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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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8.4.23.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8년 경제성장 목표를 2017년 실적치 6.9%보다 낮은 6.5%로 설정
하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가속화를 강조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혁신기반 구축 강화,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소비구조의
고도화, 투자 및 무역 개방 강화 등을 질적 성장 방향으로 제시
양회에서 언급된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제조 신산업
(항공기엔진, 신에너지자동차, 반도체 등) 등
● 신산업 중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은 세계 1, 2위의 규모 및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를

요약

추월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의 효율 제고, 품질 수준 향상, 중국 고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실현
중국이 앞서 있는 분야는 대부분 기반기술이거나 플랫폼산업이어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중국 및 세계 시장 공략에 유리
● 중국이 과학기술 및 신산업 등의 규모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우리만의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중국의 창업플랫폼,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우리 기업의 중국
및 세계 시장 진출에 활용
소비와 서비스 주도 성장, 소비 업그레이드, 환경규제 강화,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전면적 대외
개방 등을 중국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로 활용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2018년 중국 양회01]에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강조
2017년 GDP 성장률이 6.9%로 목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2018년 GDP 목표 성장률을 작
년과 동일한 6.5%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가속화할 것임을 천명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혁신기반 성장 추진, 품질·효율
제고와 독자브랜드 육성을 통한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신산업 육성 등
● 공급부문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 및 서비스 주도의 성장, 전면적 대외개방 강화 등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 제시

표 1 ] 2018년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목표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도시 신규취업자 수

GDP 대비 재정적자

2018년 목표

6.5% 내외

3% 내외

1,100만명 이상

2.6%

2017년 목표

6.5% 내외

3% 내외

1,100만명 이상

3.0%

2017년 실적

6.9%

1.6%

1,351만명

3.7%

자료 : 中国政府工作报告(2018), CEIC.

그림 1 ]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질적 성장 강조

정책
방향
혁신기반 성장

과학기술 및 창업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제조부문 신산업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 구조고도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효율화
(과잉설비 제거, 기업비용 절감)
품질수준 제고 및 중국 브랜드 육성

정책
과제

소비 및 서비스 주도의 성장

소비구조의 고도화

소비의 업그레이드
(고급 프리미엄 소비 비중 제고)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화, 인프라
투자, 친환경 분야 등 수요 증대

대외개방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투자개방 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개방 범위 확대,
지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정책 등)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
양자 및 다자간 FTA 추진 확대

01] 양회(兩會)는 중국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
칭하며, 한 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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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 양회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혁신형
성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2017년 중국의 연구개발(R&D) 총지출액은 2012년 대비 70.9%, 2016년 대비 1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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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창업 등 혁신기반 성장 추진

가한 1조 7,600억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
* 항공우주, 심해탐사, 양자통신기술, 대형여객기 제조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

● 중국이 발표한 과학기술 논문 수 및 피인용 횟수는 세계 2위, 발명특허 출원 및 인증건수는
세계 1위로 혁신이 성장을 주도
● 2018년에도 과학기술혁신 중점 프로젝트를 통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강화, 민생분야의
과학기술 향상 지원 발표
● 과학기술 관리제도 개혁, 과학기술인력 인센티브제도 실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 등의
혁신 장려정책 추진
(창업) 과학기술 성과 및 아이디어 등을 산업화하는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의
축으로 강조
● ‘솽촹(双创, 대중창업·만인혁신)’ 시범기지 건설, 우수혁신기업 상장 지원, 혁신형 인재유치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창업 지원 강화
● 창업 지원정책의 실시로 중국 내 기업 수가 지난 5년간 70% 이상 증가해 9,800만개를 기록

표 2 ] 2018년 중국의 주요 창업지원 정책
정책

주요 내용

솽촹(双创, 대중창업·만인혁신)
· 2018년 말까지 중국 내 92개의 창업단지 건설
시범기지 건설 추진

국가 융자담보기금 설립

· 우수한 혁신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지원
· 창업투자, 엔젤투자의 세수우대정책 적용범위를 시범거점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

혁신형 인재유치
시스템 마련

· 기업의 기술인력 대우 향상 및 고급 기술인력 인센티브 확대
· 인력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추진
· 기업의 기술인력 처우 개선 지원
· 고급 기술인력 장려 확대
· 해외 유학생의 귀국 후 창업을 지원하고, 외국인재의 중국 창업을 적극
지원

자료 : 中国政府工作报告(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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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산업 발전 가속화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국가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신산업 발전 가속화를 강조
● 총리는 대표 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언급
●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ICT기업 CEO들은 블록체인, 스마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강조
(인공지능) AI는 이번 양회에서 가장 강조된 신산업으로, 중국의 미래를 선도할 국가 전략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과기부는 양회기간 중 AI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AI가 각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
● 중국정부는 작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AI산업을 2030년까지 10조
위안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 2016년 기준 중국의 AI산업 규모는 100억 6,000만 위안을 기록, 2019년에는 344억 3,000만 위안
에 달할 것으로 전망(아이리서치, 2017)

(빅데이터) 양회기간 동안 IT기업의 CEO들은 빅데이터 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 빅데이터 발
전과 활용을 강조
● 빅데이터의 공유와 융합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정부부처·기업·업종 간 데이터 거래 활성
화, 데이터 개방 공유, 융합 빅데이터 활용 신업태 육성 등을 제안
●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692억 위안으로 향후 2020년에는 약 1조
3,626억 위안에 이를 전망(贵阳大数据交易所, 2016)

(5세대 이동통신기술) 정부업무보고에서는 5G가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
● 모바일 데이터 비용 30% 인하, 공공장소 무료 인터넷 접속,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비용
인하, 중국 내 데이터 로밍비 폐지 등의 정책을 발표
● 공신부는 5G 투자 및 연구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올해부터 6G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
* 중국 3대 이동통신 업체는 2017년에 2024년까지 5G 개발에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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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5G 응용시범프로젝트 진행 예정

(블록체인) 양회 중 금융,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육성을 특별히 강조
● 스마트계약, 바이오정보, 사람 간 신뢰문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넓은 응용 범위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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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이동통신사별로 항저우, 상하이, 쑤저우, 광저우, 우한, 베이징, 청두, 선전 등의 12개

● 중국정부는 거래소 폐쇄와 ICO(가상화폐공개) 금지 등으로 가상화폐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
으나, 블록체인의 기술개발과 응용은 지원
*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블록체인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유전공학 등과 함께 중점 육성할 기술로 명시

●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는 지난해 428건으로 미국(390건)을 크게 상회(중국블록
체인응용연구센터, 2017)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이 중
국혁신을 상징하는 대표 분야라고 강조하며, ‘인터넷 플러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를 촉구
● 신소매(新零售)*가 최근 중국 소비증가의 최대 공헌자라고 강조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온라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유통·물류를 통합한 새로
운 소매방식

● 중국 내 소비품 판매 기업 중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2016년 45.3%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해 소매업의 온·오프라인 융합 활성화가 지속될 전망
●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2017년 기준 약 5억 3,000만 명으로 휴대폰 이용자 중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비율은 70.0%에 달함(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7).

(스마트 헬스케어)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ICT분야 CEO들은 AI, AR(증강현실)·VR(가상현
실),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에 대해 강조
● AI를 활용하여 의료영상 판독시간을 단축하고, AR·VR 등의 기술을 통한 원격진료를 확
대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병력기록과 처방전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증가
율이 6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아이리서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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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ICT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부품인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강조
● 양회에 참석한 저우칭허(周清和)*는 현재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의 국산화
율이 50% 미만이므로, 국가급 프로젝트 발주, 정부시범사업 등 추진 시 중국산 IGBT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
* 중국남차(中国南车) 산하 주저우전력기관차(中车株洲电力机车有限公司) 회사 대표

● 중국은 2015년 국가 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만들고, 2025년까지 1,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3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
●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산업과 국제 선진 수준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반도체산업의 매
출액은 2020년 9,300억 위안, 2023년에 1조 35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前瞻产业研
究院, 2017)

(신에너지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에너지차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산업 육성을 지속한다고 발표
● 공신부·교통부 등 관련 부서는 신에너지차 관련 산업의 인허가를 최대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한다고 발표
● 양회에 참석한 지리자동차 리수푸(李书福) 회장은 전기차 발전전략을 가속화하고 2020년
까지 신제품의 90%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은 막대한 R&D 투입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하에 빠른 속도로
발전 중
* 2016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R&D 투입액이 30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1위를 차지(Roland
Berger, 2017)

효율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의 효율화) 과잉생산 감축, 기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 및 기업효율화 증대를 강조
● (과잉설비 제거) 과잉공급 능력 감축, 좀비기업 퇴출 등은 작년 양회에 이어 올해에도 재차 강조
● 2018년 생산능력 감축 목표는 철강이 3,000만톤, 석탄이 1억 5,000만톤으로 공급과잉이
심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지속
● (기업비용 절감) 제조업·교통운수업 등에 부과되는 세금부담 완화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향상과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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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위안, 세금 이외의 비용을 3,000억 위안 삭감하는 것으로 설정
●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투자 및 엔젤 투자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w w w. k i e t . re . k r

● 2018년 기업 및 개인의 세금감면 목표는 2017년 목표치인 5,500억 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품질 수준 제고·중국브랜드 육성)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품질수준 제고를 통해 중국제조의
품질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3월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해외의
선진기술 유치,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
● 중산(钟山) 상무부 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품의 품질수준 향상을 통해 중국브랜드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소비 및 서비스 주도의 성장 강조
(소비 및 서비스 주도 성장) 지난 5년간 소비와 서비스업의 경제성장공헌율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와 서비스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
*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 : (2013) 54.9% → (2017) 58.8%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2013) 45.3% → (2017) 51.6%

● 2018년에는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3,500위안) 및 최
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의 소비촉진 정책 시행
● 아울러,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양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련
분야의 발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진)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자고 강조
● 상무부는 세계 1위 상품소비대국, 상품과 서비스 소비구조의 최적화, 고급 프리미엄 소비
비중 제고 등을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계획으로 발표
(환경규제 강화) 2018년에는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3% 감축, 중점지역의 초미세
먼지(PM2.5) 농도의 지속적 감소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
● 화학적 산소 요구량 및 암모니아 배출량은 2% 감축, 핵심 수역과 해역 정비, 폐수처리 시
설의 건설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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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도시화) 지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신형도시화
가속화
● (지역 균형 발전) 징진지 협동 발전·장강경제벨트 발전 추진, 서부개발·동북진흥·중부굴
기·동부우선발전의 개혁·혁신 조치 추진, 소수민족지역·변경지역·빈곤지역 지원 확대
● (신형도시화) 금년 도시진입 인구는 1,300만명, 농업부문 이전인구의 도시주민화를 가속화
* 주민 공공시설 우선 확대, 노후주택지역 리모델링, 교통·시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 수도시설 확충

(인프라 투자) 철도, 도로, 수상운수, 수력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 실시
● 2018년 목표는 철도에 7,320억 위안, 도로 수상운수에 1조 8,000억 위안, 수력시설에 1조
위안이고, 중대한 인프라 건설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
●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철도, 민항, 가스, 통신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발주
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강화

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전면적 대외개방 추진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개방 추진
● 중국 내 제도와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아울러, 서부·내륙·연해지역의 개방 확대, 중서부·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외자기업에 산업
이전 및 가공무역 지원 자금·토지 등의 정책혜택 제공, 지방정부의 범위 내 외자유입 우대정책
확대
● 디지털 헬스케어·양로·신에너지자동차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확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여 대외투자
규모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힘.
(소비재 관세 인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 및 일부 일용 소비품 등 수입관세 인하를
발표
● 중국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948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주권 확대 및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자유무역구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유무역구 자체의 개혁 심화 및 이를 위한
지방의 입법권 확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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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FTZ)에서 시범실시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
양자 FTA 및 아태자유무역구(FTAAP) 등의 다자협상 추진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모색

w w w. k i e t . re . k r

●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유관부문과 외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수정하고, 자유

● 아울러, 일대일로 국가와도 FTA와 동등하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세 양허 사업을 시행
할 것이라 발표
* 2018년 이스라엘,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 적극 추진

중국 플랫폼 활용, 새로운 시장 및 투자기회 창출에 주목할 필요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속과 더불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평가
● 서비스와 소비 주도 성장, 시장 및 투자 개방 확대 등은 보호 육성보다 시장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
이번 양회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창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등은 중
국이 우리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고, 중점 지원을 통해 향후 격차 확대 우려
● 절대적인 R&D 투자규모나 이에 따른 신기술 개발 결과, 창업투자 규모 및 창업자 수 등 산업
혁신 지표에서 우리에 비해 크게 앞서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도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서도 우리에 비해 우위
● 신에너지자동차,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도 거대한 시장 및 낮은 규제
수준 등으로 중국이 우리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생산 및 매출 규모도 매우 큰 분야
● 우리만의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주력하는 전략 필요
*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대규모 부품산업에서
수요가 많은 핵심소재, 특정 산업 및 소규모 집단 등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

공급 측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기존 산업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양회에서 언급된 신산업 중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앞서는 대표적인 분야는 메모리반도체산
업이나,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강화로 향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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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양회에서 언급된 중국 주요 산업 관련 지표

R&D 투자액
과학
기술
혁신

창업

신산업

과학기술 논문 수 및
피인용 수

중국

순위

1조 5,600억 위안(2016)

세계 2위
(미국 1위: 5,100억 달러)

세계 2위
논문 수 30만 9,441건(2016)
(미국 1위: 논문 수 42만 8,765건,
피인용 횟수 59만 9,918회(2016)
피인용 횟수 95만 9,688회)

발명특허 출원 및
인증 건수

특허 출원 134만 건(2016)

세계 1위
(미국 2위: 60만 6,000건)

유니콘 기업 수

59개(2017)

세계 2위
(미국 1위: 112개)

AI 연구역량

인용지수 상위 10% 논문 3,341건
(2017)

세계 2위
(미국 1위: 9,559건)

AI 기업 수

592개(2017년 6월까지)

세계 2위
(미국 1위: 1,078개)

5G 투자규모

1조 2,000억 위안(2017~2024)

-

반도체 투자규모

1,600억 달러(~2025)

-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

79만 4,000대(2017)

세계 1위
(미국 2위: 47만 7,000대)

빅데이터 시장 규모

1,692억 위안(2015)

-

블록체인 특허

428건(2017)

세계 1위
(미국 2위: 390건)

모바일결제 이용자

5억 3,000만 명(2017)

-

모바일결제 거래규모

677억 4,400만 달러(2016)

세계 1위
(미국 2위: 249억 2,500만 달러)

자료 : 관련 보고서 및 기사 정리.

●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와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핵심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 필요
중국이 우리에 비해 앞서 있는 기반기술이나 플랫폼산업 등을 중국 및 세계 시장 진출에 활
용하는 방안 모색
● 한·중 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우리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활용
● 우리의 제한된 시장 및 자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의 중국
창업 플랫폼 활용
● 중국의 발달한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등을 우리 상품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중국
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의료인력)의 중국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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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플랫폼

활용방안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

산업화를 통한 중국 및
제3국시장 공략

창업 플랫폼

우리 개인 및 기업의
중국시장 창업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가전,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활용

주요 조치

시장 및 투자 기회

소비 주도 성장 및
소비의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기회 확대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제품 및 설비 수요 증가

지역발전 및 도시화,
인프라 투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및
투자기회 확대

자동차 및 생활용품
관세 인하

수출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신산업 발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의 수요 증가

투자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우리 상품 및 의료서비스의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

(중서부 및 동북지역,
자유무역시범구 및
자유무역항 정책 등)

개방이 확대되는 지역 중심의
투자기회 확대

해외진출 확대 전략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 확대

w w w. k i e t . re . k r

그림 2 ] 양회에서 제기된 혁신 플랫폼의 활용방안과 시장 및 투자 기회

산업 및 수요 부문의 변화와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 창출될 새로운 시장 및 투자 기
회를 활용
● 서비스 주도 성장, 소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규제,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의 추진으로 프리
미엄제품 및 친환경제품(설비), 다양한 서비스분야 등의 새로운 시장기회가 창출될 전망
● 관세 인하를 선언한 자동차 및 일부 일용 소비품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기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우리
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의 시장 확대 예상
● 적극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서부·동북지역, 자유무역시범구(FTZ) 및 자유무
역항 등의 외자유치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진출 지역 선정 모색
● 중국 해외진출 확대 정책에 따른 우리의 중국 자본 유치 방안 모색

조철
(선임연구위원·중국산업연구부) ·
chch@kiet.re.kr
044-287-3046

조은교
(부연구위원·중국산업연구부)
ekcho@kiet.re.kr
044-287-3828

박가영
· (연구원·중국산업연구부)
park99@kiet.re.kr
044-28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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