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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

◆ 검토배경 2010년대 들어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미국의 대중 IT기업 제재 지속
등으로 중국 첨단제조업 굴기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최근 중국 첨단산업의 육성 정책, 발전 동향 및 주요 과제 등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모색
◆ 중국의 첨단산업 개황 및 육성배경 중국은 2009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한 이후, 2015년「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
ㅇ 이는 수출입 정체 및 투자 효율성 악화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기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
§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노력
◆ 주요 첨단산업의 발전 현황
① 인공지능 산업
ㅇ 중국 AI 산업의 규모는 현재 330억위안(50억달러) 수준이며, AI 관련 기업
수는 미국(40.8%)에 두 번째(20.8%)로 많은 1,040개
ㅇ 중국의 AI 산업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전세계 AI투자의 70.1%가 중국에서 실행
② 빅데이터산업
ㅇ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육성정책이 공식 발표된 2015년에 비해
약 1.5배 성장한 4,385억위안(660억달러) 수준(2018년 기준)
ㅇ 2014.12월 중국 정부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정보
자산으로서의 빅데이터 거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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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글로벌 AI 산업 투자

자료: CAICT

중국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배부처 :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③ 신에너지자동차산업
[

]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과점

*

ㅇ 중국은 기존 완성차시장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2014~18년중 연평균 50% 이상 증가
ㅇ 2018년 기준 중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47.6%를 점유
◆ 주요 과제
① 고용시장의 탄력적 대응
ㅇ 첨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IMF(19.1월)는 중국경제의 디지털화가 제조업 고용을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무원 발전연구기금회(18.8월)도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2030년
까지 중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20% 가량이 대체 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
② 기술선도국과의 마찰 완화
ㅇ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한 주요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제조업 굴기는 기술선도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
§ 이에 따라「중국제조2025」의 전략 수정 및 속도조절이 불가피
③ 일부산업의 비효율성 제거
ㅇ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자원집중(보조금, 정책금융 등)은 중소
업체의 난립,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발생
§ 특히 전기차제조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일부 부실기업도 출현
◆ 종합평가 중국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핵심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ㅇ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내수중심 성장구조 가속화 및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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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 201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성장전략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능케 하는 핵심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
ㅇ 이는 중국경제의 전통적 성장동력인 수출·투자의 정체, 부채 누증,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점에 도달한 데 기인
□ 한편 지난해 이후 미·중간 무역분쟁의 확대 및 미국의 중국 IT기업
제재 등으로 중국 제조업 부진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대두
ㅇ 2018.4월 미국은 이란 등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미국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
ㅇ 금년 들어서는 막대한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된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
§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출 부진 및
영업이익 감소 등이 나타나는 모습
미국의 대중국 기업 제재(‘18년 이후)
시기

대상 중국기업

‘18.4월

통신장비기업 ‘ZTE’

10월

메모리제조기업 ‘푸젠진화’

‘19.5월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5월

영상감시장비업체
‘하이캉웨이스’1)

6월

수퍼컴퓨터 제조기업 5곳

주 : 1)검토중

중국 산업생산 및 기업 수익성

제재내용

미국기업의
기술 및
부품
수출 금지

자료: 언론보도 종합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미국의 대중기업 제재는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일부 진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중국제조2025」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평가
ㅇ 시장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첨단제조업 주도권
확보를 꼽는 가운데, 중국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최근 중국 첨단산업의 육성 정책 발전 동향 및 주요 과제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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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첨단산업 개황 및 육성 배경

1. 개 황

□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의 정의 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략적
신흥산업 」을 선정함으로써 개략적 범주를 규정(국무원, 2009.9월)
*

**

참고 1> “첨단산업의 정의” 참조
**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최초에는 바이오, 신소재, IT 및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업종이 선정되었고, 2016년 디지털창조산업이 추가
* <

ㅇ 이후 전략적 신흥산업은 2015.5월 공식발표된 「중국제조2025 」
전략의 핵심 10대 산업부문으로 보다 구체화
*

* <

참고 2> “중국제조 2025 전략의 개요” 참조

□ 최근 중국의 첨단산업은 광범위한 시장규모 및 우호적 육성여건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중
ㅇ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은 그 자체로 세계 최대규모이며,
고소득 인구의 절대규모에 힘입어 최첨단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서의 역할이 증대
ㅇ 특히 2010년 이후 첨단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인프라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혁신역량 도 주변국 대비 향상
*

년 중국의 혁신지수는 세계 17위 수준으로, 2015년(29위)에 비해 큰 폭 상승

* 2018

중국 첨단산업의 인프라 지표

국가별 특허출원(2018년 기준)

자료: 중국통계연감(2018)

자료: WIPO(20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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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지역별로 첨단산업 발전 격차가 존재하는 등 당면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
중국의 주요 첨단산업 개발 시범구
지역

기업 수(개)

고용인구(만명)

매출액(조위안)

수출액(억위안)

∎ 베이징

중관촌

22,013 [21.2%]

262.0 [13.5%]

5.30 [17.3%]

2,084.3 [6.5%]

∎ 상하이

장지앙

5,345 [5.2%]

106.3 [5.5%]

1.93 [6.3%]

2,631.1 [8.1%]

4,073 [3.9%]

35.3 [1.8%]

0.45 [1.5%]

367.3 [1.1%]

∎ 텐진

빈하이

주 : [ ] 내는 전체 시범구(154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8)

□ 최근 산업별 동향을 보면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주목
ㅇ AI 및 빅데이터는 주요국이 미래산업의 근간으로 간주하는 데다
중국의 발전속도가 우리나라 등 주요국 대비 빠른 까닭에 기술
선도국의 관심이 고조
*

*

산업연구원(2019.6월)은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화 역량 및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

ㅇ 신에너지자동차는 생산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간 경쟁구도가 첨예한 상황
*

년 글로벌 상위 10개 배터리기업은 중국(6개), 한국(2개) 및 일본(2개)
기업이 차지(출하량 기준)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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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 배경

□ 중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투자 및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ㅇ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투자는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
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공급과잉 등의 중장기 문제를 초래
§ 특히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일부 업종의 과잉설비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성장모델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ㅇ 무역부문에서도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이후부터는 다소 정체
§ 이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과거대비 큰 폭 감소
(%)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2006
1.9

2014
0.3

2015
△0.1

2018
△0.6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및 관련 제조업을 향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육성 노력을 지속
ㅇ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2050년까지 중국의 S&T(science and technology)
관련 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2016.6월)
§ 특히 13조달러의 경제규모 및 세계 1위의 수출액 등은 중국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
중국 성장률 추이

중국의 글로벌 상품교역 비중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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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첨단산업의 발전 현황

1. 인공지능(AI)산업

가 정의 및 개념
.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 고유의
인지 및 사고기능 을 일부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월 이세돌-알파고 간 바둑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의 현실화 기대감이 고조

* 2016.3

ㅇ 인공지능이 부여된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학습(machine learning)이
가능하여 다양한 산업군(금융·의료·제조)에 적용 및 상용화가 용이
ㅇ 한편 인공지능 산업은 AI 원천기술 개발, 관련제품 생산 및 전통
산업에 대한 적용 등을 포괄
§ 최근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부문의 혁신 창출 및
국가안보 확립 등에 주력
— 특히 각국의 노동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반의 산업자동화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인식
§ 중국의 경우 14억 인구가 창출해내는 막대한 데이터 및 정보처리
기술 진전 등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촉진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기술 분류
음성 인식
컴퓨터 비전
AI 반도체칩
자연어 처리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기술 활용
음파 감지 및 디지털 변환을
통해 문장을 인식
영상·이미지·각종 생체정보를
인식하고 객체를 분석
학습·추론 등 AI구현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
인간의 일상언어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명령어를 처리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3월)

자료: Conferen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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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정책
.

□ 중국 정부 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향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육성정책 수립, 정책기관 설립 등을 실시
*

산업 육성은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과제인 동시에, 2017년
이후 매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강조되는 핵심 목표임

* AI

ㅇ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2017.7월)
§ 정부기금 조성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재정지원도 병행
ㅇ 2018.4월에는 고등교육기관의 AI 인재양성 및 연구 촉진을 목표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을 발표(교육부)
§ 현재 약 35개 대학이 AI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육성
인공지능 분야별 정부지원액1)

중국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목표

자료 : 중국 국무원

주: 1)2015.1~2018.4월중 기준
자료: 중국과학기술정보시스템(NSTIS)

□ 한편 3대 핵심지역 (베이징, 광둥성, 장강삼각주)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지역별 세부 AI 발전방안도 마련
*

*

중국 AI 기업의 86%가 해당지역에서 설립

주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발전계획
시 기

도 시

세 부 전 략

주 요 내 용

‘17. 5월

광저우 육성기금 및 산업단지 조성 ∎ 광저우 AI산업 펀드(100억위안 규모) 마련 등

‘17.10월

베이징

중관촌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 2020년까지 AI 관련 기업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
인공지능산업 양성 행동계획

‘18. 3월

광둥성

차세대 AI 발전계획
(2018~2030)

∎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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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위안 규모의 AI 산업 육성

다 산업 동향
.

□ 규모 중국 AI 산업의 시장규모는 현재 약 330억위안(50억달러) 내외로 추정
ㅇ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수(1,040개)는 전세계의 약 20.8%를 차지
하며 이는 미국(40.8%)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중국내 AI 기업 창업은 2014~16년중 집중되었으며, 2015년에만
228개의 신규법인이 설립
▪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에 주로 분포
▪ 응용분야별로는 AI+ 분야 종사기업이 가장 많으며, 주요국 대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

)

*

*

기존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중국기업은 특히 의료, 금융, 전자
상거래, 교육, 안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

□ 투자액 중국내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였으며, 산업내 인프라도 상당 수준으로 구축
ㅇ 2013.1월~2018.3월중 중국의 AI 산업 투자액은 글로벌 투자규모의
60.0% 가량을 차지(2017년은 70.1%로 단일연도기준 최대비중)
ㅇ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 10년간(1997~2017) 전세계 AI
관련 특허의 37.1%를 창출하면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
§ 중국의 AI 전문인력은 18,232명으로 미국(28,536명)에 이어 세계
2위 수준(2017년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

중국 인공지능산업 규모

중국 및 글로벌 인공지능산업 투자

자료: CISTP(칭화대과학기술정책연구소)

자료: CA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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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산업

가 정의 및 개념
.

□ 빅데이터(big data)산업이란 4V 의 특성을 가지는 빅데이터의 집적·
관리·응용을 통해 생산효율성 증대, 의사결정 지원 및 경제발전 촉진
등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중국정보통신연구원, 2016.6월)
*

*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및 가치(value)

ㅇ 빅데이터산업은 고유기술 자체로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타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개념이 확장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분류
구 분
빅데이터 핵심산업
빅데이터 관련산업
빅데이터 융합산업

포괄범위 및 예시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업종별 빅데이터를 포함
하며,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포함
▸빅데이터와 타 업종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스마트의료, 로봇 및
지능형자동차 등이 대표적

나 정부 정책
.

□ 중국 정부는 2014년 이후 매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육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
*

월 리커창 총리는 빅데이터산업을 미래 신흥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월 시진핑 주석은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포함

* 2014.3
2015.10

ㅇ 빅데이터 육성정책의 실제적 효시로서 국무원은 “빅데이터발전
촉진행동강요(促進大數据發展行動綱要)”를 공표(2015.9월)
§ 2016.7월에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2030」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빅데이터산업을 포함하여 원천기술 확보 노력도 병행
ㅇ 2017.1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2016~20년(제13차 5개년계획기간)중
추진할 구체적 발전방안을 수립 및 공표
§ 2020년까지 빅데이터산업 매출액을 1조위안까지 확대(연평균 성장률
30% 목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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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빅데이터산업 육성전략
구 분
빅데이터
발전촉진행동강요
(2015.9)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2017.1)

주 요 내 용
▸5대 목표: 빅데이터 기반 새로운 사회 관리모델 구축, 고효율의
경제구조 전환, 민생 중심의 정부서비스 제공, 신흥·첨단산업
발전기반 마련, 혁신 촉진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
▸중점추진과제: 정부데이터 공유·개방, 산업별 빅데이터 개발 등
▸5대 핵심정책: 빅데이터 기술혁신, 응용능력 제고,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 지원체계 마련, 법·제도 등의 보장체계 개선
▸주요 목표: 10개의 빅데이터 선도기업 육성 등

□ 또한 국가단위의 시범구 운영 및 R&D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주력
ㅇ 중국 정부는 2015.2월 구이저우(貴州)성을 종합시범구 로 지정하고
빅데이터 종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
*

*

현재는 징진지, 주강삼각주 지역 등을 포함 총 8개의 시범지역에서 빅데
이터 관련 제도혁신, 제품개발 및 유통,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

ㅇ 2017년중 발개위(NDRC)는 산학연 합동의 국가공정실험실을 선정
하여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을 지원
다 산업 동향
.

□ 중국 빅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4,385억위안(660억달러, 2018년 기준) 수준
으로 평가되며, 2015년(2,232억위안)에 비해 두 배 가량 성장
ㅇ 특히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2015년 이후 연평균 25%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
§ 빅데이터 시장의 품목별 구성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분석
서비스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중은 약 32%, 43% 및 25% 수준
ㅇ 산업 세분류별로 보면 빅데이터 관련산업의 시장규모가 최대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산업 규모는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시현
§ 빅데이터 관련산업 및 융합산업의 시장규모는 핵심산업 대비 각각
22.2배 및 9.1배로 추정(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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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빅데이터 발전현황을 보면 업종별 발전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나, 업종간 융합을 토대로 하는 기업활동은 활발
ㅇ 빅데이터 기술은 금융업, 통신업, 정부서비스업 및 교통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반면 일반 제조업 및 농업에서는 기술 융합도가 낮은 수준
중국 빅데이터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산업별 빅데이터 발전지수(2017년 기준)

자료: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ㅇ 중국의 빅데이터기반 혁신기업은 산업간 낮은 진입장벽을 효과적
으로 공략하면서 글로벌 유니콘기업 으로 빠르게 성장중
*

*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상회하는 스타트업으로, 2019.5월 현재 전세계 346개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172개), 중국(89개), 영국(17개) 등
(억달러, %)
▶국가별 유니콘기업 가치1)
주: 1)2019.5월기준, [
자료: CB Insights

미국
중국
6,066
3,308
[52.7]
[28.8]
]내는 글로벌 대비 비중

인도
472
[4.1]

영국
407
[3.5]

독일
166
[1.4]

□ 한편 중국은 2014.12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 를 설립하여,
정보자산으로서의 빅데이터 거래를 촉진
*

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소는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및 청두에 4개의 지역거래소를 보유

* 2015.4.14

ㅇ 동 거래소는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 IT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빅데이터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4월~2018.3월중
누적 거래규모는 약 1.2억위안 수준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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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에너지자동차산업

가 정의 및 개념
.

□ 신에너지자동차(新能源汽車, 이하 ‘신에너지차’)는 새로운 동력시스템을
전적으로 또는 주된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지칭
ㅇ 이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기존의 디젤, 가솔린 완성차량과 구별
되며,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친환경자동차’를 의미
§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를 순수 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및

에

* BEV(Battery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비해

는 생산제약이 높은 편

나 정부 정책
.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신에너지차산업 육성을 본격화
*

년 이전에는 대기오염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신에너지차 관련 연구를 시작

* 2000

ㅇ 제11차 5개년계획(2006~10)에서 신에너지차를 국가차원의 중장기
과학기술산업으로 공표한 뒤 산업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
§ 국무원은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계획(2012-2020)’
을 통해 2020년까지 BEV, PHEV의 연간생산능력을 200만대, 누적
생산 및 판매량을 500만대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
§ 발개위(NDRC)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발전 지도방안(2015-2020)을
발표하고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 확대를 추진
ㅇ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보조금 지급, 특별 라이센스 부여 및 각종
세금 인하 등이 포함
§ 구매 보조금은 차량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9천위안~6만위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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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 포화로 인해 추첨 또는 경매를 통해 부여받는 일반차량
번호판보다 발급받기가 용이하며, 운행제한(예: 차량 5부제 등) 면제 및
무료주차 혜택 등이 제공되는 Green license 제도를 시행
*

월 도입된 신에너지차 전용 특별 차량번호판으로 통상 하늘색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와 구별

* 2016.12

□ 다만 최근에는 신에너지차산업 지원정책이 다소 변화하는 모습
ㅇ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은 가득요건(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과
무관하게 전년대비 최대 50% 수준까지 일괄 삭감(재정부 등, 3.26일)
§ 또한 6.25일 이후에는 각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완전 폐지
ㅇ 이같은 정책 변화는 정부의 적극적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탈피 및 과도한 시장 진입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주로 기인
다 산업 동향
.

□ 글로벌 신에너지차 시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통상
판매량이 많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를 지칭
*

*

순수 전기차는 내연기관 없이 전기로만 주행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혼합된 형태로 화석연료가 보조동력원으로 작용

ㅇ 2018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64.4% 증가한 209.9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9,479만대)의 2.2% 수준
§ 글로벌 전기차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과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등이 후발주자로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중
국가별 전기차시장 점유율(%)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자료: EV Volumes

순위

국가

점유율

주요기업

1

중국

47.6

BAIC, BYD, JAC

2

미국

24.0

Tesla, Chevrolet

3

일본

17.1

Nissan, Toyota

4

독일

7.3

BMW

5

프랑스

3.9

Renault

주: 1) 2018년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 기준
자료: Inside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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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 자동차산업은 2018년 이후 차별화된 양상
ㅇ 기존의 완성차시장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계속된 반면, 신에너지차 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
§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P2P 대출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가계의 자동차 구매 심리·여력이 크게 위축
(전년대비, %)
▶중국 자동차판매 증가율

2001~10년 평균
25.4

2011~16년 평균
7.6

2017
1.5

2018
△6.2

ㅇ 반면 2018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25만대로 전년대비 62.2%
증가했으며, 총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
§ 2014년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유지
§ 전기차 생산량도 판매량과 유사한 126만 대 수준(2018년 기준)
□ 한편 중국은 신에너지차 교역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수출입 물량은 각각 14.7만대 및 7.8만대
ㅇ 신에너지차 수출이 중국의 총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7.0%(2018년, 물량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입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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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과제
1. 고용시장의 탄력적 대응

□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ㅇ 로봇, 드론 등의 상용화가 확대될수록 인간에 의해 수행되었던
다수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상황에 직면할 우려
ㅇ 중국의 경우에도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제조업 일자리의
20% 가량이 대체 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국무원 발전연구기금회, 2018.8월)
§ IMF(2019.1월)는 중국경제의 디지털化가 진점됨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

*

년 이후 약 9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과잉설비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

* 2012

□ 반면 첨단산업 발전이 고용시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존재
ㅇ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 PwC(2018.9월)는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향후 20년간 중국내
9,300만개 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

주요 4대업종(서비스, 건설, 제조, 농업) 기준 고용대체효과로 약 2.04억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반면 2.97억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될 것으로 추정

중국 AI 발전의 업종별 고용효과1)

주 : 1)2017~2037년중 기준
자료 : PwC

주요국의 로봇사용밀도1)

주 : 1)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로봇 대수
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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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국경제는 첨단산업 육성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여건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
ㅇ 이에 따라 중국 정부 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절
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전망
*

년이 중국 건국 70주년 및 천안문 사건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안정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

* 2019

시진핑 지도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국정운영의 6대
핵심과제 중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전인대, 2019.3월)
§ 5월에는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설립하여 고용축소 가능성에 대응
ㅇ 이러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고용창출이 제약되는 등 구직자의 체감경기가 불안
§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원 및 신규채용 철회 등이 잦아진
가운데 소매업 및 서비스업도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모습
§

신규 취업자수 및 증가율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고용지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ㅇ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업종별 고용여건이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특히 일자리 순증가가 대부분 서비스업종에서 예상되고 있어서
1·2차산업 종사자의 효율적 일자리 전환이 필수적
(백만명, %)
▶1·2차산업 종사자 수
(총 근로자 대비 비중)

2014
458.9
(59.4)

2015
446.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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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38.5
(56.5)

2017
427.7
(55.1)

2018
416.5
(53.7)

2. 기술선도국과의 마찰 완화

□ 201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저성장 기조는 선진국을 중심
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
ㅇ 지난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및 내수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
§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조치를 통해 글로벌 교역을 제약
*

*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어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활용 가능
글로벌 성장률 비교

자료 : IMF

주요 무역구제 조치
구분

세부내용

입증
책임

세이프
가드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
율을 인상

無

반덤핑
관세

부당한 염가수출에 대해 정상
가격과의 차이만큼 관세 부과

有

상계
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는 관세 부과

有

자료 : WTO 및 언론보도 종합

□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제조업 굴기는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과의 경제·외교적 마찰이 여타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ㅇ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국가주도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도출
ㅇ 한편 첨단기술 경쟁에서 비롯된 국제적 마찰에 대한 국제기구의
중재 능력이 제한적인 점도 국가간 대립을 확대시키는 요인
§ 대표적 절차 인 WTO 제소는 소요시간이 길고,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
*

*

대안적 절차로는 당사국간 FTA 협정내 해결 및 국제무역법원(CIT, 미국
소재) 이용 등이 가능하지만 활용빈도가 낮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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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국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갈등상황 때마다 전략 수정 및 속도조절 등이 불가피할 전망
ㅇ 현재 1년 넘게 지속중인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등으로 「중국
제조 2025」전략의 핵심목표 달성이 상당기간 지체될 가능성
§ 아울러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일부 분야(전기자동차 등)의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에도 국가간 협력의 어려움으로 난관이 예상
ㅇ 또한 선진국과의 대립구도는 중국의 또다른 핵심사업인 ‘일대일로
(BRI ;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앞으로도 주요국의 보호주의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본 및
기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제반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
ㅇ 인적·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
§ 특히 첨단산업의 기초분야 에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칭화대(2017.7월)는 빅데이터산업의 필요인력이 180만명이나 실제 종사자는
3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

ㅇ 또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기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전망
§ 중국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구조를 보면 해외투자자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유출에 취약한 모습(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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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산업의 비효율성 제거

□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보조금 및 정책금융 등을 통해 핵심산업을
지원해 온 결과, 과도한 자원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
ㅇ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첨단산업 육성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
§ 중국의 전기차 제조시장을 보면 보조금 정책의 부작용으로 중소
업체의 난립, 보조금 부정수령 및 정부 지출 부담 등이 발생
§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격 하락 등으로 제조업체가 큰 폭 증가 함에
따라 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일부 부실기업도 출현
*

*

금년 3월말 기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총 486개로, 이는 지난 2년간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준(SCMP, 5.11일)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가격1)

중국 BYD1) 순이익 변화

주 : 1)배터리용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자료 : Bloomberg

주 : 1)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기업
자료 : Wind

□ 이처럼 일부 산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개선은 첨단제조강국 진입 및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을 위한 선결과제
ㅇ 중국 정부는 기존 과잉설비산업 뿐 아니라 신흥산업 중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 개혁을 단행할 필요
§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인 공급측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8.3/4분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되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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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투자·기업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낮은 기술자립도 향상을 도모할 필요
ㅇ 중국내에서는 미국의 중흥통신(ZTE) 및 화웨이(華爲) 제재를 계기로
독자기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산
§ 특히 화웨이의 경우 핵심부품의 약 1/3 가량을 미국기업에 의존
하고 있어 추가 제재 등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상황
ㅇ 또한 AI 기술 활용 및 산업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한국·
미국 등과 비교시 상당부분 격차 가 존재
*

년 현재 중국 기업은 14nm 공정을 활용하여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인텔社가 2014년에 이미 구축한 기술 수준

* 2019

□ 아울러 진행중인 연구프로젝트를 목표산업에 상용화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상존
ㅇ Gartner(2019.6월)는 2015~17년중 전세계 AI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46%만이 생산단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분석
중흥통신(ZTE)의 매출액 변화

화웨이의 국가별 부품조달 비중

자료 : Bloomberg

자료 : Jefferies(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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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평가
□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은 뉴노멀(new normal) 에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한 최적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해석 가능
*

*

저성장·저소득·고위험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로 2003년
최초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구조변화 등을 묘사

ㅇ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기술
혁신을 토대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존할 필요성이 증대
ㅇ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산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원사용 급증 및
비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평가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신에너지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ㅇ 인공지능 산업은 적극적 투자 및 인적 인프라 등을 토대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중이며, 빅데이터 부문도 전통산업과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
ㅇ 신에너지차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사회적 요구 등에 힘입어 성장이 기대
□ 그러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경제의 구조 변혁은 고용
여건 변화, 선진국과의 잦은 대립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잠재
ㅇ 중국 정부는 전통제조업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술선도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특히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양국간 무역
불균형과 함께 기술패권 경쟁의 성격도 있음을 인식
ㅇ 또한 특정산업이 단기간내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성 문제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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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은 대내적으로는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
가속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빠르게 자각하고 기초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모습
§ 현재 중국의 첨단산업은 전통산업과의 접목, 첨단제품 수출입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점차 확대
§ 또한 첨단기술의 꾸준한 발전에 힘입어 다수의 신흥산업이 파생
되고 있으며,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도 향상중
ㅇ 이같은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은 생산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므로 주요 교역국의 선제적 대응이 긴요
§ 주요 교역국인 미국, 아세안,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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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첨단산업의 정의
□ 첨단산업(high-tech industries)에 대한 개념은 학술적 용도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연구자(또는 정부 등)가 필요에 맞추어 개념 정립을 해 온
까닭에 다양한 정의가 존재
ㅇ 학계에서는 첨단산업을 기술집약·탈정형화로 정의한 사례(Malecki,
1984)가 있는가 하면, 연구개발비용 및 인적구성 비중이 기존 산업
대비 높은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간주(Oakey,1984)한 경우도 존재
ㅇ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특정산업의 STEM 직업군 비중, 근로자
1인당 R&D비용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분류하기도 하며, 일본은
에너지·기술집약적이며 기술혁신도가 높은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규정
*

의 약자로 교육정책 수립
및 직업분류시 과학기술분야를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우리나라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분야 중 산업
구조화에 대한 기여,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을 정해야 함을 명시(산업발전법 제5조)
ㅇ 한편 OECD는 기술집약도(R&D지출/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제조업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최상위 그룹을 첨단산업으로 분류
§

OECD의 제조업 분류
구 분

세 부 품 목

고위기술
(high-tech)
중고기술
(medium-high)

항공우주, 컴퓨터,
사무용 · 전자통신기기, 제약
과학기기, 전자기계, 화학,
운송장비, 일반기계 등

중저기술
(medium-low)
저위기술
(low-tech)

고무 및 플라스틱, 조선,
비철금속, 원유정제 등
제지, 섬유, 의복,
식료품, 가구 등

자료: OECD(1997.1월)

미국의 50대 첨단산업
중분류

소분류

항공우주제품·부품, 시청각·통신·컴퓨터·
제 조
전기 장비, 반도체, 자동차 본체·부품,
(총 35종)
엔진·터빈·동력전달 장비 등
에너지
(총 3종)

전기생산·전달·배분 장비, 귀금속 추출
장비, 석탄연료 채굴 장비

서비스 건축·공학, 데이터 처리, 의료진단기기,
(총 12종) 인공위성통신 서비스 등
자료: Brookings Institute(20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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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중국제조 」전략의 개요
□ 「중국제조 2025」는 산업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국무원, 2015.5.8일)
ㅇ 중국 정부는 10대 핵심산업 을 선정하여 2045년까지의 단계적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
2025

*

*

차세대 IT 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ㅇ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세 에 대응하는 한편, 과거 노동·자원 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도모
*

*

§

미국(Re-industrialization), 독일(industries 4.0), 일본(industrial revolution) 등

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높은 대외의존도 및 관련 제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 등의 미비점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설정
「중국제조 2025」전략의 핵심목표
분류

지표

2015년

혁 신 역 량

규모이상 제조업 매출액대비 R&D지출 비중(%)

질 적 성 과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2015년대비 제고율)

IT제조업 융합 인터넷 보급률(%)

2020년

2025년

0.95

1.26

1.68

-

+2.0%p

+4.0%p

50

70

82

□ 한편 중국 정부는 2018년 이후 미국과의 무역갈등 양상이 점증하는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육성계획을 추가 발표하는 등 글로벌 제조
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
ㅇ 2018.2월에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가운데,
연도별 달성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전략 추진을 가속화
*

년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목표를 내수시장의 70%에서 80%로 변경

* 2020

ㅇ 또한 발개위(NDRC)는 중국수출입은행과 함께 8,000억위안의 기금을
조성하여 신흥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20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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