방안, 디젤 화물차량 오염 관리 방안, 공업용 용광로
관리 특별행동을 마련한다. VOCs 특별 관리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VOCs의
배출량을 2015년에 비해 10% 이상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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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 간 연합 강화, 중오염 날씨에 효과적으로 대응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완성하고, 중오염 날씨에 대응하는
긴급 연합 행동을 강화한다. 지역의 대기질 예보 능력을 향상해 2019년까지 향후
7-10일을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중오염 날씨에 대한 비상 감축 조치를
실시해 황색 예보, 주황색 예보, 적색 예보 시 오염물질을 각각 10%, 20%, 30%
감축한다. 중점 지역에서는 가을, 겨울철 난방기에 중점 업종에 대한 생산 제한을
실시한다.

2.7 법규 체계와 환경 경제 정책 완성
VOCs를 환경보호세 징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019년까지 도료,
잉크, 접착제, 세정제 등 품목의 VOCs 함량을 제한하는 국가 기준을 제정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중점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 환경 자금의 투자와 융자의
경로를 넓히고, 대기오염 방지 분야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PPP) 사업을
진행한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세
제도를 강화한다. 환경 보호 전용 설비를 구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해주고, 오염 방지 관련 기업에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차량 구입세를 면제한다.

2.8 인프라 건설, 환경 단속 강화
환경 모니터링·통제·관리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구(区)와 현(县)의 대기질 자동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해 2020년까지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구(区)와 현(县)이 모두 관측소의 모니터링 가능 범위에 있도록 하고,
중국환경관측종합센터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교환한다. 2018년까지 중점
지역의 구(区)와 현(县)에 비산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고 VOCs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5m 이상 높이에 설치된 배출구,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 인쇄, 도색 등 VOCs
주요 배출원은 오염물질 배출 목록에 등록하고 배출가스 자동 관측 시설을
설치한다. 중점 구역은 2020년까지, 전국은 2020년까지 위 사업을 완료한다.
이동식 오염원의 배출 관측 능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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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다. 또한 과학 기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
생산, 판매 과정에서 배출기준에 불합격하는 차량과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2.9 각 분야의 명확한 책임,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참여 유도
각 부처의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건전한
환경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해 오염 배출 데이터, 오염 관리 조치, 중오염 날씨
대응, 환경 보호 관련 처벌 및 시정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여 환경 보호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 소비와
녹색 생산을 장려한다.

출처: 『푸른 하늘을 위한 3개년 행동 계획 통지』, 국무원, 2018.06.27.
(http://www.hzsggzyjy.gov.cn/NewsPage.aspx?type=556&encod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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