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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신

□ 교통운수부 및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혁신으로 교통강국 건설 추진
●

과학기술강국, 교통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운수부 및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교통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1)을 발표2)
- 발전 목표는 2025년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강화, 핵심기술 개발, 첨단기술 및 교통·운수의
융합, 교통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2035년 기초연구 및 독창적인 혁신역량 강화, 독립적이고 제어 가능한 핵심기술 확보, 첨단
기술과 교통의 전면 융합, 교통강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의견은 ① 공급 강화, ② 산업발전, ③ 융합발전, ④ 역량 강화, ⑤ 메커니즘 최적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
- (교통·운수 분야의 고품질 기술의 공급 강화) 교통강국 건설을 위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강화,
교통·운수 핵심기술 확보, 현대 공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첨단기술 및 혁신기술 연구개발 강화
- (교통·운수산업의 혁신발전 촉진) 교통·운수 전산업 체인의 공동발전을 위해 교통건축업의

1) “关于科技创新驱动加快建设交通强国的意见”.
2) 교통운수부 및 과학기술부는 2020년 7월 ‘과학기술혁신형 교통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교통·
운수의 협력 혁신(科交协同)을 심화하며, 올 9월 의견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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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발전 촉진, 주요 교통 장비산업의 발전 가속, 운수서비스업의 혁신발전 추진
- (신기술과 교통·운수 융합발전 촉진) 교통의 학제 간 융합과 응용의 특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정보 기술과 교통·운수 융합발전, 선진제조기술 및 교통·운수 융합발전, 안전·친환경 기술 및
교통·운수의 융합발전 촉진
-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 및 기술자립에 중점을
두고,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기반 건설, 과학기술 고급인재그룹 형성, 지역 간 혁신 능력
협력 발전, 국제 과학기술교류 확대
-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체계 및 메커니즘 개선) 기존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제약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개혁 정책 추진, 기술 표준 및 법률체계 수립, 혁신주체의 활력 제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능력 향상

□ 중국정보통신연구원, 2021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동향보고 발표3)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9월 개최된 중국 국제 디지털 경제 박람회에서 “2021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형세 보고(2021中国数字经济发展形势报告)”를 발표하고,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특징을
제시

●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발전추세를 강하게 유지하며 디지털산업의 잠재력을 입증
- 생산, 투자, 소비, 무역 등의 회복과 성장으로 디지털 경제의 추진력 증가, 올 상반기 전자정보
제조,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성장률은 20%를 초과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용 로봇, 집적회로 등 주요 제품의 생산증가율은 40%를 상회하고,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 전자 상거래 서비스 등 중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 이상 증가
- 전자상거래 소비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소비도 확대되어, 전국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6조
1,1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고,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크게 성장

●

데이터 시장의 육성은 더 많은 혁신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
- 지방정부는 정부 주도로 데이터 시장 설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둥성은 데이터 요소의

3) CCID, https://www.ccidgroup.com/info/1046/335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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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장쑤성은 최고데이터책임자(首席数据官制度, Chief Data Officer)
제도를 시행
- 인터넷 플랫폼, 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서비스 제공자 모두 데이터 시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데이터 자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 서비스 모델과 적용
사례를 전문화
- 기업은 데이터 관리 개선, 데이터 개발 및 활용 심화, 데이터 시장 유통 거래 참여, 149개 기업 및
단위는 데이터관리 성숙도 국가표준을 이행
●

전국 통합 빅데이터 센터 전산망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
- 발개위 등은 “전국 통합 빅데이터센터 협력혁신 시스템 전산허브 구축 방안”4) 및 “신형데이터
센터 발전 3개년 실행계획(2021~2023)”5)을 발표
- 징진지, 웨강아오 등 8개 국가허브노드를 주도로 지역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전산배치
메커니즘 개선, 데이터센터 시장화 모델 혁신 등 모색

●

디지털산업은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경쟁력의 기반
- 집적회로, 베이직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및 자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5개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중 40%는 디지털산업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
- 디지털 경제 분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4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증가
하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 11개 기업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에 포함

□ 디지털화 녹색발전, 중국 디지털 탄소중립 고위급 포럼 개최6)
●

‘디지털을 통한 녹색발전’을 주제로 중국 디지털 탄소중립 고위급 포럼(中国数字碳中和高峰论坛)이
청두에서 개최
- 주요성과는 ① 디지털 탄소중립 특별기금 조성, ② 중국인터넷발전기금회 및 중화환경보호연합
등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디지털 탄소중립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 ③ 디지털공간 녹색저탄소

4) “全国一体化大数据中心协同创新体系算力枢纽实施方案”.
5) “新型数据中心发展三年行动计划(2021-2023年)”.
6) 中国网信网, http://www.cac.gov.cn/2021-09/09/c_16327779651226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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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제안서7) 발표
- 2020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2005년 대비 48.4% 감소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40~
45%의 감축 수준을 상회8)
●

디지털화, 네트워킹화, 지능화를 통한 녹색발전을 강조
- 중국기후변화 담당특사 셰전화(解振华)는 디지털화, 네트워킹화, 지능화를 탄소피크·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및 인터넷의 응용을 촉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인터넷+저탄소 생활을 안내할 것을 제안
- 중앙사이버공간부는 현재의 디지털화, 네트워킹, 지능화의 심층적 발전이 전통적인 생산방법
및 발전모델을 크게 변화시켰고 사이버 공간이 점차 녹색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인터넷의 특성과 정보화의 장점을 활용하고, 디지털과 녹색의 통합을 심화하며, 디지털 경제의
탄소 감축 이점과 녹색발전의 광범위한 전망을 결합하여,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것을 강조
- 중국인터넷발전기금회는 탄소피크·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기금회는 지원 범위를 디지털 기술·경제·생활의 발전 중심에서 디지털
공간의 녹색발전으로도 확대 계획

□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 유지9)
●

전 세계의 많은 주요 투자기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기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지속
- 코로나 펜데믹과 세계 경제의 어려운 회복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 회복력, 거대시장의
새로운 활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를 확보

●

(중국 경제의 회복력) 대외 불확실성 증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홍수 등 여러 충격에도 불구
하고 중국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꾸준히 개선

7) “数字空间绿色低碳行动倡议书”.
8) 经济参考报, http://www.jjckb.cn/2021-09/08/c_1310174240.htm
9) 新华网, http://www.news.cn/2021-09/07/c_112783745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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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주요 경제국으로, 올 상반기 중국의
GDP는 전년동기 대비 12.7% 성장하여,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을 입증
-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주식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중국으로 전 세계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제고
●

(거대한 시장의 새로운 활력) 아일랜드-중국 과학기술교류협회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입 규모는
향후 15년 동안 10조 달러로 예상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시장 기회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시장의 큰 잠재력과 100조 위안 이상의 경제 규모,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포함하여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잠재력, 소비구조 최적화 등으로 진정한 세계
시장으로 자리
- 주중 EU상공회의소의 기업신뢰조사2021(商业信心调查2021)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50%는
중국에서의 이익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고, 그 비중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다고 응답

●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장화, 법치주의, 국제화를 방향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가속화
- 팡관푸(放管服) 개혁10) 심화, 기업 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 및 외국인 투자법 시행, 시장 진입 및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지속, 올해 상반기 실제 외자이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2021년 중국기업환경조사보고(中国商务环境调查报告)에 따르면, 주중
외국기업은 중국의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의 3분의 2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

박가영_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원

10) 팡관푸(放管服) 개혁은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의미하며, 경영환경 최적화와 함께 제시된 개혁조치, 인민망, http://kr.people.
com.cn/n3/2019/0626/c203278-9591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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