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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 제조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p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
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중국 내 수요뿐만 수출기지로서의 역
할로 인해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며,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
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취약한 산업
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
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 고도화가 중요하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
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
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
라 공급 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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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
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
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
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
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
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
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
드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 고도화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
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
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
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
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
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 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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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
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
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
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한국이 적자를 기
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는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는 품목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는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 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은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
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은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
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
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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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의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 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 부문이나 범용
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 부문은 경쟁열위로 떨
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 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
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
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 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
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
분야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히
기술이나 품질로써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우며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
업구조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 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
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
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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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
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
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 부문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효율적인 스마트제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
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 구축, 제도 정비, 해외
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
에서 요구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
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
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
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
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
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
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
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분
야도 많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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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정부정책으로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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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한 중국 산업은 12차 5
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 측 개혁 등
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개년 계획 추진과 더불어 중
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
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
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산
업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
을 보여 중국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
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
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
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도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중국 내 생산구조가 바뀌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
국 진출전략 및 수출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지가 상승 등으로 단순 가공조립산업이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중국 진출 우리 기업도 대중 투자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이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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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
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중국이 오
히려 우리를 크게 앞서 나가고 있어 대중 산업전략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
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 및 전망을 기반으로 한·중 산업경쟁
력 변화를 분석하고, 경쟁력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에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생산품목 구조, 제품의 질적 특성, 주요 기업에서 R&D 역할, 중국 토
종 기업의 위상 등을 중심으로 중국 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세를 분석하고, 중국
의 산업정책을 통해 향후 구조 고도화 방향을 전망한다. 중국 산업의 질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경쟁력을 비교하며,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
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가 더 진전되면 경쟁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이다. 그렇다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는 산업 전반에서 구성이 보다 고도기술산업
등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 3
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이나 기술의
존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같은 산업 내에도 단순 완제품 조립보다는 부품 및 소재 생산에 특화되는 것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1차 산업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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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3차 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비교적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장비, IT 기기, 철강, 화학 등의 비중이 매우 높
은 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 및 일부 화학제품 등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하
지만 대부분의 소재 및 부품, 장비 등에서 중국은 양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의 구조 고도화는 단순히 산업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산업들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산업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 산업별로 고찰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결국, 개발 산업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
고, 이를 통해 우리와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개별 산업의 질적인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
인 것이 개별 산업의 품질 수준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줄이는 개념뿐만 아니라 사용 시 편리, 느낌 등을 구현하는 기능과 디자인, 소
재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수준도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
제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있느냐는 핵심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
의 문제와 직결된다. 자체적인 설계 및 제품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소재의 자체 조달 능력 등도 포함된다. 산업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산 부품 및
소재 조달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주요 산업은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신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
운 개념의 제품으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자체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산업 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동차를 예로 들면, 신산업이라고 불리는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등)는 기존 차량에서 동력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
동차는 자동차의 운전 방식이 자율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은 똑같은 자동차인
것이다. 이러한 신산업은 여타 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을 따로 뽑아서 보기보다 기존 산업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산업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중국은 기존 산업에서 선진국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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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신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그 결과가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를 보고 그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에서는 5~6년 정도의 주기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비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질적 구조 고도화 등으로 중국 산업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2016
년에 이어 다시 비슷한 주제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내용상
2016년 및 2010년 연구내용과 유사하지만, 최근 새롭게 변화된 산업환경, 특
히 중국의 빠른 질적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한·중 경쟁력을 비교하고 그 대
응방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최근 발생한 미·중 분쟁, 일
본의 수출 규제 등도 한·중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주력산업 중심의 분석이
었지만,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게임 및 인공지능과 같은 일부 서비스 및 기반
기술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쟁 관계가 어
떻게 변해왔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
업연구원의 2016년 보고서(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
는 영향과 대응전략)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와 산업연
구원의 2016년 보고서는 목차 구성이나 각종 표 및 그림 등의 양식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자료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을
실시하여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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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추이, 한·중 산업경쟁력 비교, 우리의 대응방
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총괄편을 작성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직접적으로 중국과 경쟁 가능한 산업 중심이어서 제조업 위주일
수밖에 없고, 신산업이 기존 산업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구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 산업 중심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은 자동차산업에 포함되고, 일반기계에는 산업용 로봇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산업은 자동차(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조
선, 일반기계(로봇 포함),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등 주요 제조업종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인 인공지능과 문화
산업으로 상업적 의미가 크며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게임 등 총 12
개 산업을 선정하였다.
보고서 구성은 전반적인 산업환경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하여 업종간 비교가
들어간 종합보고서를 1부로 하고, 업종별 보고서를 2부로 구성하였다. 업종별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여 취합 및 비교를 실시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업종별 보고서에는 중국 주요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수급구조 분
석 및 전망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중국 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를 살펴보고, 중국의 관련 산업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전망해본다. 이러한 중국의 현황 및 변화에 근거하여 개별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하며 전망하는데, 정량적인 측면에서 먼저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여 양국 해당 산업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양국
간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구조 고
도화라는 점에서 각 산업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을 산업연구원의 업종전
문가가 실시한다. 이러한 경쟁력 현황과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전
략을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종합편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비교하며,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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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로 묶어 몇 개의 산업 특성별 경쟁상황,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의 특성이나 한·중 경쟁관계, 중국의 발전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주는 시사
점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면 주요 내용을 작성하는 데 문헌 조사에 기반할 수밖
에 없다. 중국의 산업정책 관련 내용, 업종별 현황, 주요 환경변화, 중국 산업의
질적 변화 등에 대한 자료는 중국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업종별 단체 등의 보고
서를 참고할 것이다. 현황 및 추세를 보기 위해 생산, 무역 및 투자 등의 통계를
활용할 것이다. 중국 주요 업종별 단체의 연감, 중국 무역통계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통계 및 무역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국의 생산 및 내수 동향, 세계시장
점유율, 무역경쟁력 등을 분석한다. 업종별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은 산업
연구원 업종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련 업계 및 단체, 학계 등 전문
가들과의 인터뷰,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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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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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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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중국은 WTO에 가입하여 개혁개방을 본격화함에 따라 2000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 2007년 일본
을 제치고, 세계 2위 제조업 생산대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최대 제조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에는 세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1%로 미국 대비 10%p 이상 더 높다. 중
국은 제조업에 있어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조
업도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표 2-1.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21.6

19.7

17.8

18.3

17.1

15.9

16.1

16.3

16.2

17.4

17.0

16.7

중국

10.7

12.3

14.6

17.4

18.3

20.6

22.5

24.0

25.3

26.6

26.3

27.1

독일

7.6

7.8

7.5

6.6

6.5

6.6

6.1

6.2

6.3

5.7

6.0

6.0

일본

11.8

10.7

10.7

10.8

11.3

10.3

10.2

8.2

7.6

7.5

8.5

7.6

한국

3.1

3.1

2.6

2.5

2.9

2.9

2.9

3.0

3.1

3.1

3.1

3.2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DB) 홈페이지, https://www.istans.or.kr(검색일: 2019. 12. 19).

제조업에서 세계 최대 생산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서비스업은 아직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국도 세계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왔지만 2017년 현재 11.7%로서 미국의
30.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균형 있는 산업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2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표 2-2. 세계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32.4

30.3

28.6

29.3

28.4

26.7

27.3

27.4

27.8

30.4

30.8

30.4

중국

3.5

4.1

4.9

5.7

6.3

7.2

8.1

9.2

9.9

11.5

11.6

11.7

독일

5.7

5.8

5.8

5.6

5.1

5.0

4.6

4.8

4.8

4.4

4.4

4.4

일본

9.5

8.5

8.8

9.6

9.6

9.6

9.4

7.6

6.8

6.3

6.9

6.6

한국

1.7

1.7

1.4

1.3

1.4

1.4

1.4

1.5

1.5

1.6

1.5

1.6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DB) 홈페이지, https://www.istans.or.kr(검색일: 2019. 12. 19).

한편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2010년
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은 5%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한 반면, 일반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연평균 10%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휴대폰, 가전 등은 5~10%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인 게임과 인공지능은 최근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2-3. 성장률에 따른 중국의 산업분류
5% 이하

5~10%

10% 이상

자동차, 조선, 철강

휴대폰, 가전

일반기계,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게임

주: 성장률은 2010~18년간 연평균 업종별 내용을 취합.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세부업종별로 보면, 2000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던 자동차 생산은
2010년 이후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2019년
현재 수주량뿐만 아니라 건조량도 2010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기계산
업은 다양한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
된 2010년 이후에도 중국 일반기계산업은 연평균 11%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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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는 국산설비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내 생산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철강생산은 공급과잉 등으로 생산량 조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2010
년 이후 연평균 4.8%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석유화학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어
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
상되면서 식품산업도 2010년 이후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은 일부 파운드리 및 외자계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
고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연평균 19.3%로 매우 빠르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로컬브랜드의 부상, 주요 외자계 업체의 중국
내 생산강화 등으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 이후 연평균 27.6%
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 이후 중국 휴대폰 생산은 연평균 7.6%
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2018년 성장이 감소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외자계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 중국 가전생산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컬
러TV나 에어컨 등은 2010년 이후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세탁기,
냉장고의 성장세는 높지 않았다. 이는 세탁기 및 냉장고의 세계시장이 성숙됨
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54.6%나 성장할 정도로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응용분야(75.8%) 중심이고, 다음으로 기술분야
(22%), 기초분야(2.8%) 등이다. 중국의 게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산업 전체로는 2011년 이후 시장이 연평균 22.8%나 늘었고, 모바일게임은
76.2%나 증가했다.
중국의 제조업 내수는 생산에 비해서도 대부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자동차는 생산이 주로 내수에 의존하는데, 내수증가율도 4%에 못 미쳐 생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은 정부 차원의 내수 창출 노력으로 2014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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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내수규모가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했다. 중국의 조선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조선산업의 세계적 불황으
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아졌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수입대체
등을 통해 생산은 비교적 빠르게 늘고 있지만, 내수는 2011년 대비 2018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의 오류도 있겠지만, 그동안 중국 경제 및 산
업의 저성장 기조가 일반기계 내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철강산업도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의 성격이 반영되어 내수의 성장률은 생산
과 비슷하게 2010년 이후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산업은 다
른 산업과 달리 내수산업의 특성상 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산업이 성장
하고 있다. 내수의 증가폭도 2010년 이후 11.7%에 달한다. IT 기기 생산기지
인 중국은 반도체 수요가 매우 크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 속도도 10.8%
로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중국의 IT
기기산업이 발전하면서 디스플레이 내수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생산
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디스플레이 수요산업인 컬러 TV와 휴대폰의
중국 내 생산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6.0%, 7.6% 성장하였다. 중국 휴대
폰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국내 수요는 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2010년 이후 중국 가전의
내수는 8.9%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
의 경우, 컬러TV는 내수가 감소한 반면, 진공청소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제조업종은 대부분 내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몇몇 산업을 제외하면 생산도 대부분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특히 통
신기기나 가전 등은 절대적인 수출산업으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
이 내수 비중에 비해 크게 높았다.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자동차나 식품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과 내수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석유화
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여전히 수입이 많아 내수가 생산보다 더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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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생산이 초기 단계에 있는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의 60%를 수요하고 있지만, 생산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과 게임산업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도 주로
내수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중국 주요 산업의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구분

생산

산업별

비중

내수
순위

비중

순위

자동차

28.4

1위

29.3

1위

조선(수주)

35.8

1위

12.0

1위

일반기계

48.2

1위

30.8

1위

철강

51.1

1위

48.8

1위

석유화학(에틸렌)

25.6

2위

35.0

1위

식품

34.7

1위

34.4

1위

반도체

5.1

-

58.5

1위

디스플레이

25.1

2위

65.1

1위

통신기기(스마트폰)

48.8(LCD TV)
63.2(냉장고)

65.1(스마트폰)
27.2

1위
1위

22.6(LCD TV)

56.2(세탁기)
가전

48.8(LCD TV),

1위

77.1(에어컨)

27.2(세탁기)
21.0(냉장고)

1위

55.3(에어컨)

38.5(진공청소기)
인공지능

10.6(기업 수)

2위

-

2위

게임

17.7(매출액)

2위

-

1위

주: 석유화학(에틸렌) 내수는 세계 에틸렌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은 현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반도
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경우 연평균 5%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여타 산업은 일정한 수준의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다소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산업만 예외적으로 소득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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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내수증가로 생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
고, 내수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생산도 일정 수준 증
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환경규제 등으로 중국 조선산업은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하여 생산도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기계의 경우 내
수 정체로 생산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수입대체 및 수출 수요가 존재하
고, 스마트 제조화 및 환경규제에 부응하는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산업에 있어 국내 철강 수요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인도, 아세안,
중동 등의 철강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로 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어서 생산은 비교적 빠르게
늘 전망이고, 내수는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나겠지만, 증가세
는 둔화될 것이다. 수출도 늘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가공식품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
로 내수가 빠르게 늘면서 생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수 중심의 산업 특
성상 수출 성장세는 제한적이겠지만 화교 수요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세
를 보일 것이다.
반도체는 중국 내 생산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ICT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내수도 크게 늘고, 제
조 공정상 이동 및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의 내수나 수출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지만, 생산은 수입대체
등을 위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G 서비
스의 확산으로 5G폰을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중
국의 휴대폰 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전산업은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스마트가전을 중심으로 내
수가 증가하여 생산도 일정 부분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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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스마트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기대되면서
인공지능 시장과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된다. 중국산 게임은 내수나 수출 증가세가 매우 높아 생산도 크게 증가할 가
능성이 높다.

표 2-5.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 전망
업종

생산

내수

수출

자동차

△

△

▲

조선

△

△

△

일반기계

△

◇

△

철강

△

◇

△

석유화학

▲

△

△

식품

▲

▲

△

반도체

▲

▲

▲

디스플레이

▲

◇

▽

통신기기

△

△

▲

가전

△

▲

△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인
식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했
다. 에너지 및 자원 소모, 저임금 노동 등에 의존하는 산업발전 방식에 문제점
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정 부분 산업구조 조정이 연기
되었고, 경기 부양을 통해 양적 성장이 더 촉진되면서 오히려 양적 성장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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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한 12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는 중국정부 차원에서 질적 구조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
었고, 이의 성과가 일정부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고용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도 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않으
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을 거치는 중 대부분의 산업은 생
산품목구조, 제품의 질적인 측면, 중국 로컬기업의 위상, R&D 부문은 역할 강
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구조 고도화에서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 다르긴 하지
만 많은 산업에서 중국 로컬기업이 중심이 되어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자동차산업을 보면, 중국은 승용차 비중이 높아지고, 승용차 내에서는
SUV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 및 모델이 개발되고, 친환경자
동차의 빠른 발전으로 생산품목구조가 빠르게 다양화하고 있다. 로컬기업들의
단순 품질뿐만 아니라 디자인, 소재, 기능 등의 면에서도 질적 고도화가 추진되
었고, 최근 승용차 부문에서 로컬기업이 독일, 일본 등의 기업에는 다소 밀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R&D도 전반적으로 강화
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R&D 투자에는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조선산업도 대형 유조선 및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뿐만 아니라 최근 자
국 수요에 기반하여 LNG운반선도 건조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자율운항선박
등의 고기술선박 생산과 더불어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국영 조선기업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정부지원을 통한 R&D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외국 합작사와 협력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경
우, 건설기계의 핵심 기종인 굴삭기 기준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중국기업인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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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 XCMG 등 기업의 점유율이 41.6%, 미국의 캐터필러, 한국의 두산, 일
본의 코마츠 등의 기업점유율이 30%이며, 기타의 비중이 21.7%로 중국 로컬기
업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일반기계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한 건설기
계제품이나 스마트제조 등에 대응한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생산설비의 NC
화율 향상, 주요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관련 장비 및 기계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 철강산업도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강재(특수강, STS강 등)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하고 있고, 스마트제조를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인
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로컬기업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도 산학협동 연구플랫폼 구축이나 해외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공
동 연구 등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도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스
마트제조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신제품 출시에도 노력을 기울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초대형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기업의 위상
은 크게 강화되어왔다. 중국 식품산업은 가공식품의 공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성도 제고되는 등 품질수준이 향상
되고 있다. 특히 현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로컬기업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상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R&D 여력을 확보하고
식품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은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
고, 자체기술을 통해 로컬 전자기기업체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분야
에서 로컬기업의 강화와 동시에 R&D 역할도 크게 확대해왔다. 중국은 디스플
레이에서 중국 로컬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OLED, Micro-LED
등 신기술 부문까지 빠르게 질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 중에서 질적 고도
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휴대폰산업은 스마트폰에서도 빠른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중국 로컬업
체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체 AP, 5G칩, AI칩 등을 개발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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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을 석권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 가전산업은 스마트가전이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
단 ICT 적용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첨단 ICT 기반의 스마
트홈 환경에 기업들의 R&D가 크게 늘고 있고, 하이얼, 메이디, 거리 등과 같은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 IT 업체들이 스마트가전시
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컴
퓨터 시각 등 핵심기술 경쟁력 향상과 함께 AI 관련 논문, 특허 등에서 세계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AI 산업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등과 같
은 중국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많은 R&D를 AI에 투입하고 있다.
중국 게임산업은 로컬기업이 주도하여 모바일게임 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
르와 개성 등에서 다양화가 크게 강화되었다.

표 2-6.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비교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중국 제품의 질적

중국 로컬업체의

산업 내 기업의

생산 확대 등 포함) 변화

구조 고도화

위상 강화

R&D 역할 강화

자동차

◎

◎

●

●

업종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식품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통신기기

●

◎

●

◎

가전

●

◎

◎

●

인공지능

●

●

●

●

게임

●

◎

◎

◎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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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형적인 산업고도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에는 중점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고급 CNC 공
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플랜트 및 첨단 선박, 철도 교통장비, 에너
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전력장비, 농업장비, 신소재, 생물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산업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9대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9대 목표는 중국 제조업이 당면
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 융합 추진, 공업기반 능력 강화, 품질 및 브랜드 강화, 친환경 제조업의 전
면추진, 중점분야의 비약적 발전 추진, 제조업의 구조조정 심화, 서비스형 제조
와 생산 관련 서비스업 적극 추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 제고 등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로서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 공
업의 기초능력 강화, 친환경 제조, 첨단설비 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10대
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제조업 전반의 발전 목
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중국제조 ‘2025 1+X 규획’을 발표하
였는데, 이에는 5대 중점 프로젝트 실시 지침, 2대 특별 행동지침, 4대 발전계
획 지침 등 11개 지침들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중국제조 2025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은 신산업 육성, 스마트 제조 및 친환경
제조로의 전환, 기반기술 개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육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국의 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인터넷+ 정책을 들 수 있는
데, IT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등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
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표이다. 인터넷+ 정책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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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서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는 인터넷+ 제조로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선
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의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선진제조업의
공업 인터넷 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공업 인터넷 발전 행동 계획’ 등이
있는데,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을 활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터넷+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은 서비
스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문화산업의 육성은 중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발전목표 중 하나이다. 문화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게임산업인데, 한편으로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정책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은 중국제조 2025에서 10대 산
업의 하나로서 발전목표 등을 정한 바 있고, 2017년 자동차산업 중장기발전계
획을 발표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
에는 전방위적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발전 등이 핵심인데 전기자동차, 자율
주행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최근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발전도 강조하고 있고, 내
연기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해
양플랜트뿐만 아니라 크루즈, 액화천연가스선박 등 첨단선박기술의 세계 경쟁
력 제고를 내용에 담고 있고, 보다 세부적인 발전정책을 13차 5개년 계획을 통
해 밝힌 바 있다. 또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심화와 업그레
이드 가속화 행동계획이나 해양플랜트장비제조업 지속 건전화 행동계획 등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을 중점 10대 산업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인 스마트제조공
정실시지침, 2016년 첨단장비 혁신공정 실시지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각종
기계 및 핵심부품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첨단 강종 개발과 같은 제품구조의 다
각화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나 친환경생산 등에 대한 정
책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석유화학산업은 13.5 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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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능력을 확충하고,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신소재 개발능력을 향상시킨다
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생산공정의 친환경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 이후 식품산업에서는 식품안전 등을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첨단식품 제조공정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뿐만 아니라 중국제조 2025에서도 반
도체산업 발전에 대해 강조했으며,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16년 신형디스플레이산업발전 행동계획을 추진
한 데 이어 2018년 이후 신형디스플레이산업 초월발전 3개년 행동계획을 실시
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뿐만 아니라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생산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
터넷 플러스 정책 등과 더불어 13·5 규획 등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분야를 집
중 육성하고 있다. 가전산업은 중국제조 2025의 직접적인 육성대상은 아니지
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고효율 스마트가전 보급, 스마트가전
제품 개발, 스마트홈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중국정부의 정책에서 가전산업 육성
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중점 육성분야로 보고 인터넷 플러스 전략, 중국제조
2025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2017. 7) 등과 같은 개별 발전
전략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게임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
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외국 게임의 국내 잠식을 막는 역할도 수행한다. 다
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여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나 게임은 다소 다르겠지만 주요 제조업종의 업종별 정책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산업에 따라 주요 목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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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는 중국정부가 목표한 수준에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핵심
신산업 분야 육성도 대부분 목표 달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산업의 구
조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빠르게 전환이 가능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자동차는 기존 산업의 품질 수준
제고나 내연기관 국산화율은 단기간에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
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방식은 중국 자동차산업도 빠르게 자동
화 및 스마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신산업에 있어 친환경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목표를 실현하고 있고, 스마트자동차 분야는 발전목표보다 더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10대 조선소의 건조비율 70%를 넘기지는 못
하여 집중화에 한계가 있고, 해양플랜트 역량은 강화되나, 시장규모 축소에 따
른 영향이 존재하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스마트야드 구축으로 핵심조선소 중심
의 스마트 생산강화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35%, 고부가
가치선 40%의 점유율 확대나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 여
부는 불투명하다. 일반기계는 범용부품의 품질수준 제고로 수출이 확대되어 기
존 산업의 발전이 지속되며, 전 산업의 스마트 제조화로 로봇, 스마트공장 장비
채택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산업인 로봇산업에서 중고위 품질 이상에서는 중국
이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철강산업에서는 저효율 설비 폐쇄가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
업의 대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중국 철강산업의
생산방식은 빠르게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다. 신산업인 첨단/고부가철강에서
중국의 기술이 경쟁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은 전통적 범
용제품의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내 과잉 공급을 억제하는 대신 친환경, 고
효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공정 업그레
이드 추진, 석유화학제품 공급망 내 스마트 협업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로서 다운스트림 제품군 내 아이디어 제품 출시나 전방산업과의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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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식품은 식품 신
뢰성 개선, 물류체계 혁신으로 내수기업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
며, 생산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어 식품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역량이
강화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도체산업은 기술이 축적되어 이미 경쟁력을 지닌 팹리스 및 파운드
리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자체 기술로 개
발된 반도체는 성능이 좋지 않고 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은 저조한
편이지만, 메모리반도체 시제품의 생산이 시작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
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은 현재 LCD의 경쟁
력을 기반으로 OLED 생산 확대를 통한 구조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
며, 생산방식에서는 양산 미적용 분야인 프린팅 기술로 한국과 경쟁할 전망이
다. 미래 신기술에서 기술 수준이 높으며 한국보다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중국 통신기기산업은 5G 핵심부품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하나, 통
신장비는 세계최고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AI, 데이터, 5G 등을 활용하여 생
산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전망이고, 5G 장비 및 부품은 2025년 글로벌 진출 목
표를 이루고, 5G폰 분야는 발전목표를 상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이다. 중국 가전산업은 대부분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점유율
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기존 선도기업과 경쟁을 본격화할 것
이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IT 기술,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조가
본격 도입되어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중국의 스마트홈 시장
성장과 함께 스마트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인테리어
등 전방 서비스 분야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활동 등에서 아
무런 제약이 없고, 인터넷 플러스 등 국가발전 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적인 전략까지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 활용, 기초기술 개발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게임시장이 보호된 가운데 중국
게임산업은 빠른 발전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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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무역은 경쟁력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주요 업종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절대적인 규모의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는 지표로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한다. 전체 무역액에 비해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를 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우면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고, -1에 가까우면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을 통한 경쟁
력 비교는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먼저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
면, 자동차, 에틸렌,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세계시
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 에틸렌 등을 제외하면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일반
기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거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IT 완제품인 휴대폰이나 가전 등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산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중국이 완성차를 본격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중국이 이미 2012년부터 한국
의 점유율을 추월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완성차는 1.5%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그동안 꾸준히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비해
높았지만, 저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출 급감과 2016년의 수주절벽 영향으
로 2018년 중국보다 수출시장 점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우리의
수주량이 더 많아져 2019년 이후 다시 역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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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중 모두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중국의 비중이 크게 높은
산업이다.
철강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5년 15%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구조조정
추진으로 12%대로 하락하였지만 세계 1위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은 5% 대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 석유화학산업에서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플라
스틱이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
지만, 공급 부족인 에틸렌은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중 모두 다
른 제조업과는 달리 식품 부문의 수출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
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이고, 한국은 0.5%에 불과하다. 이는 미
국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 농식품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한국은 전통적인
메모리반도체 강국으로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생산보다 반도체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이 수출에 계상되기 때문이
다. 중국에 한국 기업의 주요 모듈공장이 위치하여 중국의 디스플레이 세계 수
출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중국에
세계 수출 1위 자리를 내어준 이후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
국은 강력한 휴대폰 국내 생산기반을 가지고 세계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반면, 휴대폰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의 해외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가전도 한국은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 생산을 통한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세계 가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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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중 주요 산업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변화 추이 비교
산업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
화학

에틸렌
플라스틱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2.43

2.74

3.10

3.17

3.37

3.40

3.24

3.43

3.66

한국

5.36

5.73

5.83

5.84

5.69

5.60

4.98

4.58

4.29

중국

23.6

23.3

25.4

20.3

18.4

21.7

18.5

17.2

20.4

한국

27.4

28.9

24.7

25.4

28.0

28.9

27.3

30.7

16.6

중국

16.4

16.3

17.2

17.5

17.8

17.9

17.3

19.2

19.1

한국

2.8

2.7

2.7

2.7

2.8

3.1

2.9

3.5

3.5

중국

8.3

9.3

9.8

10.7

13.8

15.5

14.8

12.1

12.2

한국

5.4

5.6

5.8

5.4

5.8

5.9

5.9

5.9

5.8

중국

0.6

0.2

0.0

0.0

0.0

0.0

0.2

0.1

0.0

한국

10.7

13.5

18.3

18.8

14.3

11.3

13.2

13.6

12.7

중국

7.2

8.1

9.9

10.4

10.9

12.1

11.6

11.8

12.4

한국

5.0

5.1

5.1

5.3

5.2

5.2

5.1

5.3

5.4

중국

4.2

4.3

4.4

4.4

4.6

5.1

5.2

5.0

5.2

한국

0.4

0.5

0.5

0.4

0.4

0.5

0.5

0.5

0.5

중국

11.67 12.56 14.88 19.11 14.93 16.41 13.95 12.90 14.11

한국

8.15

8.28

8.58

8.70

9.21

9.32

9.21

12.70 14.36

중국

34.6

37.3

43.3

44.7

43.2

47.0

47.3

42.5

45.9

한국

38.6

34.3

32.3

30.8

32.8

31.6

28.5

23.7

23.1

중국

38.5

41.5

43.0

45.1

46.7

46.2

46.0

53.8

57.2

한국

9.1

6.6

7.2

7.2

7.5

6.4

3.5

3.6

2.5

중국

24.2

25.4

28.2

30.3

33.3

35.6

35.0

34.1

35.4

한국

6.4

6.6

6.1

6.7

6.2

5.4

5.6

5.8

4.9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6. 7~2020. 2. 11);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주요 산업에서 한·중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한국은 식품을 제외하
면 전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자동차, 석
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수입특화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기계를 제외하면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력(무역
특화지수)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경쟁력(무역특화지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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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별로 보면 한국은 자동차산업이 수출특화산업이지만 중국은 수입
특화산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수출특화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
는 반면 중국은 수입특화도가 약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부품이
2012년부터 수출특화로 전환되었다. 조선은 한·중 모두 수출 특화산업이기 때
문에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높다. 일반기계의 경우 한국은 완제품 수출이 증가
해왔지만, 핵심부품뿐만 아니라 범용부품의 수입도 많아 중국보다 무역특화지
수가 낮은 편이다. 중국은 범용부품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비해 무역특
화지수가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중 모두 철강산업에서 수출특화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0년의 경우 수입특화였다가 수출특화로 전환된 이후 무역특화지수
가 빠르게 향상되었다. 전반적인 공급부족상태인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무역
특화지수가 수입특화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서 한국은 수출 특
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품산업은 한국과 중국 모두 무역특화지수가 수입
특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과정의 이동이 수입 및 수출로 잡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중국은 수입특화로 되
고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는 수입특화산업이었지만, 기존에 패널을 수입하여
모듈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무역특화지수는 개선되고 있다. 반면 한국
은 중국 등 해외생산이 강화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중국은 중요한 수출기지로서 2018년 완전수출특화에 가까운 반면, 한국
은 수출특화도가 낮아져 무역특화지수가 0.173에 불과하다. 중국은 절대적인
가전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중저가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절대
적인 수출특화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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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중 주요 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비교
산업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
화학

에틸렌
플라스틱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339 -0.340 -0.307 -0.304 -0.345 -0.246 -0.272 -0.260 -0.219
한국

0.760 0.774 0.780 0.765 0.710 0.659 0.626 0.612 0.585

중국

0.920 0.920 0.913 0.869 0.901 0.933 0.843 0.848 0.849

한국

0.866 0.915 0.874 0.910 0.912 0.884 0.894 0.928 0.854

중국

0.038 0.035 0.041 0.043 0.044 0.045 0.053 0.045 0.042

한국

0.005 0.010 0.012 0.011 0.013 0.016 0.014 0.008 0.015

중국

0.152 0.258 0.327 0.372 0.488 0.500 0.472 0.385 0.412

한국 -0.037 0.014 0.065 0.070 0.083 0.148 0.151 0.186 0.222
중국 -0.075 -0.089 -0.119 -0.137 -0.139 -0.129 -0.140 -0.170 -0.188
한국

0.031 0.047 0.071 0.074 0.046 0.034 0.047 0.054 0.049

중국 -0.030 -0.022 -0.013 -0.009 -0.007 0.000 0.001 0.001 0.004
한국

0.014 0.015 0.016 0.017 0.017 0.017 0.016 0.017 0.018

중국 -0.004 -0.005 -0.008 -0.008 -0.009 -0.009 -0.008 -0.010 -0.010
한국 -0.011 -0.013 -0.012 -0.013 -0.014 -0.016 -0.017 -0.016 -0.017
중국 -0.491 -0.482 -0.460 -0.396 -0.462 -0.441 -0.489 -0.510 -0.500
한국

0.203 0.199 0.215 0.232 0.241 0.229 0.259 0.416 0.494

중국 -0.276 -0.230 -0.161 -0.161 -0.160 -0.126 -0.105 -0.082 -0.057
한국

0.853 0.828 0.825 0.845 0.808 0.771 0.769 0.653 0.576

중국

0.598 0.560 0.550 0.614 0.604 0.603 0.618 0.639 0.996

한국

0.633 0.695 0.703 0.542 0.473 0.381 0.082 0.135 0.173

중국

0.707 0.733 0.762 0.771 0.781 0.799 0.751 0.695 0.702

한국

0.839 0.822 0.793 0.792 0.755 0.692 0.627 0.547 0.4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6. 7~2020. 2. 11);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한·중 간 무역경쟁력은 업종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이 무
역수지 흑자인 경우는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이고, 디스플
레이는 최근 흑자폭 및 무역특화지수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나머지 중국에 대
해 적자를 보고 있는 산업 중에서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 등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거나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산업이다. 실질적으로 흑자이면서 흑자
폭이 확대되고,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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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국에 대해 절대적인 수출특화산업이었던 자동차산업
은 현지생산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줄고, 현지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면
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하여 무역수지 및 수출특화도가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완성차는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조선은 우리가 벌크선을 비롯한
중소선박, 선체블록, 범용기자재 등의 수입이 많아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
를 기록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일반기계는 대중 수입이 증가하면서 대중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졌지만, 2018년 기초산업기계 및 기타 기계
류 수출이 증가되면서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도 다시 상승하였다.
철강은 중국에 대해서 적자산업일 뿐만 아니라 무역특화지수도 –0.3 내외로
서 수입특화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무역적자는 2014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
후 대중국 수입이 감소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 수출가격 등에 의해 연
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석유화학산업에서 한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
고 있으며, 무역특화지수도 0.8 이상으로 완전 수출특화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입특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23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점점 적자폭이 늘고 있다. 이는 신선농수산식품의 수입 증
가에 따른 것이고 가공식품의 수출은 점차 늘고 있다.

표 3-3. 한국 주요 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산업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철강

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지

4,005

5,099

4,264

5,370

5,988

4,820

2,744

지수

0.474

0.459

0.420

0.465

0.503

0.445

0.311

0.058 -0.058

387

-361

수지

-1,324

-796

-1,046

672

30

-88

-538

-238

지수

-0.825 -0.796 -0.947 0.374

0.035 -0.089 -0.748 -0.239 -0.431

수지

7,015

7,372

5,287

5,083

3,982

3,613

4,922

5,348

6,958

0.515

0.365

0.401

0.349

0.360

0.355

0.338

0.417

-239

지수

0.553

수지

-2,766 -4,790 -4,330 -3,536 -5,391 -4,166 -3,603 -3,974 -2,547

지수

-0.259 -0.347 -0.366 -0.317 -0.400 -0.394 -0.350 -0.35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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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산업

국별

석유

수지

화학
식품
반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648 19,648 20,004 21,724 20,318 15,565 15,373 18,683 19,495

지수

0.843

0.810

0.833

0.849

0.836

0.855

0.860

0.858

0.834

수지

-1.81

-1.98

-1.69

-1.82

-1.89

-1.81

-1.86

-2.05

-2.28

지수

-0.101 -0.009 -0.008 -0.008 -0.008 -0.008 -0.009 -0.009 -0.009

수지

10,603 9,135 11,827 15,150 18,041 16,441 12,957 26,099 35,949

지수

0.446

0.407

0.494

0.537

0.526

0.419

0.365

0.496

0.525

디스

수지

8,575 11,651 16,447 18,917 19,360 21,833 21,288 17,141 15,497

플레이

지수

0.681

0.682

0.757

0.774

0.764

0.757

통신

수지

1,779

87

1,243

1,758

-318

-1,228 -2,097 -3,809 -2,656

지수

0.267

0.012

0.225

0.245 -0.027 -0.091 -0.230 -0.465 -0.395

수지

-585

-621

-636

-538

기기
가전

지수

-785

0.798

0.647

0.589

-1,138 -1,992 -2,773 -3,395

-0.162 -0.156 -0.167 -0.126 -0.173 -0.267 -0.487 -0.658 -0.74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검색일: 2019. 8. 8~2020. 2. 11);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간 비교
한·중 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서는 비용여건 등
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
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
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
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의 품질 및 기술력에서 다소 뒤처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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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과 신산업 대응에서는 우리를 앞서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우
위를 보일 전망이다. 해운 및 조선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국영 중국조
선소와의 경쟁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격차는 유
지되는 반면 기술경쟁력 격차는 축소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위협이 증대되고 있
다. 스마트친환경선박 기술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술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다. 일반기계산업에서 한·중 간 가격경쟁력 격차는 축소되지 않
은 가운데 품질 및 기술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면서 중국 및 여타시장에서 경쟁
적 관계가 확대되고, 신산업 대응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트랙
레코드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 철강재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 격차는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되며, 신수요에 대응하는 신강종 선제개발, 공정 스마트화, 서비스 경쟁력 등
이 향후 철강산업 경쟁력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에
서 중국은 가격경쟁력이 존재하지만, 아직 공급 부족 품목이 많고 품질경쟁력
이나 신산업 대응 등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이 관련 투자를 확대하
면서 그 격차는 줄고 있다.
중국이 메모리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
질, 기술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반
도체 소비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반도체가 발달하기에 유리
한 환경이어서 우리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시스
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
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는 LCD 중
심 보급형 중국과 OLED 중심 프리미엄 한국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향후 중
국과 한국의 기술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개별 시장에서 주도적 기술력 선점을
위한 경쟁구도가 핵심이 될 것이다. 통신기기 분야에서 한·중의 기술격차는 축
소되고 중국의 가격우위 지속으로 프리미엄 제품(5G폰, 폴더블폰)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전산업에서 중국 주요 기업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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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신제품 개발, 브랜드파워 등에서 국내기업 대비 경쟁력이 낮은 편이나,
더욱 빠른 기술혁신과 신서비스 창출로 국내기업과 대응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달리 단순히 경쟁력을 비교하기 힘들다. 단순 기술경쟁
력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이 108로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전문가는 평
가한다. 일부 응용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신산업 대응도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5년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으로 기술격차는 축소되지만, 중국이 과감한 투자와 높은 수준
의 창업기반, 정부 지원으로 급성장하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이
외국산 게임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체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거대한 수요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의 게임산업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3-4.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한국이 100일 때 중국의 수준)

업종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

신산업 대응

현재

5년 후

현재

5년 후

현재

5년 후

현재

5년 후

자동차

110

110

85

90

90

95

105

110

조선

106

105

83

90

87

90

87

90

일반기계

120

120

85

95

85

95

90

110

철강

110

105

95

98

95

98

95

100

석유화학

110

120

85

90

90

95

80

90

식품

130

110

90

95

90

95

85

90

-

110

30

80

85

85

-

90

반도체

메모리

115

120

-

-

110

105

105

100

디스플레이

시스템

120

130

85

95

90

95

100

105

통신기기

115

110

95

97

95

98

105

102

가전

125

115

90

95

90

100

95

105

인공지능

115

115

95

98

108

105

110

105

게임

100

100

90

110

80

100

110

120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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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1)에서
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
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격경쟁력은 현재와 2016년의 5
년 후 전망이 가장 유사했고, 품질경쟁력은 IT 제품과 부품을 중심으로 2016
년의 전망보다 격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쟁력도 대
부분 2016년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빠른 추격을 예상한
IT 부문은 예상만큼 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 대응은 다른 경
쟁력 지표와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오히
려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이 대표적이다.

표 3-5. 주요 산업의 5년 후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구분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 핵심부품, 수소연료전기자동차, 중형 이상 승용차

조선

LNG운반선, FLNG, FSRU

일반기계

복합 금형 등

철강

고기능성 강재, 고급 특수강/합금강

석유화학

고부가 중간재(첨가제 등), 중국 자급률이 낮은 제품군(SM, EDC, PC, MEG 등)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기능성유제품, 인삼가공식품, 한국전통과채가공품, 고급영유아식품(유기농제품),
커피조제품, 소스류
메모리반도체(D램,

HBM2),

낸드플래시), 팹리스(이미지센서, 휴대용 전자기기용)

프리미엄 OLED(폴더블, 터치 온 셀,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QD 기반 기술
고급형 플렉서블(폴더블)폰 등 Post-스마트폰 분야, 휴대폰부품(반도체,
플렉서블 OLED, 이미지센서, 이차전지 등)

가전

초프리미엄 제품군

인공지능

AI 응용 분야(바이오·의료, AI 가전 등)

게임

콘텐츠 스토리 기획 및 제작 능력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1) 조 철 외(2016),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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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
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 부문이나 범용에서 중
국에 비해 경쟁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 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 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
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
전 같은 경우는 제품을 특정화할 수 없고, 일반 프리미엄으로도 경쟁우위를 확
보할 수 없어 초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 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
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 분야까
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치
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향후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도태될지도 모른
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도 현재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만 향후 중국의 선진국 시장진출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전기
차, 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도 경쟁이 치열해질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 조선 내
수시장은 국수국조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사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우
리가 수출하고 있는 기자재는 중국의 국산화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에서 한·중 조선산업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고 앞으로
2) 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 메모리) : 기존의 DDR 메모리를 대체하고 보다 고대역폭의 메모
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적층형 메모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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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되며, 특히 스마트선박이나 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이
던 한국 일반기계제품들이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로봇, 스마트제조장비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도
정부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철강산업이 단가 및 품질 등에서 차별화되어 있어 경쟁
이 크게 높지 않지만 향후 중국의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
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시장에서 더 격화될 것이다. 다양한 고객에 대응하는 신
산업 분야 역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에서는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이 분업관계를 유지하
고 있어 경쟁이 심하지 않으며,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 중국시장에서 경쟁
이 강화되겠지만, 세계시장에서나 신산업 분야의 경쟁은 크게 심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 가공식품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시장에서 경쟁
이 심화될 전망이지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
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제품 분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반도체산업에서 한·중 간 생산품목이 달라 경쟁이 미미하지만, 중국에
서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고, 우리도 시스템반도체에 본격 진출하면 먼
저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제한
적이 될 것이고, AI 및 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경쟁이 다소 늘어날 것이다.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시장은 자국기업 우대에 의해 우리와의 경쟁이 제한적이
며,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직 신산
업 분야는 시장이 미미하여 경쟁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일정 부분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휴대폰은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거의 도태되었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이 매우 심하며, 향후 더 치열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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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중국 내

구분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1

2

3

세계시장
4

5

현재

0

5년 후

0

현재

0

5년 후

현재

0

5년 후
5년 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재

0
0

현재

0

0
0
0

0

0

0

0

0
0

0

0

5년 후

5년 후

0
0

0

5년 후

0
0

0

0

5

0

0

0

4

0

0
0

3

0

0

0

5년 후

2

0

5년 후

5년 후

1

0

0

현재

5

0

0

5년 후

현재

신산업 분야
4
0

0

현재

현재

3

0

0

5년 후

현재

2

0

현재

현재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우리가 우위에 있는 5G 스마트폰과 블렉서블폰 등 차
세대 및 Post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산
업은 중국시장에서 중국 로컬브랜드의 부상으로 한국의 경쟁기반이 크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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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하는 경우, 향후 오히려 경쟁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세계시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도전하는 중국기업과 경쟁
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고,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중이 모두 출발선상에 있어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
공지능 응용 분야는 한·중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
다. 게임은 중국 내 시장과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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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전략
향후 모든 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산업
에서 경쟁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5년 전의 조사3)와 비교해도 경쟁이 더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써 중국과 경쟁
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신산
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일부 핵심 부품
소재나 장비 등의 부분에서 일본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
하는 부분, 더 나아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중국 생산을 필요에 따라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스마트제조 등 제조혁신을 통해 국내로 리턴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1. 한·중 산업의 경쟁 및 분업구조 변화 양상
∙ 보완적 분업관계 → 경쟁 심화(특히 신산업 분야)
∙ 한국의 일방적 공여관계 → 한·중 간 상호 의존관계(투자 및 기술 공여)
∙ 수직적 관계 → 수평적 관계(기술 및 품질 수준, 핵심 소재부품 및 장비 수급 등)
∙ 한·중 간 기술, 품질 등 격차 존재 → 동일 제품 내 차별화 추진
∙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 내수시장 및 생산기지 재배치(동남아 및 리턴 등 고려)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대표적으로 자동차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단순한 기
술, 품질 등으로 경쟁하기 힘든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3) 조 철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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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제품이 단순히 기술이나 기
능 및 품질 등의 우위를 가져가기는 힘들고, 다양한 기술 및 문화 등의 요소가
융복합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부문은 중국 진출에 실패
했고, 블록의 중국 생산 필요성도 저하하고 있다. 즉, 단순 생산기지로서 중국
이 더 이상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친환경기자재부품 등의 중국 수출 확대
나 수리조선에서의 분업(우리는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조달) 등은 중국과의 관
계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기계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위축과 생
산 위축, 자국산 중간재 생산 증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및 수출이 감
소하고 있어 관련 생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장비 및 부
품, 디스플레이장비, 금형, 엔진부품 등 특수한 분야와 같이 우리가 유리한 분
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로봇도 전반적으로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여 협동
로봇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철강산업에서도 중국의 기술 및 품질 등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우리와 경쟁
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고부가가치제품 확대나 혁신제품의
개발 등이 중요하며, 일반 범용강에서 설비합리화 등을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
응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의 분업
구조를 일정 정도 유지하겠지만, 미국 및 중동발 석유화학제품이 진입하게 되
면 중국시장에서 우리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 수요산업이 고
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는 중국의 풍부한 원소재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생산거점을 활용하
며,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한국에서 중국시장에 특화된 전략 제품을 개
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이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미래는 메모리반도체
에서도 일정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일정 정도 경쟁이 발생하여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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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우위를 지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발전 등과
연계하여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우리의 우위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
스플레이도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초격차기술에 근거한 차별
적 프리미엄제품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과제이다. 패널의 중국 생산은 확
대되겠지만, 이의 후방산업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도
기능과 성능이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이와 다른 제품 차별화 혁신 전략
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중저가폰은 ODM 생산에 맡겨야 하는 상황
이다. 향후 휴대폰 시장은 단순히 하드웨어 경쟁뿐만 아니라 AI 등 4차 산업혁
명 선도기술 기반의 플랫폼 경쟁이 확대되고 한·중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가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단순한 고급화, 스마트화, 프리미엄
화 수준으로는 우리 가전산업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차별성을 갖춘 초프리미엄 가전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제조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다. 인공
지능은 다양한 산업영역의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분야라는 점에서, 한·중 간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
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특화해야 할 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투
자하고, 중국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게임산업에서 한국은 콘텐츠 제작 및 창작 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고,
기타 소재, 마케팅, 서버, AR, VR 등 신기술 접목 등에서는 열세에 있다. 향후
이러한 열세를 보완하여 게임산업 전반에서 중국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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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전략
가. 기업전략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
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산업 내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이 있
어 이를 개발하여 우리의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향후 제품의 기
능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문화 등과의 결합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화
된 제품 개발과 더불어 향후 제조 부문에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제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기술, 문화, 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중국
과 차별화된 자동차와 부품 개발 및 생산이 필요하다.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니
라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에
서 중국과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고려하여
개별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도 추진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 및 가
격 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시스템을 구축하며, 단기적으로는 합
리적인 비용구조를 갖는 완성차공장의 설립 및 운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조선산업은 스마트야드 기술을 접목하여 범용 선박에 대한 원가절감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ICT 및 친환경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스마트선박 기
술개발을 실시한다. LNG 연료 추진장치, 친환경 도료 등 친환경 기자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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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특수 부가가치 선종의 개발과 시장 공략, 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수리개조
엔지니어링 역량 확충 등도 필요할 것이다. 일반기계산업은 감속기, NC장치,
콘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5G,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고객 맞춤화 및 시장
선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계제품을 서비스와 연계하여 국가 및 수요산업
별로 맞춤형 선제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철강산업은 수요업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소재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철강 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공정혁신·효율화를 통한 유연생산체
제를 구축하며,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재활용률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업스트림에서 비나프타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다운스트림에서 신소재 개발, 기존 소재 물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식품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력제품의 포지셔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출과 현지 생산제품을 품질과 브랜드의 포지셔닝 측
면에서 구분하여 각 전략에 맞는 가치사슬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내 식품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 가치사슬 전반
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미세공정 전환을 서둘러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취약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설계
기반이나 소재 및 부품 등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산
업은 초격차 기술력에 근거한 차별적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고부가가
치화가 요구된다. 생태계 강건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협력구조 형성, 핵
심인력 양성 및 유출 방지를 통한 기술력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
신기기산업은 차세대·신산업 분야 핵심·응용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지능
형 핵심부품의 선도 역량과 핵심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
술 혁신 선도로 제품 차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전산업은 초프리미엄 가
전, 특화가전 등 차별성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수요맞춤형 제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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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홈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스
마트가전 제품과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중국 복제 제품 및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산업에서는 AI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
하며, 중국과 차별화된 AI 알고리즘 개발 역량 및 AI 응용 분야에서 상용화·사
업화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외 기업간 협력 확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게임산업
에서는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Mmorpg 위주의 편향
된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한 IP와 게임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IP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정책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
어 융복합 생태계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
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부품의 개발 및 사업화, 창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제품, 서
비스와의 결합 제품 등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완성차공장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산업은 친환경스마트선
박 기술 개발과 실증,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야드 기술개발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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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특수 부가가치 선종의 기술개발, 수리개조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자재 기술
개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은 경쟁력 있
는 관련 소재 및 부품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사업에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국내 기계 공급기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함
으로써 시장 확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기업들과 IT 기업들과
의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과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도
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수요 선점을 위한 미래철강
제품 후보군 발굴 및 연구개발/인프라,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 구축, 맞춤형 소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유통 및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개발, 고체폐기물 및 폐수 재활용 관련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요구하
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융복합 제품 인증 서비스 제공, 소재가상공학 등을 활
용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
행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식품산업은 현지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통상
전략 강화가 요구되며,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수
산식품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화 등 IT 융합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반도체산업에 중요한 과제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들고 있고, 중소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의 연계를 추진하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정
부의 보조금, 장려금 지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중
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지속적 연구개발 지
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 기반 조성이 중요하며, 수요기반 전문인력 집중 양성과
기업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과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 통신기기산업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표준지원
을 강화하며, 신기술·제품의 시범·실증 지원 등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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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환경 개선 및 시장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
산업 분야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가전산업은 스마트제조 지원
(공장구축 지원, 세제 혜택, 특화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과 더불어 신제품 및
차별적 디자인 개발, 스마트가전 핵심 구성요소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홈 연관산업의 협력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으로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등 기초·원천 기술개발 강화와 더불
어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구축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 제도 및 규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게임산업은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게임산업에 대
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제도 개선이 중요한데, 게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52시간 근무제 등의 개선과 탄력적인 근무시간 적용
정책이 필요하다.

표 4-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기업전략

정부정책

∙ 차별화된 제품 개발(융복합 신제품, 기초기술
기반의 최첨단기술제품)
∙ 선진국 독점 소재부품 및 장비 개발
∙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
∙ 수요(업체)와의 연계 강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강화
∙ 수요 부분과의 연계 강화 등 융복합 생태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스마트제조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확대

∙ 정보 및 마케팅 인력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핵심 기술인력 확보 및 유출 방지

∙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통상 지원

∙ 원활한 자원확보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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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방안
가. 기업전략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
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
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동차산업은 중국시장에서 문화, 새로운 IT 제품 적용 등 한국 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품질 등에서 한국 자동차의 우
위를 강조하는 홍보 전략(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조사 강화와 이에 기반한 상품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
다. 외자계 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중소중견부품기업들은 대
중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우리 부품의 수요처를 다각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혁
신적 제품의 중국시장 우선 출시도 중요한데,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여 우리 기업이
차세대자동차 선도기업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우리 자동차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 및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다.
조선산업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스크러버, SCR,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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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자재, 선박용 엔진 및 부품 등의 시장을 공략하고, 수리개조산업과 연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며, 이를 기자재와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된
다. 일반기계산업은 중국의 자동차, IT 산업 등 수요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맞춤형 고품질 기계 위주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자동차
생산라인용 장비의 이슈인 자동화 기능, 공정 모니터링 등 솔루션 일체형 장비
공급 등이 그 좋은 사례이다. 초정밀 가공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고기능 NC가
공기, 머시닝센터 등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점유율이 낮은 분야는 협업 연구개발
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신흥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일반
기계 기업들이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국 범용 수입부품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철강산업은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 강재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 수요업체
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시장 진출에 중요하다. 석유화학산업도 중국과
의 가치사슬 내 물성 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내 신기술 기반 프로젝트 참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초과 수요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생산능력
이 확대되고 있어 Post-China로 아세안 현지 진출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은 중국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집중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 내수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전략형 제품을 개발하며, 우리의 취약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지의 물류·유통 부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적절한 제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휴관계하에서 축적한 유통·물류·
판매 빅데이터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통해 제휴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
할 수 있는 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영유아 식품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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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은 중국의 ICT 기기 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중국의 파운드리와 국내 팹리스 협
력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중
국 세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해야 하며, 중국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시장 확대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산업은
프리미엄 전략 강화로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며, OLED, 마이
크로-LED, 차세대 메모리, 이차전지 등 플렉서블 핵심부품의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5G,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
명 핵심기술 융합역량 확보를 통해 미래기술·제품을 선도하는 것이 중국 진출
에 아주 중요하다. 또한 중국 온라인 유통, 신유통 확대에 적극 대응하며, 한·중
기업간, 산·학·연 간 협력관계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전산업은 기술
혁신형 신제품 및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소득 소비시장
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
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국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해 유통 플
랫폼을 강화하며, 시장정보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또는 중국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합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전략도 중국 진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은 초기산업으로 한·중 간 원천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양국간 핵심기술 분야에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며, AI 하드웨어 등
강약점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로봇,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AI 응용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 합작사 설립 등 협력
및 공동 투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게임산업은 양국이 유사한 전통과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배경 구축 시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국기업과 공동개발,
Joint Venture 등으로 우회적인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 판호를 부여받
은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하여 중국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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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정책
중국시장 진출에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 등
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시장을 겨냥
한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정부정책으로 요구하
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사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해 양국 정상의 방문 및 회담 등과 같은 외교적 노력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교류 등과 자동차 제품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간접적 홍보 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데, 사드 이후 문화교류가 위축된 상황이라 이
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IT 등의 부문을 중심으
로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기술 공유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
행자동차 등 차세대자동차 분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등에 양국의 자동차기
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산업은 주로 기자재 중심
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에 기반한 중국 수출 활성화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반기계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고위기술의 경우 양국 공동으로 장기·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양국의 정부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컨설팅 및 보증을 지원함으
로써 기업 제휴를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진출 시 관련 제품의 중국 전시회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여러 기업이 협력을 통해 중국 부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경우
정책적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통해 협업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철강기업과 관련 소재/부품 기업 동반진출을 지원하며,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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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한·중 철강산업의 품목별 시장·경쟁력 분석을 상시화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외 중국 관련 주요 행사를 계기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 수요 및 중국 주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기회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및 기업에 대한 분석역
량 강화를 통해 현지 정보가 필요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출에 나서지 않았던 수출 초보기업
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 전시회, 중국시장 로드쇼, 유통바이
어 초청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
한 상호 기술 공유를 강화하고, 중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과
제휴에 관심이 높은 중국기업과 한국의 역량 있는 식품기업을 상호 매칭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은 중국 로컬기업 제품 우선 채용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기술 패널 적용을 위한 안전규정 수립 및 표준화
를 우리 기업 및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업체와의 협력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체 및 컨소시엄 구성도 요구된다. 통신기기산
업은 중국 진출을 위한 차세대 융합 단말, 스마트기기의 적기 사업화를 지원하
며, 완제품 및 부품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국 지역별 진출 지원(시장·투
자정보,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간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분
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전산업에서는 중국 소비 트렌드에 부
합하는 가전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중국 내륙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정보
및 유통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국 스마트홈 플랫폼과 표준에 대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중국의 스마트홈 관련 서비스 기업과 국내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관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AI 응용 분야 시장 창출 위한 실증·시범 사업, 국내외
인증 등의 지원이 요구되며, AI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 양국간 표준화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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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벤처·중소기업의 중국 지역별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게임산업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나 우리 게임의 중국 진출을 막는 ‘판호’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 우리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협력 전략과 정책
기업전략
∙ 중국시장에서 한국만의 특화된 영역 구축
∙ 중국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역량
확보
∙ 품질, 기술 등에서 평가절하된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 혁신제품의 중국시장 우선 출시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
∙ 중국 현지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
∙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장비)
∙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의 기술 및 플랫폼
활용
∙ 제3국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간
공동연구 추진
∙ 중국 소재부품의 공동구매 추진
∙ 중국 중심 생산기지의 재배치 전략 추진

정부정책
∙ 중국시장 겨냥 제품개발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국시장 정보 제공 및
중국 개최 전시회 등 참여 지원
∙ 중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 중국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유도(중국 로컬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보호조치 철회 요구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중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
∙ 신산업의 시범사업 등에 공동 참여
∙ 안전규정, 표준설정 등에서 한·중 협력
∙ 중국 소재부품 공동구매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
지원
∙ 수요대기업과 중소 소재부품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한·중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지원

자료: 2부의 업종별 보고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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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 자동차 생산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을
하다가 2010년 이후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었고, 2019년도에는 7.5%나 감소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도 주로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전체 중국
자동차 생산 중 83%가 승용차이다.

표 1-1. 중국 자동차 생산 변화 추이
(단위: 만 대, %)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차 1,826 1,842 1,927 2,212 2,372 2,450 2,812 2,902 2,781 2,572

연평균
증가율
3.9

승용차 1,390 1,449 1,552 1,809 1,992 2,108 2,442 2,481 2,352 2,136

4.9

상용차

-0.0

437

393

375

403

380

342

370

421

428

436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 汽车工业经济运行情况简析(모든 자료의 검
색일: 2019. 12. 27).

중국 자동차산업은 주로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과 내수가 거의 비슷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내수판매가 2,577만 대이고, 생산은
2,572만 대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내수가 4.0%이고, 생산이
3.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은 내수에 절대적
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것도 내수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최근 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미·
중 분쟁 등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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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의 자동차 내수판매 변화 추이
(단위: 만 대, %)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자동차 1,806 1,851 1,931 2,198 2,349 2,460 2,803 2,888 2,808 2,577

4.0

승용차 1,376 1,447 1,550 1,793 1,970 2,115 2,438 2,481 2,371 2,144

5.1

상용차

0.1

430

403

381

406

379

345

365

421

437

432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 汽车工业经济运行情况简析(모든 자료의 검
색일: 2019. 12. 27).

중국은 지난 2009년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
상한 이후 201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세계 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늘려왔다. 2017년 중국 자동차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30%를 넘어섰고, 2위인 미국의 11.6%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중국 자동차생산이 감소하여 28.4%로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에서도 중국이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일반적으로 1,700만 대 내외였던 미국의 내수가 1,060만 대로 크게 위
축되면서 1,362만 대 판매가 이루어진 중국이 1위로 부상했다. 그 이후 미국
시장이 회복되긴 했지만, 중국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현재
29.8%로 절대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인 미국시장은 18.4%인 1,770만
대로 생산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표 1-3. 중국 자동차가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생산

내수

비중

순위

비중

순위

28.4

1위

29.8

1위

자료: Fourin, 『世界自動車調査月報』, 2019년 5월호(pp. 4~5) 및 6월호(p. 3) 등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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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동차 생산대국이기는 하지만, 수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102만 대를 수출하였다.
이는 최고로 수출을 많이 했던 2012년의 105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구조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비교적 상용차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
전체 수출에서 상용차가 29.9%로,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거의 대부분 승용차
를 수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14년 41.4%에 달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 승용차 생산의 거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외자계 기업들이 중국 생산 차량의 수출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 로컬기업은 승용차에 비해 상용차의 경쟁력
이 높은 편이고, 중국 내 생산에서도 상용차는 중국 로컬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이다. 2017년, 2018년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2019년 들어
1.6% 감소하면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자동차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1-1. 중국의 자동차 수출 변화 추이

105.6

97.7

81.4

104.1
91.0
72.8

63.9
33.2

2009

54.5

2010

102.4

89.1
70.8

49.5
29.7

2011

2012

25.8
-7.5

-6.9

2013

2014

16.8
-1.6

-2.7
2015

2016

2017

2018

-20.0

-46.0
수출(만 대)

증가율(%)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 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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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은 자동차보다 부품 수출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대상국
가도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범
용부품 등에서는 중국도 이미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를 차종별로 보면, 최근 승용차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미국, 멕
시코 등에 대한 수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이란이 가장 큰 수출 대
상지역이었는데,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2018년부터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줄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GM, 포드 등 미국업체뿐만 아니라 지
리에 인수된 볼보를 비롯하여 혼다, 시트로엥 등이 수출을 시작하였기 때문이
다. 특히 GM의 중국 합자회사인 상치 GM이 가장 큰 규모로 수출하고 있고, 기
타 다른 업체들도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2015년만 하
더라도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들은 자동차 수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지
만, 이후 크게 늘었고, 2019년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외자계 기업의 수
출이 크게 늘었다. 중국 생산 자동차도 외자계 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중국 자동차산업 주요 부문의 국가별 수출 금액 및 비중(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1

2

3

4

5

전체

버스

구분
국가

사우디

이스라엘

베트남

칠레

필리핀

2,306

(HS8702)

금액

250(10.8)

109(4.7)

104(4.5)

99(4.3)

99(4.3)

(100.0)

이란

멕시코

승용차

국가

미국

(HS8703)

금액

2,054(23.8)

칠레

이집트

8,627

423(4.9)

255(3.0)

(100.0)

트럭

국가

필리핀

베트남

칠레

알제리

이란

3,243

(HS8704)

금액

297(9.2)

특장차

국가

우즈벸

201(6.2)

163(5.0)

162(5.0)

154(4.7)

(100.0)

필리핀

파키스탄

UEA

베트남

(HS8705)

금액

114(8.9)

1,288

104(8.1)

56(4.3)

48(3.7)

47(3.6)

(100.0)

부품

국가

미국

일본

멕시코

(HS8708)

금액

11,640(33.4)

3,215(9.2)

1,954(5.6)

독일

한국

34,847

1,579(18.3) 1,018(11.8)

1,738(5.0) 1,227(3.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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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국 합자자동차업체의 수출동향
(단위: 대, %)

2015년

전체 수출

2019년

전년동기

전체 수출

대비

비중

상반기

대비

비중

290.0

20.9

66,846

15.0

20.0

순위

기업

2018

1

상치 GM

158,096

2

다칭볼보

55,775

-

7.4

19,076

3

혼다(중국)

12,791

5.0

1.7

6,480

4

시트로엥

5,188

2,216.1

0.7

5

창안포드

2,505

-

0.3

6

상치VW

1,485

-

7

동펑위에다기아

1,260

8

화천BMW

1,024

6.0
1.5

2.0

4,012

53.4

1.2

636

-55.0

-

0.2

-

-

-

-

0.2

7,378

-

2.3

5,588.9

0.1

691

10.0

-

94.0

-

9

정조우닛산

211

-

0.0

8

10

동펑위롱

164

-

0.0

-

-

11

창아푸조

5

66.7

00

-

-

12

베이징현대

-

-

-

4,200

합계

238,504

350.3

31.5

109,327

21.1

33.0

자료: 吴松天 外(2019), p. 45.

중국은 그동안 높은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입도 제한적이었다. 대규
모 시장과 무역장벽으로 인해 세계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자동차 수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2018년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자동차는 111만 2,000대인데,
이는 전체 중국 승용차 내수시장의 5.2%에 불과하다. 2018년 7월부터 25%였
던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15%로 하락하였고, 자동차부품도 8~25%에서
6%로 낮아졌지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만 하더라
도 11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중국의 승용차 수입액은 수요위축으로 6.8%가
오히려 감소했고, 부품 수입은 16.8%나 감소했다. 중국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
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 관세
율이 하락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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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중국의 승용차 수입 변화 추이
(단위: 만 대, %)

연평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대수

98.5

111.3

126.4

112.7

104.6

113.2

111.2

2.0

증가율

-

13.0

13.6

-10.8

-7.2

8.2

-1.8

-

증가율

자료: Fourin, 『中國自動車調査月報』, 2019년 5월호, p. 3.

중국에 팔리고 있는 수입차 대부분은 고급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양산차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입의 필요성이 적다. 2018년 중국 수입
차 시장점유율 1~4위가 벤츠, BMW, 렉서스, 포르쉐 등으로 모두 고급 브랜드
고, 이들 브랜드가 전체 수입차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가 선호되면서 독일 등 유럽 브랜드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일부 일본
브랜드와 미국 브랜드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 브랜드의 수입은 2016년까지 일
부 이루어졌지만, 이후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7. 중국의 브랜드별 승용차 수입 현황(2018년)
(단위: 대, %)

구분

벤츠

BMW

렉서스

포르쉐

기타

합계

브랜드별 판매대 수

178,109

165,331

164,727

78,271

525,984

1,112,422

비중

16.0

14.9

14.8

7.0

47.3

100.0

자료: Fourin, 『中國自動車調査月報,』 2019년 5월호, p. 3.

중국 자동차 생산은 내수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 중국 자동차 내수는 일정 기
간 동안 여전히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보유수준은 인구 대
비 20%에 미치지 못해 한국의 43%나 일본의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억 3,231만 대로, 인구 천 명당 보유대
수는 166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교통 문제나 공기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대도
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증가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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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특성 변화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생산을 늘려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지만, 최근 내

생산

수 부진으로 생산이 위축되는 양상
상용차 생산 비중이 줄면서 승용차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까지 내수가 빠르게 증가해왔지만, 경제성장 둔화, 자동차

내수

에 대한 각종 규제 등장 등으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최근 미·중 분쟁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내수 감소 현상이 발생
생산 대비 수출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수출

구조는 점점 승용차 중심으로 전환, 특히 GM을 중심으로 외자계 기업이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을 빠르게 확대,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은 주로 범용부품에 대한 의존이 높음.
고급승용차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으며 전체 내

수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 고가 차량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부품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지만, 전체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

자료: 저자 작성.

록하기는 힘들어도 일정 수준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도 일정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
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중국 로컬기업의 주도로 동남아, 중동,
중남미, 동구 등 신흥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외자계 기업의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시작되었지만, 소형차 및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진출
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 로컬기업들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어 선진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준이 되었고, 외자계
기업들도 중국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생산 차량의 수출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미 외자계 기업들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선진국 수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출을 위한 생산이 증가되기는 하겠지만,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미미하고, 자동차 수입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 증가가 생산에 영향
을 미쳐 전체적으로 중국 자동차 생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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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생산

△

내수

△

원인
향후 일정기간 동안 내수판매가 증가하고, 수출도 늘어 생산도 다소 늘 전망
최근 내수가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자동차 보유수준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내
수 증가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과거와 같이 빠른 증가는
힘들 것으로 판단

수출

중국 로컬업체의 품질과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중국 자동차 내수시

▲

장의 성장 둔화로 향후 수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 존재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은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질적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
저 중국의 품질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에
그림 1-2. 중국 승용차의 품질지수 변화 추이
500
450

469
406

400

380 368
306 318

350
300
250
200
150
100

278

258
221

190 189

191 185 190 179

167 173
139 145

50
0

224 232 212

142 135 131
116

89

155
13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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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계

격차

자료: J.D. Power, 문제 발생 건수(판매 후 3개월 된 차량 100대 기준); 吴松天 外(2019) p.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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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평균 문제 발생 건수(J.D. Power 조사)는 판매 이후 3개
월간 100대당 400건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로컬업체와 외자계
업체 간의 차이도 매우 컸다. 그 차이는 200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2010년에
도 중국 생산 승용차의 문제 발생 건수는 200건을 크게 상회했고, 로컬업체가
외자계 업체보다 100건 가까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중국 생산 승용차의 문제 발생 건수는 101건으로 낮아졌고, 로컬업체와 외자
계 업체 간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단순 품질뿐만 아니라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관련 소재 등에서도 중국 로컬기업의 품질은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생산 차종 구조가 승용차 중심으로 전환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승용
차 내에서도 세계시장 경향에 맞추어 SUV의 비중이 대폭 제고되었다. 2011년
만 하더라도 승용차에서 세단이 81.3%나 되고, SUV는 12.7%에 불과했지만,
2018년 세단이 49.6%, SUV가 43%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SUV 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3. 중국 승용차의 차종별 비중 변화 추이

2011

81.3

2012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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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4.3

73.6

2014
2015

12.7

18.1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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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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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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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3
10.4
10.7

38.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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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3.0
세단

6.0

7.5

MPV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의 全国乘用车销售情况简析(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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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차세대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부상이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중국 로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 2013년부터 1만 8천 대 수준으로 친환경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시작되어
2018년 126만 대로 세계 친환경자동차 생산 및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
매가 줄어들면서 생산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은 친환경자동
차 판매가 4%나 감소했다. 그렇지만 중국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한국과 일본만 생산하던 수소연료전기자동차 생산도 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와 더불어 핵심부품인 2차전지 등에
서도 중국은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세계 1, 2위를 다투는 CATL과 더불어
BYD 등 세계적인 규모의 2차전지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표 1-10.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판매 대수 변화 추이
(단위: 만 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

7.5

33.1

50.7

77.7

125.6

120.6

순전기차

1.5

4.5

24.7

40.9

65.2

98.4

97.2

플러그인하이브리드

0.3

3

8.4

9.8

12.5

27.1

23.2

수소연료

-

-

-

-

-

0.15

0.27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 汽车工业经济运行情况简析(검색일: 2019.
12. 27).

일부 중국 로컬기업의 R&D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청자동차와 같
은 업체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3.4%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와 같은 업체는 R&D 절대 투자금액에서 기아자동
차를 넘어서는 등 후발 자동차업체지만 R&D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등의 R&D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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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R&D에 주로 집중하는데, 이들에 대한 투자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 다
양한 첨단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 중국 로컬
기업의 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정부의 지원
에 힘입어 한때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로컬기업의 비중이 45.6%까지 상승했지
만, 2014년 38.4%까지 하락했고, 한국 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다시 점유율
이 상승되어 43.9%까지 회복했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
다. 독일계 및 일본계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중국 로컬기업의 점유
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중국 승용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39.2%
로 2015년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표 1-11.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브랜드 국가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한국

프랑스

2018

42.1

21.4

18.8

10.5

5.0

1.3

2017

43.9

19.6

17.0

12.3

4.6

1.8

2016

43.2

18.5

15.6

12.2

7.4

2.6

2015

41.2

19.7

15.5

12.0

7.9

3.6

2014

38.4

20.0

15.7

12.8

9.0

3.7

2013

40.3

18.8

16.3

12.4

8.8

3.1

2012

41.9

18.4

16.4

11.7

8.6

2.8

2011

42.2

16.5

19.4

11.0

8.1

2.8

2010

45.6

14.4

19.5

10.3

7.5

2.7

2009

44.3

14.1

21.3

9.9

7.9

2.6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정보망(http://www.auto-stats.org.cn/), 乘用车分国别销售情况简析(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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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

포함)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특성 변화 방향
친환경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등에서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는 세계 생산의 50%를 담
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 수행.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부
문에서 다양한 벤처기업이 존재

◎
●
●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제품의 품질 수준이 빠르게 개선
독일 및 일본계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위상 강화에 다소 어
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중국 로컬기업은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및 자
율주행자동차 등에서는 IT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R&D 투자가 증대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
고,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내연기관자동
차의 효율화 등에 대한 발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자동차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내 세계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
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산업분업과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강화와 신에너
지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
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중국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량이 세계
10위권 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장 자동차산업 • 103

표 1-13. 중국 신에너지자동차(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망 및 목표
구분
중국시장 규모
중국 자주 브랜드의
판매 규모 및 점유율
완성차업체

부품국산화율

2020
약 200만 대,
자동차 시장의 5%
100만 대 이상, 70%
히트모델의 세계 10위
진입, 대량수출 추진

2025

2030

자동차 시장의 20%
300만 대, 80%
2개 업체가 세계 10위
진입, 판매 중 수출 비중

도달
자동차 시장의 주력제품,
생산의 30% 수출
세계 최첨단의 신에너지

10%

80%
연료전지(30%)

1천만 대 시장 규모

자동차 기술 보유

80% 초과
(50%)

(70%)

자료: Fourin(2016. 2), 『中國自動車調査月報』, pp. 2~7에서 재정리; 조 철 외(2016) p. 173에서 재인용.

중국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에서 가장 도전적인 분야는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부문이다. 2020년 친환경자동차에서 중국 자주 브랜드의 판매 규
모 100만 대 이상 및 점유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 이미 이 목표
를 달성했다. 2025년에는 3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이 중 10%는 수출하
며, 2030년에는 1,000만 대의 중국시장에 대응하며, 생산의 30%를 수출하겠
다고 밝혔다. 부품국산화율도 2020년 80%에 도달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2차
전지 등 핵심부품은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스마트자동차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목표가 다소 뒤처져
있다고 평가된다. 일단 중국시장에서 운전보조시스템(DA)이나 부분 자율(PA),
반자율(HA), 완전자율(FA) 등의 시장화 시점이 다소 늦고, 각 시기별 주요 제
품의 자주화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IT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
주행자동차시스템이 빠르게 개발되고, 시범운행 등이 이루어져 오히려 중국정
부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자율주행이 실현되고, 중국 자주제품의 역할
이 더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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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중국 스마트자동차의 전망 및 목표
구분

2020

시장

DA, PA 자동차 시장점유율

전망

50%

자주화
목표

2025

2030

DA, PA의 안정적 성장, HA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FA의 자동차 시장점유율
10%

10~20%

자동차 정보화 자주 제품의

자동차 정보화 자주 제품의

자동차 정보화 자주 제품의

시장점유율 50%, 자주 DA,

시장점유율 60%, 자주 PA,

시장점유율 70%, 자주 HA,

PA 40% 이상

HA의 점유율 50% 이상

FA 점유율 50% 이상

주: DA 운전보조, PA 부분 자율차, HA 반자율차, FA 완전 자율차.
자료: 中国工程院战略咨询中心,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 编著(2016), p. 142.

중국은 오히려 기존 자동차산업에서 정책 목표가 크게 도전적이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형 기존 내연기관 부문에서 중국 자주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목표는 2020년 40%, 2025년 50%, 2030년 60%로 잡고 있고, 핵
심부품의 국산화율 목표도 친환경자동차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선진국을 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15. 주요 차량 및 핵심부품의 시장점유율, 국산화 및 내재화율
구분

2020

2025

2030

자주 브랜드 자동차 시장점유율

40%

50%

60%

승용차 핵심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60% 이상

80% 이상

상용차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에너지 절약형 차량에서의 자주 브랜드 비중

30%

45%

60%

하이브리드 승용 핵심부품 국산화율

50%

하이브리드 상용 핵심부품 국산화율

90% 이상

에너지 절약형 가솔린엔진의 내재율

20%

40%

70%

에너지 절약형 디젤엔진의 내재율

30%

60%

70%

80% 이상
100%

엔진 및 변속기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내재율

20%

엔진 및 변속기 제어시스템 핵심 센서 국산화율

80%

하이브리드 제어시스템 컨트롤러 내재율

50%

자주 브랜드 48V시스템의 시장점유율

10%

80%
30%

50%

자료: Fourin(2016. 2), 『中國自動車調査月報』, pp. 2~7에서 재정리; 조 철 외(2016) p. 1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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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에너지절약형 내연기관자동차 등과 관련 핵심부품, 차량의 경량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정하고, 이의 도달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혁신자원 개방공유를 통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기술 공
동개발로 공공기술 서비스를 추진하며, 2020년까지 동력전지 및 스마트카 등
관련 분야의 혁신센터 구축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주요 자동차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대비 4%로 제고하며, 2025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인다
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신차 평균 고장비율을 2015년
대비 30%까지 낮추고, 2025년 신차 평균 고장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한다
는 목표이다. 이러한 고장률 하락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방식도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중국제조
2025 장비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1-16.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방식의
변화

주요 내용
신차 평균 고장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고, 내연기관 주요 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대폭 제고하며, 자동차기업의

전망
품질수준 제고나 내연기관 국산화율은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점차 개선 전망

연구개발비를 대폭 증대
생산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추진
친환경자동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핵심 신산업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분야

스마트자동차 분야에서도 뚜렷한 발전

중국도 빠르게 자동화 및 스마트화 추진
가능
친환경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목표를
실현하고 있고, 스마트자동차 분야는

목표를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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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세계 자동차산업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만 하더라도 2.9%p나 한국이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그 격
차가 축소되어 2018년 0.6%p로 좁혀졌다. 이는 2012년 이후 한국의 경쟁력
은 약화되는 반면, 중국의 경쟁력은 상승한 데 기인한다. 중국은 2018년까지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부품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시
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8.2%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앞
서고 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1%대로 한국의 4.2%에 비하면 낮은 수
준이다. 이는 중국이 범용부품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완성차 부분은
아직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7. 한·중 자동차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한국

중국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5.08

5.55

5.61

5.61

5.41

5.26

4.60

4.44

4.16

부품

6.00

6.15

6.33

6.37

6.34

6.39

5.88

4.90

4.58

전체

5.36

5.73

5.83

5.84

5.69

5.60

4.98

4.58

4.29

자동차

1.05

1.39

1.70

1.55

1.60

1.51

1.35

1.56

1.66

부품

5.63

5.84

6.35

6.86

7.48

7.87

7.65

7.82

8.24

전체

2.43

2.74

3.10

3.17

3.37

3.40

3.24

3.43

3.66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12. 19), 자동차(SITC 781+782+783), 부품(SITC 784) 등을 정리.

한국 자동차산업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무역특화지수가
수출특화에 가까웠지만, 최근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동차산업 전체로 보면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 0.760으로 최고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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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이후 점점 낮아져 2018년 0.585로 되었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는 자동차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에 기인하는데, 자동차의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0.833으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였지만, 2018년 0.548까지 하락했다. 중
국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점점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
0.345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 –0.219로 개선되었다. 특히 부품산업
은 무역특화지수가 2010년 –0.036으로 경쟁열위를 보였지만, 2012년부터 플
러스로 돌아서 2018년 현재 0.087까지 상승하였다.

표 1-18. 한·중 자동차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한국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0.827

0.833

0.806

0.778

0.692

0.621

0.590

0.590

0.548

부품

0.642

0.662

0.727

0.740

0.747

0.737

0.697

0.660

0.669

전체

0.760

0.774

0.780

0.765

0.710

0.659

0.626

0.612

0.585

자동차 -0.619 -0.587 -0.542 -0.571 -0.619 -0.553 -0.582 -0.554 -0.514
중국

부품

-0.036 -0.017 0.017

0.029

0.020

0.094

0.052

0.069

0.087

전체

-0.339 -0.340 -0.307 -0.304 -0.345 -0.246 -0.272 -0.260 -0.219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12. 27), 자동차(SITC 781+782+783), 부품(SITC 784) 등을 정리.

자동차산업 무역에 있어 한·중 관계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특화지수가 0.7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 특화산업
이었고, 무역수지 흑자도 60억 달러를 상회했지만, 이후 빠르게 우리의 경쟁력
이 약화되어 2019년 현재 무역특화지수는 0.109로 낮아졌고, 흑자규모는 4억
달러 정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자동차는 2014년 18억 달러를 수출했지만, 현
재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2019년 현재 2억 달러 정도를 수
출하고 있어 자동차 부문은 적자를 거두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으로 완성차 수
출이 대체되고, 현지 판매 위축으로 현지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서 부품 수출
도 감소된 반면, 우리의 대중 범용부품 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어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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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무역
수지
무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차 1,555 2,310 1,495 1,702 1,730

871

19

-21

-97

-184

부품

2,799 3,289 3,567 4,684 5,381 5,173 4,301 2,058 1,492

615

전체

4,354 5,599 5,062 6,386 7,111 6,044 4,320 2,037 1,395

431

자동차 0.968 0.973 0.955 0.950 0.930 0.863 0.129 -0.147 -0.669 -0.868

특화

부품

0.547 0.533 0.566 0.613 0.670 0.666 0.611 0.421 0.336 0.165

지수

전체

0.648 0.655 0.643 0.677 0.719 0.689 0.601 0.405 0.304 0.10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2. 27), 자동차(MTI 741), 부품(MTI 742) 등을 정리.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 로컬기업의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격 수
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특히 로컬기업이 생산하는 범용부품 가격은 우
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서 우리와 대비해서 중
국이 가격경쟁력이 앞서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
도 존재하지만, 중국 로컬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등으로 가격
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고, 우리는 일정 부분 비용 상승이 이루어져 가격경쟁
력에서 격차가 유지될 것이다.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화는 우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지만, 중국은 개선 여지가 존재하여 향후 오히려 우리의 가격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평가한 국가별 비용평가에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스스로도 비용경쟁력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제품의 가격과 본국 제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독일,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중국이 가격우위가 있지만, 한국에 비
해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급, B급, B급 프리미엄 등의 세단, 소
형, 중대형 SUV 등 5개 차종의 대표모델을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구해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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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17.64만 위안으로 가장 낮고, 중국이 18.16만 위안, 독일이 18.19만 위
안, 일본이 19.59만 위안, 미국이 20.01만 위안이었다.4) 이에 따라 한·중 자동
차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일률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만 고려되기 힘들다. 전반적
으로 비용은 우리에 비해 크게 낮지만, 부품 등의 자체조달 여부, 자체적 지적
재산권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이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
서 경쟁력 비교는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전반과 중국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우리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1-4. 비용 수준 지표 평가

중국

9.3

일본

9.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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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3

미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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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吴松天 外(2019), p. 79.

우리 기업은 품질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단순 품
질(문제 발생 건수) 측면에서는 중국시장이나 미국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내외장 소재, 각종 스마트기기의 채용, 디자인
등 감성 품질 등에서도 중국에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품질경쟁력
은 쉽게 격차를 축소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내부의 전문가 평가에서
4) 吴松天 外(2019),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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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8년 중국 신차 품질지수(I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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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제 발생 건수(판매 후 3개월 된 차량 100대 기준).
자료: J.D. Power(https://china.jdpower.com/zh-hans/press-releases/2018-iqs-cn, 검색일: 2019. 8. 10).

는 한국과 중국 제품의 품질 수준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외자계 기업을 포함한 개념이고, 중국 로컬기업과 우리 기업의 수준을
비교하면 차이가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품질은 부품산업의 품질
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중국 로컬기업은 아직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은 엔진, 변속기 등 전통 파워트레인 기술 등에서 중국 대비 앞서
있고, 이들 분야는 중국이 쉽게 한국을 추격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1장 자동차산업 • 111

자율주행이나 친환경자동차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 한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국도 전기자동차의 2차전지 기술이
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등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존재한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차량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고, 부품 및 소재 등 관련 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도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IT 업체, 벤처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육성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은 바이두와 같은 대형 IT 업체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벤처업체가 존재하여 우리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림 1-6. 친환경자동차산업 종합 경쟁력지수 국제 비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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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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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汽车技术研究中心(2019), 日产中国投资有限公司(2019), 东风汽车有限公司(2019), p. 27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동차산업에서 저가형 상용차나 저가 범용부품 등에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
열위에 있고, 전기버스나 자율주행시스템에서도 중국에 뒤처져 있다. 또한 전
기승용차나 경소형승용차, 범용부품 등에서는 중국과 우리의 경쟁이 심한 부분
이다. 아직 우리 전기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중국 전기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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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중국도 인건비 상승 등이 발생하겠지만,
가격

100

경쟁력

110

110

한국의 비용 상승,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
의 경제 등으로 여전히 가격경쟁력 우위는
유지
한국은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보유하

품질

100

경쟁력

85

90

고 있어 이를 쉽게 추격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
내연기관에서는 일정 정도 기술격차가 존

기술

100

경쟁력

90

95

재하겠지만, 신산업 부문에서 우리와 격차
가 사라지거나 우리를 앞서는 분야도 존재
할 것으로 전망
친환경자동차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우리

신산업

100

대응

105

110

도 잘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이 신산업 분
야를 선도해나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나 자율주행시스템에서는 중국이 우위

종합
경쟁력
평가

품질

및

내연기관

기술력 등은 우위이
지만 신산업 대응은
다소 열위

가격경쟁력 우위를 지
속하며, 신산업 분야에
서 경쟁우위 강화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의 품질 및 기술력에
서 다소 뒤처지지만, 가격경쟁력과 신산업
대응에서는 우리를 앞서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차가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경쟁력 차원에서는 서로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소형 승용차는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며 향후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5년 후면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는 준중형 이상 승용차에서조차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 핵심부품이나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등은 현재도 우리 경쟁력이 높
고 향후에도 일정 기간 경쟁력 격차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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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자동차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 핵

현재

저가형 상용차, 저가 범용부 전기승용차, 경소형 승용차, 심부품, 수소연료전기자동차,
품, 전기버스, 자율주행시스템 범용부품

스마트자동차부품, 준중형 이
상 승용차

5년

범용부품 전반, 상용차, 경소 준중형 승용차, 전기승용차,

이후

형 승용차, 자율주행시스템

일반 스마트자동차부품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 핵
심부품, 수소연료전기자동차,
중형 이상 승용차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범용부품 분야나 소형승용차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중국
승용차의 선진국 시장 진출은 초기 단계로 해외 자동차시장에서 한·중 경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중국 자동차도 다국적 기
업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한·중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현재 중국은 주
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한국은 중국시장에 아직 본격 진출하지 않아 경쟁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5년 이내에 한국 전기자동차 등도 중국에 진출
해야 하고, 중국 전기자동차도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반 내연
기관 승용차는 중국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
상대적으로 한국 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5
년 후에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완전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일단 중
국시장에서 한·중 자동차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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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현재

0

5년 후

0

1

2

3

신산업 분야
4

0

5

1

2

3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과거 중국시장에서도 외자계 기업과 중국 로컬기업 간에는 경쟁이 이루어지
지 않는 구조였고, 이로 인한 이익을 우리 기업도 향유했지만, 최근 중국시장에
서 중국 로컬기업이 부상하고, 일본 및 독일 기업이 중국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내세우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중국 내에서만 경쟁하던
중국 로컬기업과 중국 내 외자계 기업은 품질 및 기술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중
국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산업은 세계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에서조차 중국
생산제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단순 품질이나
기술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중국도 이들 분야에서 빠르게 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의 열세를 단숨에 만회하
기 위해 차세대자동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단순 생산규모 등에서는 세계 최대
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차세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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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결국, 얼마나 중국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 시
대는 다양한 기술과 문화, 제품, 산업 등이 융복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융복합 제품이 자동차이고 주어진 기술, 문화, 여타 산업 등을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경쟁력
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과 분업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
다. 우리는 강력한 IT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류라는 문화적 강점을 보유하
고 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같은 개별 기반기술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겠지만, 이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
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 제조 경쟁력은 단순히 값싼 인건비 등에서 나오지 않고, 얼마나 효율
적인 스마트제조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마트제조시스템만 잘 갖
추어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제조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약
화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우리만큼 탄탄한 제조기반을 갖춘 나라도 드물다. 세
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자동차 조립 라인과 더불어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 가능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제조 부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조를 더 강조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 수 있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결국, 우리 기업 및 산업이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문화, 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중국과 차별화된 자동차와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러한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제품 개발은
창의성이 뛰어난 우리에게 장점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부품 개발 및 사업화, 창업 등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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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자동차와 부품이 단순히 제품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기보다 여기에
결합된 서비스가 중요한 경쟁력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의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따르고, 각종
규제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융합 신제품, 서비스와 결합
제품 등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고려하여 개별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한
다는 차원에서 해외시장을 겨냥한 전략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전속적 거래로 인해 해외 마케팅 등에서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
척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의 성장 둔화와 향후 중국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도 중
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을 확대할 수도 있고, 해외
공장 등에 적용하여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있다. 노사문제 등만 해
결되면, 대기업은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완성차 조립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갖
는 완성차공장 설립 및 운영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완성차공장
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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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다양한 기술, 문화, 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중국
과 차별화된 자동차와 부품 개발 및 생산
∙ 단순한 제품의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제품의 가치 제고
∙ 우리 자동차산업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고려하여
개별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대응)
∙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 우위를 확보할 수 있
는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갖는 완성차
공장 설립 및 운영

정부정책
∙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부품 개발 및 사업화, 창
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강화
∙ 신제품, 서비스와 결합 제품 등이 시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시스템 구
축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새로운 형태의 완성차공장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업체는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생산능력
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로컬기업의 부상이 경쟁 심화로 이어진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드 문제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시장에서 경
쟁력을 높인 일본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었다.
혼다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현대기아와의 경쟁에서 타격을 입
으면서 중국에서 사활을 건 시장 확보 전략을 추진하여왔다. 일본기업이 지닌
브랜드 파워와 절박한 노력이 중국시장에서 일본기업의 부활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기업 내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약한 기업들은 대부분 도태되었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대표기업만 생존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 대비 질 좋은 가성비에 의한 것인데 중국시장에서는 이
러한 가성비만으로 중국 및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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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와 부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제품
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제품에 우리와 중국의 특화된 문화적 요
소가 가미되거나 새로운 IT 제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 및 플랫폼 활용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제품은 품질이나 기능 등의 우위에 비해 중국시장
에서 저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에서 한국 제품의 우위를 강조하는 홍보 전략이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제품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의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부유층에 맞는 고급차량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오히려 혁신적 제품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
에 혁신적 제품은 중국시장에 우선 출시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것이
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 창출이 안되더라도 차세대자동차 선도기업이라는 홍보
를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자동차에서 보다 적극적으
로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조어도 사건으로 발생한 일본 자동차 판매 감소 등에 대응하
기 위해 중국시장에 적합한 제품 및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였고, 그 결과 최근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우리 기업도
중국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조사 강화와 이에 기반한 상품 및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투입 차량은 전 차종을 다 구비하기(full line up)보다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급에 다양한 개성의 차량을 투입하는 등의 전략이 필
요할 수도 있다. 우리 중소중견부품업체들도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만 의존하던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외자계 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 대상의 대중 마케팅
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사드 등 정치적 문제가 우
리 제품 판매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지금도 일정 정도 문제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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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사드 등으로 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양
국 정상의 방문 및 회담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문화교류 등을 강화하면서 문화와 자동차제품의 연계를 추진하여 간접적 홍
보 효과 극대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드 이후 한·중 간 문화교류는 여
전히 많은 애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
력이 더욱 필요하다. 향후 기술 분야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일
방적으로 기술을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기술
공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양국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자동차 분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등에 양국의 자동차기업
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협력 과제이다.

표 1-24. 자동차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한국 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 구축(문화, 새로운
IT 제품 적용 등)
∙ 제품의 품질 등에서 한국 제품의 우위를 강조하 ∙ 사드 등으로 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
는 홍보 전략 추진(인식 제고)
∙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조사 강화와 이에
기반한 상품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외자계 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 대상 중소중견부
품기업의 대중 마케팅 적극 추진
∙ 혁신적 제품의 중국시장 우선 출시

식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추진(양국 정상의
방문 및 회담)
∙ 문화교류 등과 자동차제품 등의 연계 강화(간접
적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기술 공유
강화

∙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자동
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차세대자동

차 분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등에 양국의 자

차 선도기업이라는 홍보 추진)

동차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 및 플랫폼
활용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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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흐름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자국 발주에 의한 수주와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투자가 크게 발생
하던 2013년 내외에 수주가 많았다. 2016년의 수주절벽은 중국 조선산업도
영향을 받았다. 2017년에는 회복됐지만, 2018년과 2019년 수주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림 2-1. 중국 조선산업 수주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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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GT는 Compensated Gross Tonnage로 선종·선형별 공사난이도를 고려한 총톤수를 의미.
자료: Clarkson SIN DB(검색일: 2020. 1. 8).

조선산업 불황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 조선산업의 생산(건조)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13년의 대량수
주로 잠시 회복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2,130만 CGT를 건조했지만, 2019
년에는 1,110만 CGT 건조에 그쳐 고점 대비 48% 감소했다. 2018년 수주량
은 1,050만 CGT, 2019년에는 850만 CGT에 그쳤다. 수주량이 건조량보다
적어 건조량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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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 조선산업 건조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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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arkson SIN DB(검색일: 2020. 1. 8).

중국 조선산업의 생산은 강선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
박수리 및 개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이 주도하
고 있는 조선기자재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중국 조선산업의 부문별 생산실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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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 철 외(2018), p. 71 재인용.

제2장 조선산업 • 123

최근 3년간 중국 조선산업 수주는 세계 1위이다. 2017년에 우리나라의 수
주가 부족했을 때 중국은 자국 발주에 힘입어 양호한 수주를 했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 수주는 우리나라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 살펴보
면, 벌크선은 중국이 압도적인 수주를 보인다. 일본은 32.3%, 한국은 4.7%에
불과하다. 한국은 유조선 50.7%, 컨테이너선 47.4%, 가스선 83.1%로 3개 선
종에서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가스운반선 수주는 대
부분 자국 발주이거나 소형선박이다.

표 2-1. 중국 조선산업 및 품목이 세계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2019. 11)
(단위: 백만 CGT, %)

품목명

최근 3년 수주
수주량

비중

순위

조선산업 전체

29.9

35.8

1

벌크선

13.9

58.7

1

유조선

5.8

31.3

2

컨테이너선

4.3

34.9

2

가스운반선

1.5

12.4

2

주: 가스운반선에는 LNG운반선, LPG운반선, LEG운반선, LNG벙커링 선박 등을 포함.
자료: Clarkson SIN DB(검색일: 2020. 1. 8).

중국 해운사는 대부분을 자국 조선사에 발주하고 있다. 최근 3년(2019. 12.
10 클락슨 기준) 중국 해운사 발주량의 93%를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 중국
이 수주한 물량의 34%, 전 세계 발주량의 12%를 차지한다. 금융위기로 자국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2010년과 2013년 이후 세계 발주액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8년 평균으로 세계 최고의 해운국
가인 그리스를 뛰어넘는 투자를 했다. 9년 합계 세계 발주의 11.2%로 10.6%
비중의 그리스를 앞섰다. 일본 9.9%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 3.7%
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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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의 조선해양 분야 발주 규모 추이 및 세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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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선사의 발주금액으로 비중은 세계 발주금액 대비 비중임.
자료: Clarkson(2015 p. 12, 2017 p. 12, 2019 p. 12)을 바탕으로 KIET 정리.

중국의 조선해양 분야 내수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2014년에 고점을 기록했
다. 2008년 금융위기로 상선 분야에서 중국 조선산업도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국가적인 내수 창출 노력과 해양플랜트 투자 등으로 2014년까지 빠르게 성장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시장침체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수
에는 2014년 1,625억 위안, 2016년에 1,346억 위안 수준의 기자재도 포함되
어, 내수 기자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5. 중국의 조선해양 분야 내수 규모 변화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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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 철 외(2018), p. 7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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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편의치적하는 관행이 있어, 상선 대부분은 수출에 포함된다. 반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반입이나 내항 선박과 같이 해당 국가에 등
록하는 경우 수입에 포함된다. 그래서 선박 수입이 많은 국가는 주요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홍콩 등이다. 선박 외에 해양플랜트나
조선기자재 수출과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선 강국은 수출
이 많고 수입은 적다. 중국 조선산업은 생산이 가장 많던 2011년에 437억 달
러를 수출해서 고점을 기록했으나, 상선 시장 불황으로 2018년에 251억 달러
까지 하락했다. 연평균 5.7% 감소했다. 수입은 10억~20억 달러 수준을 지속
했는데 수출에 비해 작은 규모다.

표 2-2. 중국 조선산업 및 품목의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평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403

437

392

290

252

288

225

229

251

-5.7

수입

17

18

18

20

13

10

19

19

21

2.6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HS89 기준, 검색일: 2020. 1. 9).

물량 면에서 중국 조선산업은 자국 발주물량을 기반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
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수주는 우리나라에 뒤처졌지만, 가격경쟁력과 국가적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다시 1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
다. 하지만 글로벌 조선 불황의 영향을 한·중·일 모두 겪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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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내수

특성 변화
물량 측면에서 세계 1위로 벌크선이나 중소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상대적으로 저기술 선
박의 생산이 많으며, 조선산업 불황으로 2011년을 고점으로 지속 하락 추세
중국 해운사의 지배선대는 2019년 11월 말 기준 192백만 GT로 1위인 그리스(231백만
GT)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내수를 보유
상선에서 30~40%의 내수물량 외에 60~70%를 수출하고 있으나(내수물량이라도 해외에

수출

편의치적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포함될 수 있음), 세계 조선산업 불황 장기화로 2011년을
고점으로 지속 감소

수입

해외로부터 핵심 조선기자재 수입, 자국 수요 선박의 대부분(최근 3년 93%)은 자체적으로
발주하여 수입은 제한적

자료: 저자 작성.

중국 조선산업도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해운시황
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2020년 SOx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2021년 발틱/북해 NOx 규제 강화, 2022년 에너지효율 강화규제 등 지속적인
조선산업의 친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의 퇴출이 빨라지면서 조선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 가격과 선박금융 경쟁력으
로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자국 해운사도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산, 내수, 수출이라
는 모든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수주
가 건조량 대비 부족하여 단기간 건조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원인

생산

△

IMO 환경규제 강화로 2020년 이후,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수주 증가

내수

△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 해운사의 확장정책 지속

수출

△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선박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수출선 수주 확대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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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 조선산업은 질적으로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종별 건조량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VLCC, Capesize와 같은 대형 유조선과 벌크선에서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최근 5년 평균이 더 높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ost Panamax 컨테이너선의 점유율도 소폭 상승했
으며, 컨테이너선 전체로도 점유율이 상승했다.
최근에는 자국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LNG연료추진 초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여 건조하고 있다. 프랑스 선사인 CMA-CGM이 발
주한 23,000TEU급 LNG연료추진선이다. 건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
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한다면 기술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때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운반선인 ‘CESI Gladstone’이 장기간 수리를 하

표 2-5. 주요 선종, 선형별 척수기준 한·중·일 건조 점유율
(단위: %)

선종
유조선

벌크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세계 점유율(’08~’17년)

세계 점유율(’13~’17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VLCC

45

37

17

47

42

9

유조선 전체

35

34

17

41

28

16

Capesize

22

45

28

17

50

31

벌크선 전체

10

53

32

5

50

40

대형 LNG운반선

82

6

12

86

7

7

가스선 전체

52

16

27

57

16

23

Post Panamax

94

3

1

95

4

1

컨테이너선 전체

40

38

7

38

44

5

FPSO

39

10

29

50

9

27

Drillship

93

4

0

94

4

0

해양플랜트

해양 전체
전체

4

34

3

6

35

3

17

40

18

18

39

21

자료: 이은창(2018), p. 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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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중국의 고기술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
지만 해당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LNG운반선에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은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을 지속해서 축적하고 있다. 클락슨의 LNG운반
선 통계를 살펴보면 이미 후동중화에서 20여 척, SCS Shipbuilding에서 1척 등
대형 LNG운반선 21척의 건조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소형
LNG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선종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자국물량뿐만 아
니라 강력한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수출선에도 건조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력에서만 우위를 보이는 우리나라와 격차를 축소할 것으
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2016년에 이미 4만 톤급의 자율운항 벌크선 개
발을 착수했고, 2017년 12월에는 영국 로이드 인증(Cyber-enabled ship)을
받은 스마트벌크선을 CSSC에서 건조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선종만 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
의 경제 달성을 위해 중국의 양대 국영 조선그룹인 CSSC와 CSIC의 합병도 추
진 중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에 국영조선그룹을 CSSC와 CSIC로 나누고,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시도했다. 세계 조선산업이 초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대
규모 건조능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내수창
출과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양호하게 극복했다.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
실을 다지기 위해 두 그룹을 중국선박공업그룹(CSG)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
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보고서5)에 의하면 이러한 합병은 “규모 확대를
통해 해외 선주로부터 신뢰성 확보, 글로벌 선주대상 공략, 고부가가치 선박시
장 확대, 상위기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효율성 제고,
기술력 증진으로 세계 조선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정부의 청사진에 따른 것”으
5)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9), pp.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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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한편 일본 조선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에서 최근 밀리는 추세를 보인
다. 1980~90년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제한적인 투자가 발생했고 고급인력
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 조선산업은 대형조선사와 전업조선사 간 활발한
업무제휴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일부 조선사는 중국으로 진출을 통해 원
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중국원양해운그룹
(CCSG: China COSCO Shipping Group)과 합작한 NACKS(Nantong
COSCO KHI Shipping Engineering), DACKS(Dalian COSCO KHI Ship
Engineering)의 합작조선소를 운영 중이다. 미쓰이E&S도 중국의 양자강조선
과 합작조선소인 YAMIC(Jiangsu Yanzi-Mitsui Shipbuilding)를 2019년 8
월부터 가동했다. 중·일 합작조선소 가동은 중국 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더
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포함)

●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
●

특성 변화 방향
고기술 선박의 생산 증가, 해양플랜트 및 크루즈선 등 유럽이
경쟁력을 보유한 다양한 선종의 건조와 시장 확대
LNG연료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스마트자율운항선박 등 고기술 선박의 생산 확대
CSSC, CSIC의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 등 국영기업의 위상 강화
정부지원과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R&D 강화와
더불어 일본과의 합작사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가능성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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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조선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의 조선산업은 1990년대에 전략적인 육성산업으로 지정되면서 발전했
다. 2000년 이후 조선 초호황기에 수주증가를 바탕으로 신규 조선사 건설 및
설비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
표 2-7. 중국 조선산업의 주요 정책과 핵심 육성분야
주요 정책

발표

중국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

- 대형 해양플랜트 기술 및 장비
2006 - 해양환경 입체관측기술

(2006~2020)
2050년 중국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핵심 육성분야

- 대양 해저 다중 파라미터 신속 탐지기술
2010

- 해저 탐사장비 기술
- 해저 석유 및 가스탐사 신공법 개발
- 신규범·신표준 및 에너지절약·환경보호 가능 선박
- 대형 LNG 및 LPG선

10대 산업진흥계획
(12차 5개년 계획)

2010

- 대형 자동차운반선, 과학탐사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 신형 선박용 디젤엔진 및 기타 부품
- 갑판기계, 선실설비, 통신 항해유도 자동화설비 등의 자체 개발
- 조선 신기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초 공통기술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제조업 중장기 발전 계획

2011 -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2011~2020)
-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10대 육성산업으로 선정)
중국제조 2025 계획

2015

- 해양 탐사, 자원 개발 및 이용, 해상작업 설비 등 핵심 시스템 및 전
용 설비 발전
- 크루즈,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첨단 선박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제조업 혁신 및 기초 역량 강화 →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 제조업
의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첨단장비혁신발전 프로젝트 대상 업종에 포함: 해양공정장비 및 하

13차 5개년 계획

2015

이테크 선박(항공우주장비, 선진궤도교통장비, 고급디지털선박기
계, 로봇장비, 현대농기계장비, 고성능의료기기, 선진화공장비 등)
- 해양시범구 & 선도지역: 산둥, 저장, 광둥, 푸젠, 톈진, 하이난, 칭
다오
-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 해상 실크로드 주력

자료: 조 철 외(2018),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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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
다. 금융위기 전후로 해양플랜트에 대한 기술개발, 가스운반선을 비롯한 고부
가가치 선박과 선박용 엔진과 같은 주요 기자재의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크루즈선, LNG운반선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2006~15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2010년에
조기 달성했는데, 생산물량 측면에서 세계 1위, 세계시장 점유율 40% 상회, 높
은 부가가치 실현, 선박 수출액 400억 달러 돌파 등이다. 중국은 제조 2025 및
13.5 규획 등을 통해 조선강국, 해양플랜트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비록 시황 악화로 미인도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양엔지니어
링 장비도 건조 경험을 다수 축적했다. 기존 산업의 구조를 상위 10대 조선소
에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및 기자재 국산화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대형조선 그룹의 합병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조선소로 이루
어져 있어 상위 10대 조선소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부의 지
원을 통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투자는 달성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조선시황과 해양플랜트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
고 우리나라의 수주 점유율이 회복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나 고부가가치선 시
장점유율 확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보고서6)에 의하면, 중국 조선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5년에
30% 미만이었으나, 2015년에는 30%를 상회했다. 반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30% 수준에서 20% 초반으로 하락했다. 중국 조선의 부가가치 창출은 국내 부
문 비중이 높아졌으나, 우리나라는 해외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고, 국내 부문
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과 일본의 자국 내 부가가
치 비중이 높은 것은 벌크선이나 중소형 유조선과 같이 기술력이 낮은 선박을
다수 생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기자재 국산화율도 크게 높여 중국의 부
6) Karin Gourdon, Christian Steidl(201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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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LNG운반선이나 LNG연
료추진선박의 문제는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경험 축적에 따른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표 2-8.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주요 내용

전망

- 상위 10대 조선소 건조비율 70% 이상 점유

CANSI(중국조선공업행협회)

- 고부가가치선박 설비 자국화 벌크선 80%, 탱커선

회원사로 점유율이 건조비율

60%, 컨테이너선 40%, 핵심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

70%를 넘기지 못하여

업 매출액 대비 2.5% R&D 투자

집중화는 한계

- 심해탐사, 자원개발, 해양안전장비 및 시스템 발전 해양플랜트 역량은 강화되나,
추진, 해양플랜트 테스트, 모니터링, 검증역량 강화

시장규모 축소에 따른 영향

-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수준 제고

존재

- 핵심조선소 중심의 Smart 생산강화를 위한 ERP시
생산방식의
변화

스템 도입, 디지털 공구보급률 97%, 디지털 자동화
율 90%, 화이트리스트 기업 대상 제조효율 15∼20

스마트야드 구축으로 달성
가능성 증가

시간/CGT 달성
- 보조장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 관련 기술 확보
- 조선업 점유율 5% 향상, 해양플랜트 35%, 고부가

핵심 신산업
분야

가치선 40% 점유율 확보
- 크루즈선 설계 및 건조기술 수준 향상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

- LNG선 등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료: 조 철 외(2016), pp. 196~202;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8 p. 18, 2019 pp. 28~35) 등을 활용하여 KIET 정리.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금액기준 무역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고가·고기술 선박, 고가 해
양플랜트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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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출급감과 2016년 수주절벽의 영향
에 따른 선박 수출 감소로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낮게 나타
났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중국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앞
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한·중 조선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23.6

23.3

25.4

20.3

18.4

21.7

18.5

17.2

20.4

한국

27.4

28.9

24.7

25.4

28.0

28.9

27.3

30.7

16.6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은 모두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무역특화지
수는 매우 유사하다. 수입은 주로 국적선과 주요 기자재이고, 대부분 선박을 수
출하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는 높은 편이다. 2016년 이후 중국은 해양플랜트
불황으로 미인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수입, 기자재 수입 등으로 무역특
화지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무역특화지수는 2018년에
중국-일본으로부터의 선박 수입과 기자재 수입으로 하락했다.

표 2-10. 한·중 조선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920

0.920

0.913

0.869

0.901

0.933

0.843

0.848

0.849

한국

0.866

0.915

0.874

0.910

0.912

0.884

0.894

0.928

0.854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벌크선을 비롯한 중소 선박과 선체블록, 범용기자
재 수입이 많아,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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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한국 조선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무역
수지
무역특화
지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24

-796

-1,046

672

30

-88

-538

-238

-239

0.374

0.035

-0.825 -0.796 -0.947

-0.089 -0.748 -0.239 -0.43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HS89 기준, 검색일: 2020. 1. 9).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조선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설비산업의 특성을 보이지만 자동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대규모 인력이 있어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특성도 있다. 수많
은 부품이 소요되는 주문생산형 산업으로 연속생산이 불가능한 복잡한 산업이
다. 또한 선주의 요구에 맞는 설계와 엔지니어링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선박
별, 부품별, 자재별 자원관리와 공정관리 능력이 중요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다. 다양한 요인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요인을 살펴보느냐
에 따라서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석종훈 외(2018)의 연구에서는 기술, 생산, 가격,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설
문을 통해 한·중·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
쟁력을 100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88, 일본은 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벌크선과 중소형 유조선은 중국의 경쟁력이
높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단점을 “최다 건조경험, 건조설비와 인
력, R&D 및 생산능력이 우수했지만, 조선사간 기술공유 부족,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이탈, 협력업체간 갑을관계, 높은 선가 등이 단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하에서 인력 지속유입, 기술 및 생산성 개선,
저렴한 인건비, 낮은 선가 등이 장점이나, R&D와 기술력 부족, 오류 빈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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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숙련도가 단점”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지속
할 수 있는 이유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는데, “통합설계에 따른 현장
설계능력 부진, 낮은 노동생산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등이었다.

표 2-12.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많이
가격
경쟁력

100

106

105

필요로 하는 조선업의 특성과 중국정부의 지원,
범용기자재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국이 높은 수
준 유지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신산업
대응

품질 격차는 선주사들의 중국 조선소 관리역량
100

83

90

강화와 중국 조선사의 경험 증가로 격차 축소
전망

100

87

90

100

87

90

종합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가격 및

평가

금융에서 경쟁력
부족

스마트친환경선박 기술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
적인 대응으로 기술격차 축소 전망
해운 및 조선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국

기술과 품질은
경쟁력

중국정부의 강력한 기술지원과 내수 확보 정책
에 힘입어 고기술 선박에서 격차 축소 전망

가격경쟁력 또는 금융 영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
요건이 중요한

로 보이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격차는 유지되는

선종에서 경쟁력 확보 반면 기술경쟁력 격차는 축소되어 글로벌 시장
에서 위협 증대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Lee(2019)의 연구에서 조선산업의 주요 요인은 기술, 가격, 금융으로 설명
하고 있다. AHP를 통한 중국과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 선종에서 종합 경쟁력은
중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간 해운불황이 지속되어 금융조
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해운사들이 늘어나면서 금융과 가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종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과 금융은 매우 미약하다. 이로 인해 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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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LNG운반선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화학제품운반
선에서는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은 가격과 금융
요인이 중요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았다.

표 2-13. 주요 선종별 한·중 경쟁력 비교

경쟁요인
국가

요인별 경쟁력
기술

가격

금융(Export Credit)

종합 경쟁력

China

Korea

China

Korea

China

Korea

China

Korea

0.174

0.826

0.805

0.195

0.728

0.272

0.612

0.388

0.139

0.861

0.706

0.294

0.667

0.333

0.379

0.621

Capesize Bulker

0.400

0.600

0.861

0.139

0.735

0.265

0.762

0.238

Chemical Carrier

0.168

0.832

0.782

0.218

0.673

0.327

0.549

0.451

Containership
(14,000TEU)
LNG Carrier
(174k Cbm)

자료: Lee(2019), p. 8.

석종훈 외(2018)의 연구에서는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쟁이 심한 부분이다. 해양플랜트도 고유
가 시절과는 다르게 저가 생산설비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광
구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역량도 높이고 있다. 해양플랜트도 앞으로는 경쟁
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LNG 관련 선박의 경쟁력은 5년 이후에도 우리
나라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핵심역량을 보유하
고 있으면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중국 또한 관련 분야를 육성하고 시장을 뺏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어, 비록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더라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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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조선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현재

벌크선, 중소 유조선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해양플랜트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5년 이후

벌크선, 중소 유조선

범용 해양플랜트,
LNG연료추진선,

LNG운반선, FLNG, FSRU

소형LNG운반선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중국 조선산업과 우리나라의 경쟁은 이미 매우 치열하다. 최근 3년간 중국
해운사는 총 583척을 발주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초대형 유조선, 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만 26척을 수주했다. 우리나라 이외에는 기타 선박 일부
만 해외조선사가 수주했다.7) 과거에는 중국 해운사들이 우리나라에 고기술 선
박 발주를 비교적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 중국 내수시장은 중국
조선사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중국 해운사의 선박은 중국 조선사가 건조
하는 국수국조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기자재도 중국의 국산화율과
탑재율 향상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선사를 제외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선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벌
크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중국이나 일본이
수주하고 있다. 조선 시장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선박이나 친환경선박도 마찬가지다. 우리나
라 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요 조선사는 정
부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이다.
7) Clarkson SIN DB(검색일: 2019. 12. 10) 기준으로 KIE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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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현재

0

5년 후

0

1

2

3

신산업 분야
4

5

1

2

3

0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한때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지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조선사가 중
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진출했던 STX대련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철수했고, 삼진조선도 실패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
조선해양만이 중국으로부터 선체블록을 생산하거나 특정 선종에 대한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대 초중반 블록업체들이
조선 초호황에 힘입어 신조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에서 블록을 조달하기 어려
워 중국에 진출했다. 이제는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고, 국내 생산기반에
도 여유가 많아 중국 진출이나 분업 관계를 가져갈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
다만 아직 중국 대비 경쟁력을 보유한 선박용 엔진, 스크러버, 선박평형수처
리장치와 같은 주요 친환경 기자재나 부품과 같은 주요 조선기자재의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단순 조선기자재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사
가 가격경쟁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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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수리조선 분야에서는 분업구조가 가능한 측면
이 있다. 우리나라 조선사는 대형선박의 수리나 개조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신조 부문에서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선박 수리와 개조, 해
양플랜트 A/S와 같은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엔지니어링과 기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거나 조달하고 수리·개조는 중국의 수리조선사와 협력하
는 방안이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우리나라 조선사와의 기술경쟁력 격차는 중국이 쉽게 추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대형조선사들은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LNG운
반선과 같은 고기술 선박에 대한 시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술개발도 지속해왔다.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LNG로의 연료 전환이 가속화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가 기술격차를 더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친환경선박에 대해서도 201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기술이 앞서고 있
어,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격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적선 건조를 통
해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선주와 에너지 기업의 요구
를 빠르게 파악하고 차별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선 불황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은 유지하면서 원가는 절감하고 제품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원가절감과 기술 차별화는 조선산업 주도권의 이동요인이다. 대형조선사
는 인력,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랜 구조조정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많이 축소됐다.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조선사는
새로운 투자보다도 생존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조선기자
재사는 일부 친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축소된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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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원가절감과 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야드 구현을 통한 원가절감, 원가는 줄이고 효율
이 높은 선형의 개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스마트선박 개발, 친환경기
자재 개발 등이다. 기술의 개발은 실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증연구도 포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산업의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맞게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2-16. 중국 대응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정부정책

- 스마트야드 기술을 접목하여 범용선박에 대한
원가절감
- ICT 및 친환경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스 -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마트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 LNG연료추진장치, 친환경 도료 등 친환경 기자
재 개발

-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야드 기술
개발과 실증
- 특수 부가가치 선종의 기술개발

- 중소형 특수 부가가치 선종의 개발과 시장 공략 - 수리개조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자재 기술 개발
- 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수리개조 엔지니어링
역량 확충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기자재산업의 경우에는 환경규정 강화와 관련된 스크러버,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선박용 엔진과 부품시장도 중국시
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저장성에 최고의 수리조선 단지가 있어,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수리와 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
리나라에서 수리-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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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자급률이 높고, 정책적으로도 내수
보호가 되고 있으므로 조선업체의 진출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7. 조선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스크러버, SCR,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선박용 엔진 및 부품 시장 공략
- 수리개조산업과 연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의 진출 및 기자재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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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의 일반기계산업은 내수경제의 급성장과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빠
르게 생산이 확대되었다. 2011~16년 동안에는 전반적인 세계경기 부진에 따
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와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공작기계의 성장으로 2010~18년 동안 일반기계산업은 연
평균 11.2%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농기계, 전기기계, 중장비, 석유화학기계,
공작기계, 측량용기계, 범용부품, 식품포장기계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표 3-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생산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품목명

2010

산업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2018

증가율

8,375 10,388 11,705 13,458 14,495 14,921 15,321 17,429 19,591

11.2

주: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Rev.4 C28(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N.E.C.) 기준.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0. 1. 3).

표 3-2. 중국의 기계 품목별 매출 증가율 및 비중(2018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품목명

매출액

연평균증가율
(2010~18)

비중

내연기관 및 터빈제조업

1,077

8.9

5.5

일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148

12.0

5.9

목적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1,406

10.7

7.2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89

11.2

10.7

전동공구, 산업용 오븐, 사무용 기계

6,182

11.1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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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품목명

특수
목적
기계

매출액

연평균증가율
(2010~18)

비중

농업용기계

835

15.1

4.3

공작기계

853

10.2

4.4

야금용기계

348

7.0

1.8

건설기계

1,704

6.4

8.7

식음료품 가공기계

278

14.8

1.4

섬유기계

3,671

15.1

18.7

주: 품목명은 국내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번역.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0. 1. 3).

최근 중국 일반기계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생산 1위인 동시에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산 선호독려에 따라 자국 시장에서 국산설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대표적 건설기계 상품인 굴삭기의 경우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기업의 자국 내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이었으나 현재
에는 중국기업인 싼이중공, XCMG 등 기업이 41.6%, 미국의 캐터필러, 한국
의 두산, 일본의 코마츠 등의 기업점유율이 30%이며, 기타의 비중이 21.7%이
다. 정부의 자국산 제품 선호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국 내수기업 위주로 굴
삭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해외기업의 시장점유
율은 축소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저변 확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력하는
중위 기술군 기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이나 구미 기업 대비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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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굴삭기 시장점유율(2018년)
(단위: %)

기업명

국가

점유율

SANY

중국

23.07

Caterpillar

미국

13.00

XCMG

중국

11.51

두산

한국

7.97

LiuGong

중국

7.03

SDLG

중국

6.62

KOMATSU

일본

5.03

HITACHI

일본

4.07

기타

-

21.71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19), 『2019年中国工程机械产业竞争格局全局观』.

그림 3-1. 한국 굴삭기업체의 시장점유율 변화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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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6

’18.8

’18.10

’18.12

두산인프라코어

’19.2

’19.4

’19.6

현대건설기계

자료: NH투자증권, 해외 기업 분석(검색일: 2019. 7. 12).

공작기계의 경우 중국정부의 주도로 금속절삭기계, 금속성형기계, 주조기
계, 수치제어장치, 부품 등 업종별로 6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자체적으로 제조
가능한 산업기반을 갖추었다. 현재 일부 범용제품의 기술 분야는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품경쟁력은 상승하였지만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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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핵심기술 부재로 외자기업과 실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제조비용 상승,
시장 입지 축소 등의 경영 압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1~18년 동안 내수
판매는 연평균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중국 기계산업의 국내수요 변화 추이와 생산 중 내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공작
기계

2011

2012

39,090 38,510

2013
-

2014

2015

2016

2017

2018

31,800 27,631 28,190 30,653 28,840

연평균

내수

증가율

비중

-4.3

122.9

주: 중국통계연감 및 업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연평균증가율은 작성이 가능한 연도 기준, 내수비중은 생산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공작기계협회(2019), 「2018 세계 공작기계 시장동향」.

중국은 일반기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전체
생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범용 기계 및 부품은 물론, 2009년 이후 공작
기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제조 2025’ 정책 등 기계 분야의 기반
기술, 기초소재, 기초부품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강화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정부의 지속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표 3-5. 중국 일반기계산업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품목명
산업 전체

생산
비중

순위

48.2

1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0. 1. 3).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수출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2008~18년 동안 연평균
4.2%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292억 달러를 기록한 데 반해 수입은 자국산
생산 확대에 따라 절반 수준의 2.0%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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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 일반기계산업 및 품목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수출 309,958 353,905 376,030 383,332 400,983 364,564 345,949 383,348 429,214

4.2

수입 172,403 199,569 181,944 170,647 179,706 157,213 147,840 170,070 202,101

2.0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9. 12. 20).

중국의 일반기계산업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
되는 추세이다. 가격경쟁력을 통해 범용설비 위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품질 및 기술 문제가 남아 있어 첨단기술제품 등은 일본,
독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전반의 후방
산업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일반기계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혁신성장과 기술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표 3-7.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특성 변화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수입대체와 더불어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세계 최대 수요국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기존 교체수요주
기가 마무리되면서 둔화
범용설비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력 성장세에 따라 수출 성장세는 지속 확
대 예상
고급 기종 및 핵심부품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세계 1위 규모 유지

자료: 저자 작성.

향후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한 내수 정체로 생산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중국정부의 스마트제조화 정책과 환경규제에 따른 신제품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품질향상에 따라 제품경쟁
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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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생산

△

내수

◇

수출

△

원인
수출 증가 및 중국정부의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환경 정책에 힘입어 신제품으로의
교체 수요로 다소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나 성장세 둔화로 기계수요를 담당하는 제조
업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흥국 중심으로의 수출
확대 전망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은 2049년까지의 장기 발전전략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고정
밀 수치제어 및 로봇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
다. 아울러 제조업 발달에 따른 중국 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환경
요구도에 맞는 제품을 통해 산업발전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친환경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 산업의 스마트제조화를 위한 기계장비의
구조 고도화 지표인 ‘생산설비의 NC화율’8)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하
고 있다.
생산품목 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제품은 기술력, 디자인 및 애프
터서비스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제품의 경쟁력과 자국산 제품 선호도가 높아
짐과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대두하면서 내수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대형 민간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체로 동북3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작기계 최대 기업은 일본의 마작 및 독일의 DMG이나 중국의 심양
8) 생산설비의 NC화율은 전체 생산설비 가운데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설비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작기
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생산대수에서 NC공작기계의 생산대수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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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상창은 연간 생산규모면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기계기업은 주로 국영기업으로, 연구개발은 정부 지원 및 정책기조에 따
라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포함) 변화

추세

특성 변화 방향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제품개발 가속화

●

스마트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고도화를 위해 부품 및 완제
품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 중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정책 추진에 따라 제품의 기술력, 디자인 및 애프터 서비
스 고도화 추세
자국산 제품 선호에 따라 로컬 부품 및 완제품 사용 확대
추세
연구개발은 정부의 정책기조의 영향이 큰 편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일반기계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 과학기술부, 국가자연과
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원, 공업·정보화부, 각 성·시·자치구의 공립연구소 등
이 있는데, 중국과학원은 중국 내 최대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기초연구뿐 아
니라 응용 분야를 포함한 부문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9) 또한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10대 중점분야 육성을 위해 적극적
인 R&D를 추진하고, 첨단장비 혁신 프로젝트를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규정
했다. 첨단장비 중 스마트그리드 장비, 고급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원자력

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5), 「주요국 차세대 제조 기술 연구 개발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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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장비, 첨단 농기구 등이 일반기계 범위에 해당한다. 5대 중점 프로젝트는
제조업혁신센터, 스마트제조, 공업기초 역량 강화, 녹색제조, 첨단장비 혁신 등
제조기반, 제조공정 및 장비 분야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 기계산업
전반의 연구역량 혁신 및 생산·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0)
우선 2010년 10월 발표된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요
강(이하,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장비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다. 먼저 기반기술, 기초소재, 기초부품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시스템
통합 등의 수준을 제고하고, 중요 기술 관련 장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주요
장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더불어 생산형 제조에서 서
비스형 제조로 전환하며, 제품의 디지털화, 생산의 녹색화, 기업의 정보화 등을
추진하며, 전략적 신흥산업 및 기초시설 등 중점영역에서 필요 장비를 육성한
다는 것이었다. 주조, 단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기반기술의 전문화생산
을 추진하며, 베어링, 기어, 모형, 유압, 자동제어 등 요소부품 수준 향상을 도
모할 계획이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모색
하고 있는데, 기계 관련 분야로는 지능제조장비 중점 육성, 지능제어시스템 및
고급수치제어 공작기계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1)
또한 2016년 ‘첨단장비 혁신공정 실시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자국산 고
급 CNC 공작기계 및 기본 제조 장비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70%, CNC 시스
템의 표준형 60% 스마트형 10%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스
핀들, 리드 스크류 및 가이드 레일과 같은 고급 기능 부품의 중국 내 시장점유
율은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일반기계산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제조 발전계획
(2016~2020)’을 통해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① 주요 제조업 분
야 기업의 디지털화 R&D 설계 툴(Tool) 보급률을 70% 이상 확대 ② 핵심 공
10) 윤은엽(2020. 2. 25), 『2019년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11) 조 철 외(2016),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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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치 제어 비율은 50% 이상 ③ 디지털·스마트 공장 보급률은 20% 이상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운영비용, 제품 R&D 주기, 제품 불
량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통해 첨단 수치 제어 공작기계(numerical control machine) 산업 로봇, 적
층 가공 제조장비, 스마트 센서 및 제어 장비, 스마트 측정 및 조립 장비, 스마
트 물류 및 저장 장비 등 5대 핵심 기술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광섬유 센서,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MEMS) 센서, 비주얼 센서, 분산제어시스
템(DCS),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 장치(PLC),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SCADA), 고성능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제품을 중점 발전시켜 공작기
계, 로봇, 석유화학, 철도 교통 등 분야에서 응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 추진된 중국 일반기계산업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제조를 위한 공
작기계 CNC 연구개발, 고효율화, 경량화, 생산설비 시스템 통합 및 프로그램
화, 기계류 동종 업계간 구조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달성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표 3-10. 기추진된 중국 일반기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목표

달성여부 평가

CNC 연구개발, 고효율화, 경량화 등

부분적으로 달성,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

스마트제조화

부분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진행 중

생산설비 시스템 통합 및 프로그램화

부분적으로 달성

기계류 동종 업계간 구조조정

부분적으로 달성

자료: 저자 작성.

중국정부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지금까지는 범용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생산주기 및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력해왔으
나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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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제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는
전 산업의 스마트제조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산업용
로봇 보급, 스마트제조 기술 및 장비개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한 목표를 설
정하고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 추진 일환으로 <스마트제조 공정실시지침
(2016~2020)>을 통해 ‘첨단수치제어 공작기계 산업로봇’을 5대 핵심기술장
비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중국 부품 조달 50%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주요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31개 성, 시에서 제조 혁신을 위한 지방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였
는데 주로 산업용 로봇 보급 및 스마트제조 장비개발, 시범사업을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
어 스마트제조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화장비, 로봇 등 스마트제조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은 이러한 스마트제조화를 통해 품질, 성능
제고, 낮은 공장가동률 개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의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의 일반기계 범용부품은 품질수준 및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스마트제조시스템 확산에 따라 정밀 공작기계
및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일반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주요 내용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범용부품의 생산주기 및 불량률 감소

생산방식의 변화

생산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추진

핵심 신산업 분야

전망
범용부품의 품질수준 제고로 수출
확대
전 산업의 스마트제조화로 로봇,
스마트공장 장비 확산

고급 수치제어선반 및 로봇 핵심장비

중고위 품질 이상의 산업용 로봇

국내 자급률 50%

경쟁력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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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 세계 전체의
19.1%를 차지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이미 한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범용제품인 일반목적기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2~3% 수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한·중 일반기계산업의 세계수출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16.4

16.3

17.2

17.5

17.8

17.9

17.3

19.2

19.1

한국

2.8

2.7

2.7

2.7

2.8

3.1

2.9

3.5

3.5

자료: UN Comtrade, hs code 84 기준(검색일: 2019. 12. 28).

한국의 기계산업은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어 무역특화지수가 2010년 0.005
에서 2018년 0.015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의 기계산업 역시 범용부품 수출 확
대를 통해 무역특화지수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0.053
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국 기계산업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범용부품 및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 형태의 수출이 많아 중
국보다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편이다.
표 3-13. 한·중 일반기계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038

0.035

0.041

0.043

0.044

0.045

0.053

0.045

0.042

한국

0.005

0.010

0.012

0.011

0.013

0.016

0.014

0.008

0.015

자료: UN Comtrade, hs code 84 기준(검색일: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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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0~18년 동안 연평균 3.1% 증가하여 2018년 기
준 전체 일반기계 수출의 약 25%에 달하는 135억 달러 규모이나 무역수지는
2010년 70억 달러에서 대중 수입이 많아지면서 2015년 36억 달러까지 감소
하였다가 2018년 기초산업기계 및 기타기계류 수출 증가로 69.6억 달러로 다
시 증가하였다.

표 3-14.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역수지

7,015

7,372

5,287

5,083

3,982

3,613

4,922

5,348

6,958

무역특화지수

0.553

0.515

0.365

0.401

0.349

0.360

0.355

0.338

0.417

주: MTI code 71 + 72 + 75 + 79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9. 12. 20).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은 저부가가치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기계류 부문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이 우위를 보이는 중고위 완제품 및 부분품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제품과 중국제품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중국의 빠른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20% 정도 가격우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경쟁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품질수준은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 비해 높아 3~5년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기계 분야 부품별로는 공작기계가 생산라
인 구조 및 관리, 자동화 공정 데모라인 구축 형태, ERP 운영 수준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격차가 존재하여 중국 제품과 비교 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중국
공작기계 1위 기업인 심양기상창의 경우 국내 두산공작기계 대비 핵심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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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로봇 등 산업공정기계장
비는 핵심부품 기술 및 설계 기술 등을 감안하였을 때 1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기계 분야별 중국과의 기술경쟁력 차이 현황
제품

격차(년)

내용
생산라인 구조 및 관리

공작기계

5

자동화 공정 데모라인 구축 형태
ERP 운영 수준
OLED 제조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4

중장비

3

유압펌프, 모터, 밸브, 감속기 등 핵심부품 수준

로봇

1

핵심부품 기술 및 설계기술

반도체장비의 설계역량, 품질, 성능

자료: 한국기계연구원(2019), 『제조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참고로 저자 작성.

그러나 범용 기계류 및 부품은 중국의 품질수준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국내 제품 대비 가격경
쟁력이 높아 향후 5년 후에도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 대비 열위일 것
으로 보인다. 품질 및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빠르게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중
국 대비 부족하고,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 수요기업에서 이용이 적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과의 품질 및 기술 격차는 5년 후 현재 대비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대응 측면에서도 중국은 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
해 개발하고 있고 기업 필요시 정부 차원에서 빠른 규제완화 및 자국시장을 기
반으로 트랙레코드를 마련하고 있어 한국 대비 신산업 대응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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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신산업
대응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00

120

120

100

85

95

100

85

95

100

90

110

추이 및 전망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품질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신뢰성 등에서
여전한 격차
적극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빠르게 격차
축소
필요시 빠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

종합

품질 및 기술이

저기술 범용

가격경쟁력 격차는 축소되지 않은 가운데 품질

경쟁력

선진국 대비 여전히

기계류/부품에서

및 기술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면서 중국 및

평가

낮아 경쟁력 제한적

경쟁력 확보

여타 시장에서 경쟁적 관계 확대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중국이 기계 분야 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현재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인 중고위 기술군 제품들의 경쟁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경쟁열위나
경쟁이 심한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쟁이 심한 냉동공조기
계 등 중급 기계류 및 부품은 5년 후 중국 대비 경쟁열위 제품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제조기반의 핵심이 되는 공작기계 중 5축 연동 가속 가공센터의 경우 중국에
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요가 많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치제어 시스
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식별위험, 간섭방지 기능이 포함된 5축 CNC와 스
마트 수치제어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동 기술은 국내에서는 아직 실현하지 못
한 기술로서, 향후 중국에서 기술개발 성공 시 국내 제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
다. 향후 중국의 기술개발 성공 이후 자국 제품에 기술적용을 통해 상용화될 경
우 국내 제품의 경쟁열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작기계의 고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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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분류되는 수치제어시스템의 경우 센서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현재 선
진국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수준의 목표로 개발 중이다.
따라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셀프 모니터링, 유지보수 최적화 등 사용자
친화적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표 3-17. 일반기계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현재

저기술 및 저가격의

범용 공구 등
기계류/부품
5년

범용 공구, 냉동공조기계 등

이후

중저급 기술 기계류/부품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냉동공조기계 등

머시닝센터 등

중급 기계류/부품

고급 기계류 및 핵심 부품

머시닝센터, 고기능·스마트
수치제어시스템 등 고급

복합 금형 등 제한적

기계류 및 핵심 부품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 일반기계 제품의 경쟁은 과거 대비 매우 심화된 상태
로 평가된다. 국내의 범용부품 등 중저위 기술군 제품은 중국 내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고, 중국의 자국산 제품 선호 및 제품 향상에 따라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경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작기계 등 기술 모방 및 경쟁력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아직까지 중국 주력기업의 제품 정밀도에 문
제가 있어 자국 내 자동차산업 등 수요기업 부품의 요구 정밀도에 미치지 못해
아직까지는 국내 제품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제
조 2025’를 통해 공작기계 고위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중국시
장 내에서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중고위 기술의 기계류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많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제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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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치제어시스템의 경우 중국은 스마트화를 위해 다축, 다채널, 나노 보간,
서보전자기계 최적화, 절삭공구 수명 관리, 셀프 모니터링, 유지보수, 최적화,
재종합 등 선진기업이 추구하는 기술을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
구개발 진행 중이며, 국내 기업들도 일부 개발 중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개발
완료 시 중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핵심 기능 부품인 고속전
자 주축을 사용한 밀링가공헤드나 볼스크류도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의 상용화
수준이 높으나 중국에서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
로봇, 스마트 제조장비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 및 기술확보를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많이 심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은 로봇용 정밀 감속기, 로봇용 스
마트 제어기, 로봇용 구동기/드라이브, 각종 로봇용 센서, 로봇용 유니버설/스
마트그리퍼 등 요소 부품 기술을 제품의 신뢰성 및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
심 기술로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12) 현재 양국 모두
부품의 정확성, 신뢰성, 내구성 측면에서 일본, 유럽 등의 선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단계지만 구동기, 감속기 및 일부 센서 등에 대해서는 각자 국산화 기술을
보유해가는 단계로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13)

표 3-18.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현재
5년 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0

1

2

3

신산업 분야
4

5

1

0
0

2

3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12) 한국기계연구원(2019), 「중국제조 2025 주요 제조장비 개발계획과 대응 전략」.
13) 한국기계연구원(2019), 「중국 제조업 부상, 우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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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 내 현지 진출한 국내 기계 관련 기업의 투자수요 위축과 중국 현지업체
의 제품경쟁력 강화로 대중 중간재 수출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생
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산을 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중국에서
생산이 불가한 고위기술군 제품을 제외하고선 중국 내수기업이 국내 기업 대비
유리하다. 따라서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품목별 포지셔닝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세계시장에서 중국 대비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장비, 금형, 엔진부품 등은 중국과 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중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기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을 홍보하고,
중국의 수요기업과 한국의 공급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는 중국 외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을 타깃으로
하는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의 경우 중국은 2013년부터 로봇 대수 기준으로 세
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2019년 기준 세계시장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
였고, ‘중국제조 2025’에서는 2020년 생산 20만 대, 2025년 30만 대를 목표
로 하고 있어 세계 최대 로봇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기술
부족으로 로봇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산업용 로봇기업 KUKA를 인
수하는 등 기술확보 전략을 통해 로봇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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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로봇산업은 중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협동로봇 등 분야에 연구개발투
자를 집중하고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국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포함하여 건설기계, NC공작기계 등 여러 분야에
서 중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경쟁 영역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기계류 소재 및 부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핵심부품 소재를 개발하고 국산 대체를 통
해서 제품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친환경제품 및 스마트 장비 시스템 등의 첨단기계 및 장비에 대
한 부분도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 안정성 등
의 문제로 국내 기업에서 사용이 저조하여 시장확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
서 기술개발 성공 이후 사업화 R&D 정책을 강화하여 수요 기업들이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로봇, 스마트 제조장비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탄
탄한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환경을 활용하여 공정기술,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이 결합된 스마트 제조장비 및 산업용 로봇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투자함으로써 스마트제조화 공급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글
로벌 공작기계, 장비, 로봇 기업들은 자사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하여 로봇이나 제조기계에서 얻어진 현장 데이터 처리를 클라우드
에서 수행하고, 고객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기기의 지능화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
고하고, 기계가 고장나기 전 전조를 포착하여 고객에게 유지보수를 미리 권유
하는 등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사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전
통 기계제조사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협업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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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활발해야 하나 아직까지 국내 기계기업들은 기술획득 방식이나 시장 공략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단일 제품이나 서비
스는 경쟁력이 있으나 스마트제조화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 업
체와 협업 및 IT, 솔루션 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기술제휴를 통해 수요산업별로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스마
트공장 공급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표 3-19.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감속기, NC장치, 콘트롤러 등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 및 국산 대체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 5G,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계의 지능
화를 통해 고객 맞춤화 및 고객 시장 선도 지원
∙ 기계제품을 서비스와 연계하여 국가 및 수요산업
별로 맞춤형 선제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품 고
도화

정부정책
∙ 경쟁력 있는 기계류 소재 및 부품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사업에 스마트공장 수요기
업과 국내 기계 공급기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장 확보
∙ 기계기업과 IT 기업의 협업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 도모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중국 내 기계설비류의 수요 둔화와 중국산 기계류의 경쟁기반 강화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품질 제품 위주의 공급 확대 노력 강화가 절실하다. 또한
자동차, 휴대폰, IT부품 등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맞춤형 제품으로 공략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되는 수요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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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동화, 불량률 최소화, 공정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갖춰진 기계장비를 선
호하기 때문에 솔루션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고, 다각도의 애프터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작기계의 경우 초정밀 가공라인에서 사용 가
능한 고기능 NC가공기나 머시닝센터 등에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내
투자한 해외 자동차기업 등의 요구도에 부합하고 독일 및 일본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중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형 CNC 공작기계는 국산화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많
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미비하여 시장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수요 기업 맞춤형 기능을 제품에 반영하고, 기업과 협업
을 통해 국내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 활용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품
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규모는 크지만 독일, 일본 등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어 한
국과 중국 모두 점유율이 낮은 품목인 NC 컨트롤러, 소형모터, 굴삭기 유압부
품 등의 분야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중국 및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중국 내 건설중장비의 경우 2000년대에는 중국 내 신규 인프라 건설 등으로
13~30톤 사양의 중형급 굴삭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 제품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가 기 진행된 2010년 이후부터는 도시 내
에서 이용 가능한 13톤 이하의 미니, 소형급 건설기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
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국내 제품의 수요가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라 금융권이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격이 비싼
중대형 기종의 구매보다는 리스제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
렴한 미니, 소형 굴삭기에 대한 은행대출을 선호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중국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14)
14) 조 철 외(2016),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p. 238.

제3장 일반기계산업 • 163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에 컨설팅 및 보증
을 지원하고, 수요맞춤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기업 제휴를 장려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계류 업체의 상당수가 해외 마케팅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이기 때문에 중국 내 관련 제품 전시회 참여 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노력
도 중국 내 현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현시점에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표 3-20. 일반기계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중국의 자동차, IT산업 등 수요산업의 트렌드를 파
악하여 맞춤형 고품질 위주의 공급 확대 노력 강화
- 중국 자동차 생산라인용 장비의 이슈인 자동화 ∙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고위기술의 경우
기능, 공정 모니터링 등 솔루션 일체형 장비 공
급 등
- 초정밀 가공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고기능 NC가
공기, 머시닝센터 등
∙ 연구개발 완료된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장 확대
∙ 한국과 중국 모두 점유율이 낮은 분야는 협업연구

장기·대규모의 연구개발 지원
∙ 양국의 정부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컨설
팅 및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제휴를 장
려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 진출 시 관련 제품 전시회 지원
확대 등

개발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신흥 시장에 ∙ 여러 기업이 협력을 통해 부품을 낮은 가격
진출
∙ 일반기계 기업이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범용 수

에 공급받을 경우 정책적 인센티브 등의 정
책을 통해 협업 장려

입부품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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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2010년 6억 3,900만 톤에서 2018년 약 9억 2,800만
톤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다. 기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0~10년에는 연
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세계적인 철강소비 둔화와 공급
과잉, 중국 내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4%대
를 유지 중이다.

표 4-1. 중국의 조강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구분

2010

중국

638.7

702.0

731.0

822.0

822.3

803.8

807.6

870.9

928.3

(세계점유율) (44.6)

(45.6)

(46.8)

(49.8)

(49.2)

(49.6)

(49.6)

(50.3)

(51.1)

세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4.8

1,433.4 1,538.0 1,560.4 1,650.4 1,671.1 1,621.5 1,629.1 1,732.2 1,816.6 3.0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검색일: 2020. 1. 6).

연평균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44.6%에서 2017년 50.3%, 2018년 51.1%로 증가하며 세계 최대 조
강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기간 세계 조강생산량은 14억 3,300만 톤
에서 18억 1,700만 톤으로 중국의 생산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3.0%의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철강생산은 확대되는 반면 전통적인 철강 선진국에서 철강생산 증가
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세계 철강생산은 중국(38%) 이
외에도 EU(15%), NAFTA(9%), 일본(8.8%)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
을 나타내었으나 2018년에는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계시장
점유율(EU 9.3%, NAFTA 6.6%)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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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요국·지역의 조강 생산 비중: 2008년(좌), 2018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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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entral and South Ameri ca: 2.5 %
Middle East: 2.1% Australia and New Zealand: 0.4 %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 Steel in Figure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6).

중국의 철강소비량 또한 철강생산량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변동하고 있으
며, 2018년 기준 중국의 철강소비량은 약 8억 3,500만 톤으로 전 세계 소비량
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2010~18년 동안 중국 철강소비량의 연평균 증가
율은 4.5%로 세계 철강소비 증가율(3.3%)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산업의 철강소비 증가와 중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철강 생산과 마찬가지로 철강 소비도 중국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국가별 위
상이 변화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철강재 소비 비중은 2018년 36%에
서 2008년 50%로 확대된 반면 EU(15% → 10%), NAFTA(11% → 8.3%), 일
본(6.3% → 3.8%) 등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중국의 철강재 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구분

2010

중국

587.6

641.2

660.1

741.4

710.8

672.3

681.0

773.8

835.0

(세계점유율) (44.6)

(45.2)

(45.6)

(48.0)

(45.8)

(44.6)

(44.8)

(47.3)

(48.8)

세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4.5

1,316.6 1,419.4 1,446.1 1,545.8 1,552.5 1,506.3 1,521.2 1,635.1 1,709.6 3.3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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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국·지역의 철강재 소비 비중: 2008년(좌), 2018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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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 Steel in Figure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6).

중국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가이지만 자
국에서 생산된 철강재의 소비 비중이 높아 수입 규모는 작은 편이다. 수출추이
를 살펴보면, 2010년 중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 규모는 4,200만 톤으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11%에 불과하였으나 중국 철강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와 중국 내 철강소비 감소 여파로 2015년에는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
24%(1억 1,200만 톤)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중국의 대세계 수출량은 감소를
지속하여 2018년의 수출점유율은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8년 기
준 중국의 대세계 철강재 수출규모는 6,900만 톤으로 전 세계 수출량(4억
5,800만 톤)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 중국 철강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톤, %)

구분
중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1.6

47.9

54.8

61.5

92.9

111.6 108.1

74.8

68.8

연평균
증가율
6.5

수출 (세계점유율) (10.6) (11.4) (13.2) (14.9) (20.3) (23.9) (22.7) (16.2) (15.0)
세계

392.7 418.7 416.0 412.6 457.4 467.4 476.8 462.9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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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 4-3. 계속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2

16.3

14.2

14.8

14.9

13.2

13.6

13.9

14.4

수입 (세계점유율) (4.4)

(4.0)

(3.5)

(3.7)

(3.4)

(2.9)

(2.9)

(3.1)

(3.2)

중국
세계

연평균
증가율
-2.2

386.7 404.3 401.9 401.4 442.7 453.0 463.3 451.6 444.3

1.8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검색일: 2020. 1. 6).

2018년 중국의 대세계 철강 수입은 1,400만 톤으로 전 세계 철강 수입량(4억
4,400만 톤)의 3.2%를 차지하며, 수입규모 순위로는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
계 9위 국가에 해당된다. 2010~18년 동안 중국 철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감소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수입 비중도 4.4%에서 3.2%로 하락하였다.

표 4-4. 철강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2018년)
(단위: 백만 톤)

총 수출

총 수입

순위

국가

수출량

순위

국가

수입량

1

중국

68.8

1

EU 28개국

44.9

2

일본

35.8

2

미국

31.7

3

러시아

33.3

3

독일

26.6

4

한국

30.1

4

이탈리아

20.6

5

EU 28개국

28.4

5

태국

15.5

6

독일

26.0

6

한국

14.9

7

터키

19.9

7

프랑스

14.9

8

이탈리아

18.2

8

벨기에

14.8

9

벨기에

18.0

9

중국

14.4

10

우크라이나

15.1

10

베트남

14.1

11

프랑스

14.4

11

터키

14.0

12

브라질

13.9

12

멕시코

13.1

세계합

457.6

세계합

444.3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 Steel in Figure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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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특성 변화
- 2018년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약 9억 2,800만 톤, 시장점유율 51%로 세계 1위 생산
국 지위 유지
- 2010~18년 동안 중국 철강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세계 철강소비 증가율
(3.3%) 대비 높은 수준
- 2018년 대세계 철강수출량은 6,900만 톤(세계 전체의 15%), 자국 내 철강재 소비 비
중 증가로 2015년 이후 수출량 감소
- 2010~18년 동안 중국 철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감소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
의 수입 비중도 4.4%에서 3.2%로 하락

자료: 저자 작성.

세계 철강수요의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통상마찰과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업체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생산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4,000만 톤 이상의 중국 내 신규 설비투자가
(OECD, 2019) 계획되어 있기에 생산증가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중 통
상분쟁,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철강저소비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중국 내
철강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

표 4-6.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생산

△

원인
- 세계 철강수요 저성장 기조
-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산기조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신규
설비투자계획 존재, 해외진출 확대

내수

◇

-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수요산업 위축과 철강 저소비구조로 경제 이행 등
으로 중국 내 기업의 철강소비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인도, 아세안, 중동 등의 철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수출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철강생산 확대로 인한 세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로 제한적인 수출 증가 예상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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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향후 세계 철강수요는 인도, 아세안 및 중동 등의 국가가 견인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흥국 역시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국의 수출 역시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4-7. 중국 철강설비투자 계획(진행 중 계획 포함)
지역

Lishui city,
Zhejiang

기업명
Lishui Huahong
(丽水华宏钢铁制品
有限公司)

소유주(국가)

설비

설비능력
(천 톤)

현황

시작
연도

Lishui Huahong
Iron & Steel
Products Co., Ltd.

EAF

770

operating 2018

1,540

operating 2018

1,540

operating 2018

1,350

operating 2018

BOF

5,000

underway 2019

BOF

7,700

underway 2019

BOF

7,470

underway 2019

(China)

Shuangqiao
Economic
Development
Zone,

Chongqing Zuhang
(重庆足航钢铁有限公司)

Chongqing Zuhang
Iron & Steel Co., EAF
Ltd.(China)

Chongqing
Tangshan Yutian

Guojiatun,

Tangshan Yutian

Yutian,

Jinzhou

Tangshan City

(玉田金州实业)

Co., Ltd.(China)

Luoyang City,

Luoyang Steel

Luoyang Luogang

Henan

(河南洛阳洛钢集团

Province

钢铁有限公司)

Caofeidian
port, Hebei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and Steel
(首钢京唐公司)

Fengnan

Hebei Zongheng

district of

Fengnan Steel

Tangshan

(河北纵横集团丰南钢铁)

Laoting, Hebei

HBIS Laoting Steel
(河钢乐亭钢铁)

Fangchenggan Liuzhou Iron and Steel
g, Guangxi
Zhanjiang,
Guangdong

(柳州钢铁)

Jinzhou Industrial EAF

Group Steel Co., EAF
Ltd.(China)
Shougang Group
(China)
Sinogiant Steel
Group(China)
Hebei Iron and
Steel (HBIS)
(China)
Guangxi Liuzhou
Iron and Steel

BOF 14,700 underway 2019

Group(China)

Baosteel Zhanjiang

Baowu Iron and

Iron and Steel Co.,

Steel Group

Ltd.(湛江钢铁)

(China)

BOF

3,600

plan

2021

자료: OECD(2019), “Latest developments in steelmaking capacity,”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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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 주요 철강기업들은 정부주도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및 대
형화,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및 설비 현대화, 제품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철강산
업의 질적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한 기업으로는 보무강철그룹(China Baowu
Group)과 하북강철그룹(HBIS Group)이 대표적이다. 보무강철그룹은 2016
년 12월 보산강철 및 무한강철의 합병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2007년 세계 조
강생산량 5위, 10위에서 2018년에는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하북강
철그룹은 2008년 당산강철(Tangshan)과 한단강철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조강생산량 기준, 2007년 세계 8위에서 2018년 세계 4위로 성장하였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8년 조강생산순위 10위 기업 중 중국 소유의 기업은 5
개에 달한다.

표 4-8. 글로벌 철강업체의 생산순위 변화
(단위: 백만 톤)

2007년

2018년

순위

국가

생산량

순위

국가

생산량

1

Arcelor Mittal(룩)

116.40

1

Arcelor Mittal(룩)

96.42

2

Nippon Steel(일)

34.50

2

China Baowu Group(중)

67.43

3

JFE Steel(일)

33.80

3

NSSMC Group(일)

49.22

4

POSCO(한)

32.78

4

HBIS Group(중)

46.80

5

Baosteel Group(중)

28.58

5

POSCO(한)

42.86

6

Tata Steel Group(인)

26.52

6

Shagang Group(중)

40.66

7

Shagang Group(중)

22.89

7

Ansteel Group(중)

37.36

8

Tangshan(중)

22.75

8

JFE Steel(일)

29.15

9

US Steel(미)

20.54

9

Shougang Group(중)

27.34

10

Wuhan(중)

20.19

10

Tata Steel Group(인)

27.27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 Steel in Figures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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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들은 합병을 통한 양적 성장과 함께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활동
도 수행하고 있다.
보무강철은 합병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설비 및 노후설비를 폐쇄하고 상해,
무한, 남경, 담강 등에 분산된 생산기지를 집약화함과 동시에 인력 구조조정 등
을 시행하여 원가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95억 위안과 249억 위안으로 전년비 각각 55.9%와
109.1% 증가하였고15) 규소강판 판매량 세계 1위, 자동차강판 판매량은 세계
3위로 성장하였다.16) 동시에 제조 4.0시대 ‘글로벌 철강 리더’라는 비전 선포
를 통해 2025년까지 신경쟁우위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부문 재편, 스마
트제조, 플랫폼서비스 구축과 같은 주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9. 보무강철의 주요 전략(2020~25년)
비전

제조 4.0시대 ‘글로벌 철강 리더’
4대 사업부문으로 재편

사업부문
조정

- 철강: 탄소강, STS, 특수강 및 가공제품 생산 확대
- 서비스: 철강업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물류·가공·빅데이터·ICT 등 확대
- 금융: 철강산업 지원 관련 금융사업과 자본운영 사업(투자대출, M&A 등) 포함
- 부동산: 철강 구조조정 후 토지가치 제고,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신규 비즈니스 확대
일체양익(一體兩翼)17) 전략 추진

스마트전략 - 스마트 제조: 지멘스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4.0’ 스마트 제조모델 개발을 통해 추진
추진

- 플랫폼 서비스: IT 신기술과 보무강철그룹의 유관산업기반을 결합하여 철강유통시스템
을 개방형으로 구축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홈페이지, 『POSRI 이슈리포트』(2018.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온라인 자료(2018. 8. 14, 검색일: 2018. 8. 22).
16)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온라인 자료(2018. 4. 13, 검색일: 2018. 8. 22).
17) 철강을 본체로 하고 양 날개를 달아 도약을 꾀한다는 의미로, 2013년 ‘철강+ICT, 전자상거래’에서 최
근 ‘철강+스마트 제조, 플랫폼 서비스’로 전략 전환. 포스코경영연구원 홈페이지, 『POSRI 이슈리포
트』(2018.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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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보무강철의 일체양익 전략
일체(一體)

양익(兩翼)

친환경·고품질 제품의
스마트제조

●
●

<<

실행전략

●

스마트팩토리

양익(兩翼)

철강

ICT

철강 생태계 플랫폼 서비스

원가, 품질경쟁력
양적 시장 영향력
고급강시장 지배력

금융

유통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마트 마케팅
가공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홈페이지, 『POSRI 이슈리포트』(2018.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4) 재인용 작성.

하북강철은 합병 이후 과도한 양적확대 전략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경쟁사
대비 낮은 영업이익률 등의 문제를 질적고도화 전략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비 합리화를 통해 노후설비를 폐쇄하고 제품·서비스를 고도
화하며 자원, 시장, 제조의 현지화를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함과 동시
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프리미엄 및 전략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과 인력을 확대하고 핵심전략고객에 대한 직접공급 비중을 늘리는 등 수익
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질적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표 4-10. 하북강철의 주요 전략

설비합리화

∙ 내륙지역 노후설비 폐쇄
∙ 러팅기지에 임해제철소 건설
∙ 산학 연계 R&D 플랫폼 구축
- 2016년 하북-동북대학산업기술연구원 설립(중국 최초의 산학협동 철강기술 연구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발 플랫폼)
- 호주 퀸즐랜드대학과 ‘지속가능한 철강혁신센터’ 설립
∙ 고객 서비스 강화
- 그룹차원의 고객서비스센터 설립
- 전략고객과의 지분합작(하이얼, 하이얼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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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 남아공: 현지 원료 및 시장 활용
- IDC와 합작으로 일관밀 건설
∙ 유럽: 유통망 확보 및 제조의 현지화
- 스위스 Duferco(2015), 세르비아 Smederevo(2016) 인수

글로벌화

∙ 동남아: 동남아 지역에 가공 및 배송 네트워크 구축
- 기술인력 및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라오스 국영 기업(Lao Iron and Steel Company)
의 지분확보
∙ 기존 철강부문에 속해 있던 기능을 수익사업으로 별도 분리 및 육성
사업다각화

- 가스 전문업체, 설비제조/유통/물류/구매 자회사의 대형화, legacy cost 부문을 수
익부문으로 전환, 잉여인력의 비철강부문 재배치 등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홈페이지, 『POSRI 이슈리포트』(2017. 9.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향후에도 중국 철강기업의 질적 고도화 전략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수강, STS강 등과 같은 고기능성·고부가가치 강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로 신수요산업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산품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방식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확대로 안전도를 포함한 품질 수준을 향상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뿐만 아니라 유통 및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
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
국 로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1.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포함)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추세
●
●
●
●

특성 변화 방향
- 고기능성·고부가가치 강재(특수강, STS강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연구개발 관련 투자 증가
- 유통,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구조조정으로 개별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 산학협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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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철강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은 철강산업의 과잉공급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제품경쟁력 고
도화, 제조 공정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해오고 있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수자원에너지 소모량, 이
산화황 배출량 및 종합에너지 소모량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연해산업단지 건
설 투자로 ‘북중남경(北重南輕)’ 산업구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고급강재의 자
급률, 산업집중도 제고, 연구개발 비중확대 등의 목표달성에 실패하였고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은 심화되었으며 중·대형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또한 잉여 물량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으로 통상마찰이 확
대되는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해소와 선진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를 목표로 ‘13차 5개년 규획’ 등에서 철강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6~17년 동안 총 1억 2,000만 톤
의 설비폐쇄와 2017년 유도로 설비를 폐쇄조치 하였고, 2018년에는 3,000만
톤의 설비 추가도태를 추진하여, 총 1억 5,000만 톤의 설비폐쇄를 목표로 하였
다. 이를 위해 3~4개의 8,000만 톤 이상 기업집단과 5~8개의 4,000만 톤 이
상 기업집단으로 구성된 중점관리기업의 시장집중도를 2025년까지 60~70%
수준으로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였다.18) 또한 스테인리스강 등의 특수강 분야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과 품질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첨단 강
종 개발은 고기능 선박, 기계, 해양장비, 철로, 전력, 항공우주, 기계 등과 같이
향후 유망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
강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철스크랩 배송시스템과 같은 자원순환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18) 중국 국무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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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철강공급 부문에서 스마트제조를 확산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데도 노
력하고 있다. 국가급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철강제조기업과 관련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유통상 사이의 기업간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은 업체별로 공장단위 또는 통합적 스마트화 추
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 부문이었던 유통 분야를 개선
하기 위해서 원스톱 철강 유통시스템과 같은 철강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19)

표 4-12.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 13차 5개년 규획 비교
구분

12.5규획

13.5규획

- 단위공업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모율과 이 - 에너지소모율 10% 이상 감축
에너지
절감과
배기가스
감축

산화탄소 배출량을 18% 감축
- 톤당 종합 에너지소모량 580kg 이하
3

- 톤당 종합 에너지 소모량 560kg 이하
- 톤당 수자원소모량 3.2m3 이하

- 톤당 수자원소모량 4m 이하

- 톤당 이상화황 배출량 0.68kg 이하

- 톤당 이산화황 배출량 1kg 이하

- 강재제련 후 잔여물 종합 이용률 90%

- 톤당 산화물 수요량 7% 이하

이상

-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 97% 이상
- 국산화율 90% 이상(고강도 고인성 자
동차용강, 아연도금강 등)
- 고부가가치 제품 자급률 80% 달성(선
제품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

박용 내부식강, 저온 압력용기용 강판,
고속철도용 차축강, 고압강관 등)
- 중점철강기업이 완전한 기술혁신 체제를
갖추도록 함
- 녹색 저탄제련, 자원종합이용 등 자주적
인 공정혁신 달성을 통해 생산성과 에너
지 절감을 위한 공공핵심기술 전파

- 영업수익 대비 연구개발 비중 1.5% 이상
- 구조용 강재가 건축용 강재에서 차지하
는 비율 25% 이상
-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
련기술, 에너지 절약형·고효율 압연기
술, 전 공정 품질검측, 예보 및 진단 기
술, 철강생산 공정 스마트 제어기술, 고
급장비용 철강기술 등 확보
- 국가급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19) 조 철 외(2018),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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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구분

12.5규획

13.5규획

- 생산설비 과잉지역의 투자 억제
산업배치 및
산업집중도

- ‘北钢南运(북강남운)’ 문제 해결
- 제철기업 수 감축
- 10대 기업의 총생산량이 48.6%에서 60%
로 늘어나도록 구조조정 단행

- 조강생산능력 10억 톤 이하(순 생산능
력 1억~1억 5천만 톤 감소
- 생산이용률 80%
- 산업집중도 60%
- 강철 스마트 제조 시범기지 10개
- 1인당 연간 노동생산성 1,000톤 이상
- 철강산업 내 자원에너지 회수이용 수준

- 철강산업 원자재 공급체계 구축(철광석,
자원확보

석탄 등)

제고
- 고체 폐기물 재활용 강화 및 폐수 재활

- 해외 철광석 생산량을 1억 톤 이상으로

용 기술 보급
- 철스크랩 가공배송 체계 구축

늘림

- 스마트 광산 육성
자료: 이고은(2014), KIEP 북경사무소(20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 각 지역에서도 과잉생산 억제와 에너지 효율 향상, 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대형화 및 제품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는
허베이, 산둥 및 한국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장쑤와 랴오닝의 주요 정책 및
생산 기업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주요 지역의 철강산업 정책과 주요 기업
지역

주요 정책

주요 기업
허베이철강그룹,

‘224전략’
허베이

2개 감축(과잉생산설비, 업체수)
2개 감소(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4개 향상(산업집중도, 구조 고도화)

진서(津西)철강그룹,

형태(邢台)철강,

허베이문풍(文丰)철강, 중강(中钢)그룹, 보양(普阳)철강,
신금(新金)철강, 서풍(瑞丰)철강, 경업(敬业)철강, 연산
(燕山)철강, 형태덕룡(邢台德龙), 항륙(港陆)철강, 유화
(裕华)철강, 국풍(国丰)철강, 안풍(安丰)철강, 구강(九江)
선재, 전진(前进)철강, 문풍(文丰)철강, 동해(东海)철강,
굉흥(宏兴)철강, 당산덕룡(唐山德龙), 천주(天柱)철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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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지역

주요 정책

주요 기업
상하이보강(steel group), 남강그룹, 홍등(兴澄)특수강,

‘134’ 산업구조 개편
장쑤

5천만톤 이상 대형 철강업체 1개,
2천만톤 이상 대형 철강업체 3개,
특화 철강업체그룹 4개

중천(中天)철강그룹, 영강(永钢)

장쑤 사강(沙钢)그룹,

그룹, 연해(沿海)철강그룹, 서강(徐钢)그룹, 천공(天工)
그룹, 대원(大垣)그룹, FASTEN그룹, 흥달(兴达) 강연
선, 판위주강(番禺珠江)유한공사 등

‘4감 4증(오염원 감소)’
산둥

‘3상3압(구조조정 원칙)’

산둥철강, 제남철강 등이 있으며, 청도, 일조 선진 철강

4대 신산업 단지 전략(현대물류,

제조산업 기지, 내무시 우등강 생산기지, 임기시 첨단 스

신소재, 첨단장비 스마트제조,

테인리스강 산업기지, 비성시 특수강 산업기지 구축 추진

과학기술서비스혁신)
랴오닝

18개 철강기업의 총 602만 톤
생산능력 감축(’16)

안산철강, 번시철강, 동베이특강, 링위엔철강, 안산철강그
룹 차오양 철강회사
태강(太钢)그룹, 입항(立恒)철강, 중양(中阳)철강, 복성

산시
(山西)

구조조정, 혁신추진, 녹색발전,

(福盛)철강, 고의(高义)철강, 건룡(建龙)철강(해흠(海鑫)

품질향상(산시성 철강산업

철강 합병), 건방(建邦)그룹, 산시(山西) 건룡철강, 수강

구조조정기금, ’18.1)

장치강철(首钢长钢), 해신(海鑫)철강, 리헝철강(立恒钢
铁) 등

텐진

철강산업 규범조건(2017), 에너지 천관(天管)그룹, 천강(天钢)그룹, 야금(冶金)그룹, 안강
절약 및 에너지 재활용률 제고

(鞍钢)천철(天铁)그룹 등

자료: 조 철 외(2018), p. 182.

표 4-14.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주요 내용

기존 산업구조

생산설비 감축, 산업집중도 및

고도화

노동생산성 강화

생산방식의 변화
핵심 신산업 분야

산업혁신 플랫폼 도입으로 신강종
개발 및 유통부문 경쟁력 강화

전망
저효율 설비 폐쇄가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 기업의 대형화가
지속되는 추세
스마트화 추진 가능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에너지 효율성

첨단/고부가철강 관련 기술이 경쟁국

증진, 자원 재활용성 강화 등을 추진

대비 빠르게 성장 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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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중국의 세계 철강시장 수출점유율은 2010년 8.3%에서 증가해 2015년에는
15.5%까지 확대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철강수출 감소로 2018년에는 12.2%
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1위 철강 수출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
면 한국의 대세계 철강재 수출 점유율은 2010년 이래로 큰 폭의 변화 없이 5%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물량 기준으로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를 나
타낸다.

표 4-15. 한·중 철강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8.3

9.3

9.8

10.7

13.8

15.5

14.8

12.1

12.2

한국

5.4

5.6

5.8

5.4

5.8

5.9

5.9

5.9

5.8

주: HS 7201~7306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세계시장에서 철강 수출경쟁력 비교를 위해 1차철강제품(HS Code 7201~
7301)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를 도출한 결과, 중국은 0.412,
한국은 0.222(2018년 기준)로 두 나라 모두 대세계 철강 수출에 있어 수출특
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10년 0.152에서 2015년
0.5까지 상승하다 최근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수출경쟁력에 있어 한국 대
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철강산업은 2011년에 수입특화
에서 수출특화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비중을 확대하며 수출경
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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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한·중 철강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152

0.258

0.327

0.372

0.488

0.500

0.472

0.385

0.412

한국

-0.037

0.014

0.065

0.070

0.083

0.148

0.151

0.186

0.222

주: HS 7201~7306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한국 철강산업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과거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 대중국 철강무역 적자는 54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가 최근 적
자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자폭 감소는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
축소가 주요 요인으로, 대중국 수입금액은 2014년 94억 달러에서 2018년 62억
달러로 30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다. 대중국 철강교역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
지수는 2018년 –0.259로 수입특화를 보이며 2014년 수치(–0.400)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한국 철강산업의 대중국 교역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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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입

주: HS 7201~7306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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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한국 철강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무역수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766 -4,790 -4,330 -3,536 -5,391 -4,166 -3,603 -3,974 -2,547

무역특화지수 -0.259 -0.347 -0.366 -0.317 -0.400 -0.394 -0.350 -0.356 -0.259
주: HS 7201~7306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한국 철강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비하여 상당히 열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건설용 강재 등 저기술 품목의 경우 그 정도가 더 높은 상황
이다. 향후에는 중국 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과잉 축소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스템 도입,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
한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격차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원료 공
급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중국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은 일반강재의 경우
다소 우위를 보유하며 고급강 및 특수강은 2∼3년 정도 격차를 지닌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고급재 관련 신제품 개발능력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술
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재에서도 생산기술, 품질의 편차나 불량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의 품질과 기술발전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 특성상, 고급강 및 특수강 분야의 격차는 당분간
1∼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기술이 성숙화
되면서 각국의 기술이 프론티어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현
재 기술의 실질적 차이는 미미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프
리미엄 강재에서도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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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있는 품질경쟁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축적되는데 이
러한 품질경쟁력 역시 향후에 중국기업들이 빠르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중국 철강기업들은 대내·외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등의 선진기술과 장비를 적극 흡수하는 공격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에는 한·중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격차가 1년 미
만이거나 한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인구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철강
신수요산업의 등장과 이에 대한 대응은 향후 철강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신수요에 대응하는 신강종의 선제적 개발
과 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제품의 신뢰성 및 납기경쟁력 제고, 수요자와 소통 강
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은 현재 정체기에 접어든 철강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신산업 대응 능력면에서 현재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에 비하여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정부의 지속적 친환경 정책에 따른 영향이 중국보다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또한 가속화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우위 유
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역시 13.5규획에서 제품구조 고
도화를 위한 공정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강철 스마트 제조 시범기지를 건설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주도의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철강기업 스스로도 질적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수요처
선점에서도 향후 한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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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신산업
대응

종합
경쟁력
평가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00

115

110

100

93

98

추이 및 전망
중국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당분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범용강재뿐만 아니라 일부 고기능성 강재에
대해서도 품질격차가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의 기술개발 활발히 추진

100

93

98

스마트 제조, 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기술력
제고를 위한 노력 활발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인구구조 변화 등의

100

95

100

수요산업 변화요구에 맞춰 제품구조 재편,
연구개발투자 확대 추진

가격경쟁력은

품질과

열위 지속, 품질

기술경쟁력에 있어

및 기술경쟁력

대등한 수준으로

격차는 감소

성장 예상

한국과 중국 철강재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 격차는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수요에
대응하는 신강종 선제개발, 공정 스마트화, 서비스
경쟁력 등이 향후 철강산업 경쟁력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중국과의 경쟁 국면은 자동차 및 가전용 냉연도금강판, 방향성 전기강
판과 같은 고급/기능성 강재, 고합금 및 고탄소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강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요인이 중요한 건축용강재 및 일반 저급
강재의 경우 이미 중국제품이 한국에 비하여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국면은 향후 5년 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특수 용도의 고기
능성 강재 및 고급 특수강 및 합금강 정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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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철강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현재

5년
이후

경쟁이 심한 부문

건축용 철강제품

판재류, 강관, 형강 등

일반 저급강재

일반강 전체

건축용 철강제품
일반저급강재
강관류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판재류(자동차 및 가전용)
고급/기능성 강재
특수강/합금강

일반강 전체

고기능성 강재

판재류(자동차 및 가전용)

고급 특수강/합금강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는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산업에 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 철강제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중국 철강산업이 규모의 경제(2019년 조강생산: 중국 93억
9,600만 톤, 한국 7,100만 톤)에 더해 지속적인 질적 수준 향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국향 수출 및 주요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수출은 중국 현지에 자동차 및 가전용 고급강재 공급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35개 법인)이며 대중국 철강수출 평균단가는 925달러이
나 중국산 철강수입 평균단가는 767달러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과 중국의 자
국제품과 경합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중국의 품질경쟁력이 향상한다면 우리
의 수출 역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내
철강수요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철강수출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
이 있다.
세계 철강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철강제품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기존 일본과 한국이 주도하던 고급 강재시장 일부를 중국산 제품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 5,000만 톤의 철강재를 수입하는 아세안 시장에서 이미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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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질적 성장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적지않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양국 철강 교역구조 및
중국 수요산업의 성장 등을 감안하면 중국 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일반강재 수요
가 많은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서 영향은 심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중국 영향력이 다시금 확대될 개
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시장은 건설용 강재, 차공정용 소재 등을 중심
으로 막대한 물량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상황이며, 2017~18년 중
국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질적 성장 및 과잉구조 지속 등 복
합적 요인으로 인해 재차 국내시장 교란과 함께 철강기업 생존을 위협할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세계 철강수요는 2021~25년 기간 연평균 1.2%로 성장세가 정체될 것
으로 예상20)되어 각국의 철강기업은 기존 고객과 거래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
께 신수요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에 신산업 분야에서
역시 중국과의 경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표 4-20.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현재
5년 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0

1

2

3

신산업 분야
4

5

0
0

1

2

3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20) 세계 철강수요는 2021~25년 기간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35년 동안은 0.9% 성
장하여 2035년 철강수요 규모가 약 18.5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DB(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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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바오우그룹 등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Jingye그룹의 BritishSteel 인수 등 해외진출 가속, 기술
혁신 및 스마트제조 등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시
장에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과 한국의 경쟁력 변화전망을 살펴본 결과, 첨단/고부가 품목군에
서 중국의 기술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중의 기술격차
가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은 당연히 국내 철강산업이 현재 우위에 놓여 있는 분야를 더욱 확대
하거나 중국과 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즉 고급재 기술의 우위를 유
지하고 품질 편차 등과 같이 중국이 쉽게 추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격차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사와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에 대한 지속적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거의 대등한 일반강재 같은 경우 국내시
장에서 수입재 대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강
산업의 친환경화 역시 중국도 상당히 진척 중이기에 우리 역시 친환경 제철기
술 개발로 환경규제와 신수요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고부가가치제품 확대, 혁신제품의 개발이 가장 중요할 것이지만 간과
할 수 없는 점은 생산물량면이나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일반 범용
강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서 자유
롭지 못한 상황이며 향후 예상되는 철강수요의 저성장 기조, 글로벌 통상분쟁
확대 등으로 인해 수급안정 달성이 일반 범용강 분야에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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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이미 철강수요의 저성장 기조를 경험하여 자국 내 설비합리화를
진행하였던 일본은 최근 다시 자국의 생산규모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공급 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수익성 악
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철강산업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
고 업계 공동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의 철강산업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는 미래 소재 수
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철강소재의 선제적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필요시 단기간에 제품구조 전환
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요구되는 미래 철강제품
에 대한 후보군을 발굴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관련 지원정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R&D가 민관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다수 철강사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므로, 철강산
업에 대한 R&D 예산 및 중견·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
된다.
중국 철강기업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술 수준이 거의 대등해
질 경우 우리가 현재 강점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안정성, 신뢰성, 납기경쟁력 등
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공정혁신
과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기술의 적극 개발, 고체폐기물 및 폐수의 재
자원화와 같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제조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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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
는 가격경쟁력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한편 우리 철강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도태되는 것이 산업의
건전성 증대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수입 급증으로 인해 산업이 심각하게 피
해를 입을 경우 국내 철강산업이 미래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기 위한 기회를 마
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중국산 등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시장
을 안정화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안전지향 표준 강화 등의 적극적인 통
상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21.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정부정책
- 신수요 선점을 위한 미래철강제품 후보군 발굴

- 미래 소재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철강소재 선제
개발
- 공정혁신·효율화를 통한 유연생산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지원
-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 구
축 지원

- 수요업체와 연계 강화

- 맞춤형 소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률 제고

- 유통 및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개발 지원
- 고체폐기물 및 폐수 재활용 시설 관련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
다.21) 우선 철강 수요산업과 동반진출을 통한 수요처 확보와 첨단 금속소재에
대한 선제적 제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즉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수요산업과 연계를 모색하고, 현지 유통 네트워크 확충과 국내 대기업과
중소 철강 업체 및 금속부품·기계 업체의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21) 조 철 외(2016)의 주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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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중국의 에너지 개발, 발전 플랜트 부문은 성장성이 높은 반면 고기능성
형강, 고강도합금, 유정용 강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서 철강 수요업체와 연계하여 대중국 수출확대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재공급업체와 해외동반 진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체
가 해외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부터 소재공급업체와 정보를 사전 공유하
고 공동진출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 강종의 발굴로 중국시장을 공략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품은 단기간 내 중국이 생산하기 불가능하거나 생
산 규모가 크지 않은 니치마켓형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용 극
박물재, 특수기계구조용강 등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고급재 등이 여기에 해당
될 수 있다.

표 4-22. 철강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중국 수요업체와 연계 강화

- 철강기업과 관련 소재/부품 기업 동반진출 지원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강재 개발

- 한·중 철강산업의 품목별 시장·경쟁력 분석 상시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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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은 다양한 전방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평가된다. 중국도 석유화학산업이 전
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제조업 및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와 더불어 중국 석유화학산업도 연간 10% 이상
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이후 ‘12·5’ 시기에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완
화되는 신창타이(新常態) 기간으로 전환되며 중국 석유화학산업도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완만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동 기간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연평균 9% 증가하며 농약 및 비료, 타이어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세
계 1위 생산규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
주요 생산지는 전국적으로 산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후 ‘12·5’ 기간 동안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에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주요 제품별로 생산기
지가 집적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환보하이 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고 윈난성, 구이저
우성, 후베이성에 인산비료, 칭하이성과 신장자치구에는 칼륨비료 생산단지가
설립되었다. 생산단지가 규모화되는 동시에 기존 환경부담이 큰 범용제품 중심
생산구조에서 친환경, 고부가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
다. 이로 인해 고독성(高毒性) 농약 생산량 비중은 2%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고
기능성 인산복합비료의 생산 비중은 9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 기업의 성과변화
는 [표 5-1]과 같이 정리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 기업은 1,000여 개 이상
감소하며 기업합병, 한계기업 정리와 같은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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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화학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기업당 자본규모와 이
윤은 증가한 반면, 기업당 매출과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기업당 매출이 감소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증가한 것은 규모화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매출 감
소효과보다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노동생산성의 대리 지표인 근로
자 1인당 매출액과 이윤은 각각 연평균 4.5%, 13.4% 증가하며 동 기간 노동생
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 기업 성과 변화 추이
(단위: 개, 억 위안, 천 위안, %)

구분

2015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기업 수

25,262

23,513

-2.4%

기업당 자본규모

2.9

3.2

3.5%

기업당 매출

3.3

3.1

-2.5%

기업당 이윤

0.2

0.2

5.8%

기업당 고용규모

194.8

158.2

-6.7%

근로자 1인당 매출액

1,698

1,937

4.5%

근로자 1인당 이윤

95

138

13.4%

주: 기업당 단위는 억 위안, 근로자 단위는 천 위안.
자료: 중국 통계국,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20. 1. 9).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점진적 구조조정에 따른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지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한편 고부가 신소재 및 신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중소형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석탄을 원료로 올레핀을 추출하는 CTO(Coal to
Olefin) 공법을 개발하여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 공급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며 해마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폭은 공급 증가폭을 상회하는 추세이다. 석유화학제품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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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서 내수규모가 생산규모보다 큰 초과수요 상황을 보이고 있다(그림 5-1
참고). 유도품 중에서 가장 높은 자급률을 기록 중인 합섬원료는 일부 품목(테
레프탈산(TPA) 등)에서 완전 자급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자급률은 83%에 불과하고 약 1,000만 톤가량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이
다. 유도품 중 최대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합성수지의 경우 2017년에
2,000만 톤가량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였다. 점진적으로 중국 합성수지 시장에
서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초과수요 규모는 2013년
의 초과수요 규모인 1.5천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한
국을 비롯한 해외산 합성수지의 수입수요가 점증하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
다. 유도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렌의 초과수요 규모도 2013년보다 오
히려 확대되었고 자급률 자체도 소폭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동 기간
한국산 에틸렌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1. 중국 석유화학 주요 제품별 수급 변화 추이
<에틸렌>

<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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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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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3 년

89.2
89.0

0.0

내수

78.0

75.0

20.0

생산

84.0
82.0
80.0
78.0
76.0
74.0
72.0
70.0
68.0
66.0

83.2
55.1
45.8

32.0
72.9

10.0
0.0
2013 년
생산

8.0
7.0
6.0
5.0
4.0
3.0
2.0
1.0
0.0

내수

자급률

81.1
6.3

80.5
2013 년

자급률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7.1

5.8

5.1

2017 년
내수

2017 년

<합성고무>

50.0
43.8

76.0

2013 년

<합섬원료>

30.0

77.0

77.5

자급률

60.0
40.0

79.0

63.0

2017 년

생산

80.0

83.8

81.3

40.0
20.0

81.0

81.0

80.0
60.0

82.0

103.4

생산

2017 년
내수

자급률

주: 좌측 단위는 백만 톤, 우측 단위는 %.
자료: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2018). 2017년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통계.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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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산업 전체적으로는 화학비료, 농약 등 전통적 정밀화학제품을 포
함하는 기타 화학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석유화학의 비중은 2000년대까지
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합성수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
다. 2001년 합성수지의 생산 비중은 10.3%였으나 2017년 현재는 29%까지
증가한 반면 합성고무와 에틸렌 제품의 생산 비중은 각각 1.0%, 2.4% 증가하
는 데 머무르고 있다. 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정밀화학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규모도 점차 감소
하여 중국 화학제품 생산 규모는 2015년에 3.2억 톤까지 증가한 후 2017년에
는 2.9억 톤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석유화학제품 생산 규모는 점증하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8%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제품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11.7%로 점증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2. 중국 석유화학 주요 제품별 생산 변화 추이
<품목별 화학제품 생산추세>

<품목별 석유화학제품 생산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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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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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는 백만 톤.
자료: 중국 통계국,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20. 1. 9).

대규모 내수시장 내 석유화학과 관련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화학시장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석유화학 최종재
뿐만 아니라 중간재도 포함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2018년 현재 전 세계 플라스
틱 수입액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11.8%로 가장 높다. 또한 동일 시점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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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틸렌 수입액 중 중국의 비중은 35%를 차지하고 있다.22) 2018년 현재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석유화학제품은 플라스틱 제품군으로 중국 전체
수입액 중 3.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전체 4위 수준이다. 그 뒤로
기초화학제품군에 속하는 유기화학물의 비중도 2.4%로 높은 편이며 금액 기준
으로도 전체 10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밖에도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통
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화학비료와 염료 등의 수입규모도 7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8년

2015년

2012년

수입액 비중 순위 수입액 비중 순위 수입액

비중 순위

39 Plastics & articles thereof 79,900 3.2

4

65,837 2.9

7

55,224 2.7

8

29

59,771 2.4

10

42,684 1.9

13

40,433 2.0

12

18,128 0.7

27

13,224 0.6

33

10,981 0.5

34

7,777

0.3

42

6,302

0.3

44

5,472

0.3

44

7,027

0.3

43

10,878 0.5

37

7,252

0.4

39

38

Organic chemicals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Tanning or dyeing

32

extracts, coloring matter,
paints, putty, inks

31

Fertilizers

주: 비중은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검색일: 2020. 1. 9).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와 구조조정,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인수, 합병, 지분투자 등)을 통해 공급역량을 확충해왔다. 그 결과 일
부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
세이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 중에서 중국산 비중은
12.5%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산 플라스틱 제품의 전
세계 수출액 점유율이 5%에서 횡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산 플라스틱
22)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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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code 3926)’의 수출 비중이 24.3%로 가장 높
으며, ‘포장재용 플라스틱(HS code 3923)’과 ‘주방용, 가정용 플라스틱(HS
code 3924)’의 비중도 각각 1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시설을 집적함으로써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영 석
유화학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들의 투자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며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 기반 나프타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설비는 저장성을 중심으로 동남권에 집
적한 반면, 석탄 기반 CTO 생산설비는 서북부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원료 다변
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 내수 및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범용제품의 생산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높
이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도시화
가 급속히 진전되고 석유화학 생산지가 집적됨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유발
하는 점원, 비점원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석유화학
생산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내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소
득이 증가하며 소비 수준도 향상되는 모습이 석유화학과 관련된 제품 수요에도
반영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인프라 및 도시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 수
요가 증가하면서 건축용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역시 급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소비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식품, 가전, 의류, 차량 등 소비재에 사용되는 석
유화학제품에 대한 니즈도 고기능성,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
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생산공정 역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통 소재(목재, 세라믹, 금속 등)가 화학소재로 대체되며 고부가제품
수요 이외에 전통 화학소재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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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모 기준으로 이미 세계 1위를 달성한 일부 전통 화학제품(비료, 농약,
타이어 등)을 제외하고도 플라스틱 최종재(포장재, 가정용 제품)를 비롯한 합성
수지 제품과 합성 고무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합성고무 분야에서 피렐리(Pirelli), 금호타이어 등 선진기업의 인수, 합
병을 통해 선진기술을 확보한 중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석유
화학시장 내 초과 공급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내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화학제품 수입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다만 최근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 등 중국 내 환경부담을 증가시키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
제나 비관세장벽이 적용될 경우에 화학제품 수입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전방산업에서 요구하는 석유화학 핵심 중간재의 물성이 점차
고급화되면서 고부가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의 수입규모는 현재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생산과 수출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내수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친환경, 고기능성, 편리
성)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경제성장률이 6% 내외로 안정
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내수 증가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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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특성 변화
- 생산시설 집적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보(국영 유화사, 글로벌 메이저사에 의한 대규모

생산

신증설)
- 수요 변화 대응 고부가가치화
- 환경오염 저감형 생산구조 전환 및 공정 안전성 확보

내수
수출
수입

-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
- 전통 소재의 화학소재 대체 수요 증가
- 유도품 중심 수출 증가(플라스틱 최종재, 타이어 등)
- 고부가 핵심원료 수입 증가
- 초과 수요 대응 화학제품 수입 증가세 체감(자급률 상승)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중국 내 석유화학 수요제품(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건설기자재 등)이
요구하는 물성이 향상되고, 세계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 석유화학 중간재 내수
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만 투자 후 생산시설의 상업적
운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
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산 범용제품의 수출규모 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주변 참여국 화학시장으로
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산 석유화학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것이다. 다만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COTO 기반 석유화학제품과 미국
셰일가스 기반 화학제품의 수출규모에 따라 중국산 수출규모 확대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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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생산

▲

내수

△

원인
- 수요 대응 생산규모 확장 가속화
-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
- 경제성장률 체감에 따른 내수 증가세 둔화
- 전방산업과의 연결성 강화에 따른 신소재 수요 증가

수출

△

- 해외시장 진출
- 유도품 중심 수출 증가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수요 확대에 대응해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
다. 2015년부터 신창타이 체제로 전환되며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세는 안
정화되는 동시에 급속한 양적 팽창시기에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구조 고도화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이슈
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2019년 3월 장쑤성 옌청시 화학공단 폭발사고로 인해
일차적 폭발 피해뿐만 아니라 옌청시 주변지역에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품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
은 센서 등을 활용한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
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유화학 생산단지를 인구밀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위치한 생산기지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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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쑤성, 저장성 등 동남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23)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생산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투
자 유치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으로 오염물질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을 시행
하며 유해물질을 사용 및 유통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생산 및
영업이 중지되는 처벌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 국내 화평법이 2015년부터 시
행된 점과 비교할 때,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선제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석유화학제품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정안정성, 생산효율성, 수요적시대
응성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중국 타
이어 회사인 더블스타타이어가 칭다오에 설립한 자동화 타이어 공장은 무인 자
동화 기계를 중심으로 생산공정이 설계하여 기존 공장에 비해 인건비 감소, 불
량률 저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24)
이상 언급한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연
계하여 석유화학 가치사슬 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개선하는 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3) RE100 캠페인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
력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Apple, BMW, GM, Google, IKEA, TATA 등 글로벌 선
도기업이 이 캠페인을 수용하면서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중간재에도 RE100을 핵심 물성으로 요
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24) 「중국 더블스타 타이어 청도 공장을 가다」(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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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기술 혁신

●

공정 안전성

●

친환경

●

스마트 제조

○

해외시장 진출

○

특성 변화 방향
- 석유화학 신제품, 신공정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스마트 제조와 연계하여 석유화학 가치사슬 효율성 업그레이드
- 인구밀집지역 내 석유화학 생산단지 이전
- 공정안전성 확보, 재해방지능력 강화
-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생산공정 도입
- 유해물질 대체재 개발 및 오염물질 관리 강화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을 통한 스마트 제조시스템 구축
- 사업서비스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해외 자원 개발 및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석유화학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13·5’ 계획 중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연평균 성장
률을 2020년까지 8%로 안정화하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4.9%까지 상승하
는 발전 지표를 수립했다. 연평균 성장률 8%는 지난 계획(12·5)에 비해서 낮아
졌으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으로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
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지난 계획보다 상승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화학산업 내 신소재 개발능력을 향상
시키고 신제품, 친환경 제품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소재 개발능력을 현행 63%에서 2020년 82%까지 증가시키고 친환경 농약
생산량과 비료 신제품 생산 비중을 지금보다 증가시키는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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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영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현재보다 20% 이상 증액
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공정안정성 및 친환경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13·5 계획에서는 물사용량, 에
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0년까지 각각 현재보
다 10% 이상씩 저감하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석유화학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통합 실현기업 비율
은 현재 21.2%에서 202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발전 지표를 설정했다.

표 5-6. ‘13·5’ 기간 석유화학 발전의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산업발전

구조조정

친환경발전

양화 융합

지표

2015년

2020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9.4

8.0

매출액 순이익률

4.6

4.9

화학산업 신소재 개발능력

63.0

82.0

친환경 농약 생산량 비중

60.0

70.0

비료 신제품 비중

10.0

30.0

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 저감비율

-

23.0

GDP 1만 위안당 에너지 저감비율

-

18.0

GDP 1만 위안당 탄소배출 저감비율

-

18.0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 저감비율

-

10.0

암모니아 질소 배출총량 저감비율

-

10.0

이산화유황 배출총량 저감비율

-

15.0

질소산화물 배출총량 저감비율

-

15.0

정보화 통합 실현기업 비율

21.2

35.0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16), 「次世代 情報技術 産業 計劃(2016~2020)」, p. 7.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신산업정책은 혁신주도 발전, 전통업종 전환, 신소재
개발, 스마트 제조,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국제 협업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혁신주도 발전정책은 중국 석유화학기업이 산업 혁신을 주도
하는 시장중심형 정책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신제품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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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수요와 매칭하는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기업과 전방기업 간 수평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
트림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및 신제품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혁신적 제품이 수요와 연계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데까지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와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이
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업종을 전환하는 정책은 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적 범용제품의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내 과잉 공급을 억제하는 대신 친환경, 고효율 공정으로 업
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 업그레이드는 대규모 자본 투
자가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우선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소재 개발 정책은 시장 구조조정 정책과 연결
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기존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
격경쟁력 우위 범용제품 분야에서 벗어나 고기능화,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는 제
품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 고기능성 섬유, 기능성 분리막, 공정화학소재, 바이오 소재 등이 해당된
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중국 석유화학기업은 전방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수요산업이 원하는 물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석유화학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 정
책은 석유화학제품 공급망 내 스마트 협업체계를 도입하여 수급상황을 전체적
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치사슬의 최적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수요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스마트 협업체계
를 도입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 석유화학 업스트림 분야라고 판단되어, 기초유
분 및 중간원료 부분을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고도화되어 화학물질
생산부터 수입,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범이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연관된 국가들과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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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를 통한 석유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대일로는 중국 석탄화학과 연관성이 높
기 때문에 환경오염 저감기술이 실제 적용되면 석탄화학 생산기지의 집적, 신
시장 개척 및 진출이 현재보다 진척될 것이다.

표 5-7.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혁신주도 발전

주요 내용
- 석유화학 기업이 혁신을 주도
- 혁신 플랫폼 중심 수평적 협업체계 구축

전망
- 다운스트림 제품군 내 아이디어
제품 출시 촉진

-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전통제품 과잉공
전통업종 전환

급 억제

- 대기업 중심 공정 업그레이드 추진

- 친환경, 고효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
- 고기능화, 프리미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섬유, 기능 - 전방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증진
성 분리막, 공정화학소재, 바이오소재

스마트 제조
국제수준
안전관리
국제 협업

- 공급망 내 스마트 협업체계 도입
- 실시간 수급조절을 통한 최적화
- 화학물질 및 생산/유통공정 안전관리 규범
강화

- 대기업 중심으로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정부 주도로 강력한 규제정책 도입

-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한 글로벌 공급 - 일대일로 기반 석탄화학 연계사업
망 구축

확대

자료: 工业和信息化部(2016), 「次世代 情報技術 産業 計劃(2016~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에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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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내수시장 규모, 전후방산업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도 상이한 특징이 있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원료인 나프타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
출중심형 산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단일 수입시장을 보
유하고 있고 나프타 이외에도 석탄 등 다양한 원료를 바탕으로 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무역경쟁력을 측정하는 현
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도 상이한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특정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내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
는 기존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단점인 수출 혹은 수입액만을 고려한 점을 보완하
여 순수출 개념을 도입해 도출했다.25) 또한 석유화학제품의 범위가 넓기 때문
에 대표적인 제품인 에틸렌(HS code 290121)과 플라스틱 제품군(HS code
39)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의 제품별 현시비교우위지수 변화를 측정했다.
대표적 기초유분이면서 석유화학 유도품 생산에 핵심 중간재로 사용되는
에틸렌 시장에서 지난 20년간 한국은 높은 수준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온 것
으로 확인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제품이 자국산에 비
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
면 주요 유도품인 플라스틱 시장에서 한국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수출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수
입경쟁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플라스틱이 중국의 최대 석유화
학 수출품이고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최근 고도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25)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다음과 같다;  
. 이때 RXA와

RMA는 각각 수출과 수입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의미한다. 이때 현시비교우위지수가 0보다 크면
국산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있고 0보다 작으면 수입제품이 자국산 제품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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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8. 한·중 석유화학 주요 제품별 현시비교우위지수 변화 추이
에틸렌

연도

플라스틱

한국

중국

한국

중국

2010

2.27

-1.49

0.89

-0.71

2012

5.32

-2.15

1.00

-0.37

2014

3.21

-2.48

1.07

-0.30

2016

3.30

-2.53

0.91

-0.25

2018

3.29

-3.07

1.02

-0.11

자료: 저자 작성.

표 5-9. 한·중 석유화학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에틸렌
플라스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61

0.18

0.00

0.00

0.01

0.00

0.16

0.09

0.01

한국

10.74

13.54 18.30

18.77

14.31 11.33

13.15

13.58 12.71

중국

7.21

8.11

9.92

10.41

10.90 12.14

11.56

11.77 12.42

한국

4.98

4.95

5.10

5.25

5.20

5.13

5.29

5.21

5.4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8).

한·중 석유화학산업의 대표 제품인 에틸렌과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하면 앞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0보다 큰 수준을 유지하며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같은 기간에 중국 석유화학산업 중 플라스틱제품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며 수출경쟁력을 점차 확보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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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한·중 석유화학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구분
에틸렌
플라스틱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0.075

-0.089

-0.119

-0.137

-0.139

-0.129

-0.140

-0.170

한국

0.031

0.047

0.071

0.074

0.046

0.034

0.047

0.054

중국

-0.030

-0.022

-0.013

-0.009

-0.007

0.000

0.001

0.001

한국

0.014

0.015

0.016

0.017

0.017

0.017

0.016

0.017

자료: 산업연구원 ISTANS(2019), 무역특화지수(검색일: 2019. 12. 18).

한국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50% 수준을 유지해 왔고 합성수
지와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균 18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2015년부터 중국이
신창타이로 접어들며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대중
국 무역특화지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0.84를 기록하며 수출경쟁력을 지속적
으로 확보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1.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역특화지수

0.843

0.810

0.833

0.849

0.836

0.855

0.860

0.858

0.834

무역수지

15,648 19,648 20,004 21,724 20,318 15,565 15,373 18,683 19,495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 품목별 수출입자료(검색일: 2019. 12. 15).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최근 5년간 글로벌 석유화학시장은 큰 호황기를 맞이했고 한국과 중국 석유
화학사들은 높은 수익성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유화사들은 생산설비 확
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했으며, 동시에 수익성이 악화된 정유사들도

208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석유화학 업스트림 분야에 진입하면서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공급과잉 우려 속에서도 중국은 한국보다 큰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생산시설 대부분이 나프타 혹은 가스 혼용 분해센터에 집중되
어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비해 중국은 나프타뿐만 아니라 석탄 및 에탄
기반 분해센터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성이
낮은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
를 점유할 수 있고 공급과잉 시황 속에서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품질,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도 중국 민간부문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전통업종
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범용제품군뿐만 아니라 고부가제품군에서도 격차
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분야의 신산업 부문은 수요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한
국과 중국 양국 모두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정의한 수요산업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석유화학산업의 신산업도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3D프린팅 등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 현재 한국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LG화학), 기능성 분리막(롯데케미칼), 태양광(한화케미칼) 등 신산업 분야에
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세
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
업 분야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데 한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한·중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향후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 범용제품군 내 격차는 무차별적으로
변화하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 분야를 포함하는 고부가제품군에서는 한·중 간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
소될 것이다.

제5장 석유화학산업 • 209

표 5-12.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가격경쟁력

100

중국
현재

5년 후

110

120

추이 및 전망
-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
- 원료 다변화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 공급과잉 여부 중요 이슈 대두
- 전통업종 전환 가속화

품질경쟁력

100

85

90

기술경쟁력

100

90

95

-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산업 대응

100

80

90

- 내수 기반 초기시장 창출에 유리

종합 경쟁력

품질 및 고부가가치

안정적 공급 능력,
제품군 우위

- 고부가제품군 내 품질 격차 축소

탄탄한 내수 기반, - 범용제품군 내 중국 우위
지속적인 투자확대 - 고부가제품군 내 격차 축소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현재 국산 석유화학제품 중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부문에서 대중국 경쟁우
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범용 유도품,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제
품군에서 국산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5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변화를 고려할 때, 5년 이후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은 범용 석유화학제품군에서 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석유화학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업스
트림 분야는 원료 다변화를 통한 생산설비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다운스
트림 분야는 ICT 중간재(배터리, 공정화학물), 바이오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등을 미래성장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다운스트림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은 현재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 자급률이 낮은 제품 분야에서는 여전히 수입수
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산 제품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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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저자급률 제품으로는 SM(67.3%), EDC(35.1%), PC(37.4%), MEG(42%)
등이 있다. 아울러 중국 석유화학산업 내 고부가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중
간재(첨가제, 촉진제 등)에서도 국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
보할 수 있다.

표 5-13. 석유화학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현재

- 범용 유도품

5년
이후

- 범용 석유화학 제품

경쟁 심화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 신산업 부문(ICT 중간재, 바이오,
고기능성 다운스트림 제품)

- 고부가 중간재(첨가제 등)
- 중국 자급률이 낮은 제품군
(SM, EDC, PC, MEG 등)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현재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내 자급률이 낮은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부
문에 수출하고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범용 유도품을 생산, 수출하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산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산과 물성 및 품질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성을 가진 제품 시장 내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경쟁수준은 현
재보다 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북미산 에탄 기반 제품
의 공급 증가로 인한 글로벌 석유화학시장 내 과잉공급 현상이 장기화되고 중
국과 중동 지역에서 예정된 업스트림 생산설비 증설이 진행되면 중국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시장에서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산 화학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에서 자급률이 상승하면 수입수
요도 감소하는 동시에 중국산과 국산의 경쟁은 현재 수준보다 격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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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석유화학업계가 고부가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므로 경쟁 격화 수준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 분야가 많은 부분에서 중복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신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은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공급 증가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어 한·중 간
경쟁 심화 정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4.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현재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O

5년 후

5

1

2

3

신산업 분야
4

O
O

5

1

2

3

4

5

O
O

O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산업 간 범용 제품군 내에서의 분업구조는 현행 수준
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한국에서 기초유분 및 중
간원료를 수입하여 유도품을 생산, 수출하면서 양국 석유화학산업은 공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과 중동발 석유화학제품이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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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모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의 크기와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동아시아 화학시장에서 중국과 구축한 분업구조(거래관계)를 기반으
로 중국 내 수요산업(석유화학 유도품, 정밀화학 등)에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때 한
국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수요산업(자동차, ICT, 화학섬유, 건축 자재 등)이 점
차 고도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첨가제, 촉
매제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업스트림 부문과 다운스트림 부문이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업스트림 부문은 대
기업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집적된 반면 다운스트림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업분포가 상대적으로 산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
림 부문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
미국발 셰일가스 기반 화학제품 공급이 증가하며 당분간 글로벌 석유화학시
장은 과잉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
된 고유가 상황에서 나프타 기반 제품은 에탄 기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내외로 회복되며 미국 셰일
가스 기반 에탄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했고 2020년대 중후반까지 가격경쟁력
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스 기반 원료(에탄, LPG)의 나프타 대체
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나프타와 국제유가 간 비동조성이
지속되면 나프타 이외의 대체 원료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며 원료간
가격경쟁력이 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해외에서 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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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외의 원료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우즈베키스탄
ECC, 말레이시아 NCC 등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
다. 현재 글로벌 화학시장이 공급과잉 상황임을 감안하고 다운사이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제품 생산설비 증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내에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하는 부문은 다운스트림 분야이다.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수요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국내 화학 다운스트림 기업들은 수요기업의 물성 개선 수
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화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소재)을 수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향
후 다른 업종간 융복합 소재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개별 업종 위주의 공공
분야 지원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재가상공학을 기반으로 신소재
를 개발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프라 운영에 필요
한 융합인재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표 5-15.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정부정책

- 업스트림: 비나프타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 진 - 융복합 제품 인증 서비스 제공
출을 신중히 검토

- 소재가상공학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보

- 다운스트림: 신소재 개발, 기존 소재 물성 개 -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선을 위한 연구개발 규모 확대

시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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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고기능성 중간재는 시장규모가 작고 소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얇
은 시장(thin market)이며 최종재의 제품수명주기와 동조성이 높고 지속적인
물성 제고 요구를 받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최종재 개발단계부터 중간재 공급
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분
업체계 속에서 국내 중간재 공급기업이 중국 수요산업의 니즈를 적확하게 반영
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업뿐만 아니라 최종재가 사용되는 제조 혹은 비제조 분야
에서 요구하는 물성까지 파악하고 신제품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촉매
(Nippon Shokubai)는 종이 기저귀 메이커에 고흡수성 폴리머를 공급하는 과
정에서 ‘고객의 고객’의 의견을 듣는 전략을 활용하여 수요기업과 최종 소비자
가 요구하는 물성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함으로써 고흡수성 폴
리머 시장을 선점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일본은 이미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핵심, 고부가
중간재를 수요 부문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발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얇은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점유율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선발주자
보다 큰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선발주자와
함께 제품 및 물성을 표준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
할 수 있다.
최근 중동과 중국을 중심으로 정유와 석유화학의 결합에 의한 COTC
(Crude Oil to Chemical)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COTC는 석유정제품의 비
중을 최소화하는 대신 석유화학제품 생산 비중을 최대 40%까지 인상하는 공법
이다. 2013년 SK이노베이션과 중국 Sinopec이 설립한 SK중한석화는 2020
년까지 고도화 공정인 FCC(Fluidized Catalytic Cracker)26)를 증설하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 내 원료확보가 쉬운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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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산업과 인접한 지역으로 진출해왔다. 이미 국내 생산설비는 나프타 중
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새로운 공법인 COTC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재무적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7) 향후 생산단가나 효율성
측면에서 COTC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COTC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정부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해
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JV(중외합자)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으로 광둥성 내 중외합자로 정유 혹은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는 다섯
건이 추진되었으며 업스트림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투자유
치 의향이나 생산시설 설립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을 분
산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Post-China로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베트남) 시장의 업스트림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현지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외 글로벌 생산거점을 다양화하고 중국과의 잠재적인 통상분쟁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6. 석유화학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 가치사슬 내 물성 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한 혁신
체계 구축
- 중국 내 신기술 기반 프로젝트 참여 신중한 검토
- Post-China로 아세안 현지 진출전략 준비

정부정책
- 국내외 중국 관련 주요 행사를 계기로 하는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추가적 수요 및 중국
주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 확보
- 핵심 중간재(촉매제, 첨가제)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자료: 저자 작성.
26) FCC는 석유제품 중 저부가가치 제품인 잔사유를 휘발유 등 고부가 제품으로 바꾸는 설비로 정유사들
이 제품 믹스 개선을 위해 주로 사용하나,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도 생산 가능.
27)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는 에쓰오일에 60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 COTC 공정을 활용한 생산설
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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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 식품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가장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중국 식품산업 규모는 약 2조 4,000억 달
러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1.9%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28)

표 6-1. 중국 식품산업 및 품목의 생산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품목명
식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83.1 1,329.7 1,559.0 1,681.3 1,799.4 1,881.4 2,077.8 2,382.1

식료

900.0

음료

183.1

1,109.7 1,306.1 1,411.2 1,508.9 1,578.0 1,741.8 2,003.6
220.0

252.9

270.0

290.5

303.4

336.0

378.5

연평균
증가율
11.9
12.1
10.9

자료: IHS Markit(2019).

최근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
여 년간 지속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최종소비지출은 2018년 현재 전년대비 9.3%의 성장률
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GDP에
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은 주요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주요 소
비시장의 성장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9)
내수산업의 특징이 강한 업종의 특성상 중국 식품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생산규모와 거의 흡사하다. 2018년 기준, 중국 식품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고른 발전추세에 힘입어 약 2조 3,000억 달러
28) 2011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8.8% 수준이다. World Bank(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12. 5).
29) World Bank(2019)(검색일: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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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30)

그림 6-1. 주요국의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및 GDP 내 비중
(단위: %)

<주요국의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주요국의 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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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12. 5).

표 6-2. 중국 식품산업 및 품목의 내수판매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품목명
식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80.8 1,330.3 1,563.5 1,682.2 1,802.6 1,885.6 2,085.4 2,347.8

식료

896.5

음료

184.3

1,108.9 1,309.3 1,411.1 1,510.6 1,580.5 1,746.9 1,974.5
221.4

254.2

271.0

291.9

305.2

338.5

373.3

연평균
증가율
11.7
11.9
10.6

자료: IHS Markit(2019).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유제품(dairy) 시장이나 최
근 성장세가 뚜렷한 품목은 제과류(baked good) 및 시리얼(breakfast cereal)
등 서구식 식생활에 가까운 고급 가공식품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필수 식료품에 가까운 유지류, 가공육 및 수산가공품 등의 성장
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식품이라 할 수 있
는 야채 및 과일 가공식품, 소스 등의 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
30) 중국 식품시장은 크게 식료품시장(84%)과 음료시장(1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장의 성장 추세
는 2011년 이후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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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가공식품 소비증가에 따라 유제품, 베이커
리, 스낵류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발달된 외
식시장으로 인해 즉석식품 등의 소비 증가추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
은 편이다.
내수시장 성장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에서 중국 식품시장은 1위의 위상을 유
지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그 비중은 34.7%에 달한다. 식료품과 음료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수 소비인구의 크
기와 소비력이 크게 영향을 주는 식품의 속성상 향후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 세부 품목별 가공식품 소매 판매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7

CAGR(2013~17년)

Dairy

83.7

6.6

Snacks

51.1

4.4

Noodles

29.9

3.8

Baked Good

28.6

12.3

Sauces

15.7

9.3

Edible Oils

14.4

0.9

Processed Meat and Seafood

13.1

0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s

1.5

9.5

Spreads

1.2

6.2

Breakfast Cereals

1

10.6

Ready Meals

1

-2.7

Soup

0.08

6.9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9), “Sector Trend Analysis-Packaged Food Trends in China”(검색일:
2019. 11.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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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중국 식품산업 및 품목이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십억 달러, %)

생산

품목명

내수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식품

34.7

1

34.4

1

식료

33.7

1

33.5

1

음료

40.8

1

40.6

1

자료: IHS Markit(2019).

표 6-5. 세계 주요국 내수 식품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단위: 십억 달러, %)

연평균 성장 전망

구분

2011

2018

중국

1,080.8

2,347.8

7.2

미국

803.4

954.3

4.5

일본

426.5

360.3

4.6

한국

93.7

128.7

3.9

프랑스

197.2

176.0

6.2

독일

217.3

205.4

5.3

인도

154.7

159.7

9.2

인도네시아

54.6

98.7

10.4

(2020~25년)

자료: IHS Markit(2019).

중국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라 식품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식품산업의 교역규모는 969억 달러 수준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39%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국 식품산업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1.8% 수준으로 주요 식품 강국에 비해서는 내수 특성이 상대적으
로 매우 강한 편이다. 다만 세계 각국에 위치한 화교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
다. 중국 식품산업의 교역 확대는 대부분 수입 확대에 기인한다. 중국의 식품수
입은 기호식품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11년 이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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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의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경제성장, 도시화 및 수입산 가공식품에 대
해 우호적인 젊은 소비인구 확대로 식품에 대한 소비패턴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표 6-6. 중국 식품산업 및 품목의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연평균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식품

36.0

36.8

37.7

39.0

37.0

38.0

40.1

43.2

2.6

식료

34.8

35.4

36.4

37.4

35.1

35.9

38.0

41.0

2.4

음료

1.2

1.4

1.3

1.6

1.9

2.1

2.1

2.2

9.0

식품

33.7

37.3

42.2

39.9

40.1

42.3

47.7

53.7

6.9

식료

31.3

34.6

39.6

37.3

36.8

38.4

43.1

48.7

6.5

음료

2.4

2.7

2.6

2.6

3.3

3.9

4.6

5.0

11.1

증가율

자료: IHS Markit(2019).

표 6-7.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내수

특성 변화
- 내수 비중이 매우 높음.
-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가공품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 생산 비중 증가
-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시장 확대
-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내수 위주 산업으로 교역 비중이 낮음.

수출

- 육류, 수산물, 채소 등의 가공품 중심
- 동남아시아 등 화교권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추세
-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빠르게 증가추세

수입

- 소비 비중이 높은 유지류를 중심으로 유제품, 베이커리, 주류 등 고가의 수입식품에 대
한 수요 증가

자료: 저자 작성.

중국 식품산업은 소비구조 변화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정부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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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국 식품에 대한 신뢰
도 제고를 위해 매우 강한 수준의 식품안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통해 외국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고급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
가 높으나 내수적 특성이 강한 업종의 성격과 재료 조달 및 유통·물류에서 우위
를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우위가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안전
에 대한 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따라 중국 내수기업
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되는 브랜드 가치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조 철 외 2016).

표 6-8.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원인
- 인구구조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

생산

▲

가추세
-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품목구조가 변화되면서 생산규모는 당분
간 증가세를 유지

내수

▲

수출

△

- 전반적 경기 하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방어적 산업 특성상 내수 소비는 증가
세 예상
-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수출 성장세는 제한적
- 해외에 진출해 있는 화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
정적인 성장세 확보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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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국민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7년 현재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5,973위안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9.1%의 빠른 속
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당 소비지출액 규모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액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품 소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이어나가는
경제개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로 경제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식품
의 소비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준 외 2013, pp. 72~73).

표 6-9. 중국의 소득 및 소비 지출 추이
(단위: 위안, %)

CAGR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가처분소득

18,311

20,167

21,966

23,821

25,973

9.1

1인당 소비지출

13,220

14,491

15,712

17,111

18,322

8.5

1인당 식품 소비지출

4,127

4,494

4,814

5,151

5,374

6.8

31.2

31.0

30.6

30.1

29.3

-

소비지출액 대비
식품 지출 비율

(2013~17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국.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19. 11. 25).

식품 소비경향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식품소비 유형인 곡물 및 채소에 집
중되어 있던 가계의 식품 소비구조가 점차 가공식품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량 기준으로 가계 내의 식품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품목은 곡물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유제품, 과일
등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품목의 소비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 식품산업의 성장은 아직까지 단순 식품가공 중심의 농수산가공업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다. 2017년 현재 중국의 농수산가공업은 수익(매
출)을 기준으로 전체 중국 식품산업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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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61.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복잡한 생산공정과 높은 식품공학 수준
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식음료제조업 비중은 생산 규모와 기
업 수 측면에서 아직까지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식품 소비자의 수요
가 고급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 공급구조도 고도화되는 추세로 농수산가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반면 식음료제조업의 비중은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6-10. 중국의 주요 식품 소비 지출 추이
(단위: kg)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

2017

곡물

148.7

141.0

134.5

132.8

130.1

유지류

10.6

10.4

10.6

10.6

10.4

채소류

97.5

96.9

97.8

100.1

99.2

육류

25.6

25.6

26.2

26.1

26.7

수산물

10.4

10.8

11.2

11.4

11.5

달걀

8.2

8.6

9.5

9.7

10.0

유제품

11.7

12.6

12.1

12.0

12.1

과일

40.7

42.2

44.5

48.3

50.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표 6-11. 중국 식품산업 세부 업종별 구조
(단위: 1억 위안, 개)

농수산가공

구분
수익
기업 수

규모

식품제조

음료제조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59,497

59,894

18,164

22,140

15,185

17,096

비중

64.1

60.4

19.6

22.3

16.4

17.2

수

23,080

24,661

7,531

8,862

5,529

6,714

비중

63.9

61.3

20.8

22.0

15.3

16.7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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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산업은 상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이 다변화·고급화하는 추세
이다. 식문화 고유의 특징으로 차별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 중국 내수기업은 수
입식품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국 식품에 대한 친화성 및 조달 경쟁력을 토대
로 제품구조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 강화, 소
비자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 등에 따라 중국 내수기업의 대응 역량이 제고되
고 있으며, 기업간 인수합병 강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
제품, 제과, 베이커리, 음료, 즉석식품 등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공식품에
서 잘 나타난다. 풍부한 자금력, 제조 및 유통에서의 강점, 브랜드 가치 등을 바
탕으로 가치사슬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편이
다(조 철 외 2016, pp. 350~351).

표 6-1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
(신산업 분야 생산

-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제조업 중심
●

확대 등 포함)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특성 변화 방향

- 유가공품, 음료, 베이커리, 술 등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소비 확대

●

- 식품안전 규제 강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에 따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상승
- 식재료 조달 및 물류·유통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시장점유율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

확보
- 기업 간 M&A를 통해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기업과 제휴
를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식품산업의 R&D 여력은 충분한 상황
으로 전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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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식품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은 지난 12차 5개년 계획에서 ① 식품안전 제고 및 영향 향상 ② 과학기
술과 혁신 지원 ③ 균형적 발전 ④ 친환경 발전 등을 목표로 식품산업을 육성하
고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식품산업 가치사슬의 품질 안전
을 전반적으로 관리·강화하여 식품 품질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식품안전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조 철 외 2016, pp. 353~354).
우선적으로 식품 표준체계를 완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표적인 식
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현재 부분적으
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식품안전 관점에서 수차례 식품안전법 개
정을 통해 구조 개혁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조 철 외 2016).

표 6-13. 중국 12.5 규획 중 식품공업발전 주요 정책 목표
구분
산업규모
산업구조
산업혁신
식품안전
환경보호

지표

2010년

2015년

생산(조 위안)

6.13

12.3

이익(조 위안)

1.07

1.88

매출 100억 위안 이상 기업 수(개)

27

50

중·서부 및 동북 지역 비중(%)

54.4

60

매출액 대비 R&D 비중(%)

0.4

0.8

핵심 기자재 자급률(%)

40

50

식품기업의 HACCP 인증 통과 비율(%)

50

60

식품추출검사 합격률(%)

94.6

97

부산물의 종합 이용률(%)

75

80

자료: 조 철 외(2016)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식품공업 12.5 발전 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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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규획은 중국 제조업의 구조를 고
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인 식품산업의
경우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과 더불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205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5
년까지 진행 예정인 1단계 사업은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IT 경쟁력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
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오염 효율화를 통해 오염량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2단계 기간에는 중국 제조업 수준
을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3단계인 2050년까지 글로
벌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표 6-14. 식품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주요 정책 목표
구분

2015년

2020년

R&D 비중(%)

2.1

2.5

인구 10,000명당 특허 보유(건)

6.3

12.0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

55.3

60.0

자료: 全国人大财政经济委员会(201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2020<中华人民共和国经济和社会发展第
十三个五年规划纲要>解释材料, 中国计划出版社, pp. 7~8.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그동안 내수산업이자 낙후
된 산업으로 인식된 중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
으로 전망된다. 식품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식
품 제조 및 물류 공정 전반에 대한 스마트화가 핵심이다. 현재 중국정부에서 추
진 중인 ‘인터넷 플러스’ 등의 정책을 통해 밸류체인의 스마트화는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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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식품 제조공정의 확산은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을 대폭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핵심장비의 자급률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산
업을 선도할 수 있는 리딩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화에 따른 R&D 및 인
프라 투자 증가를 통해 중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식품기업 이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5.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방식의
변화
핵심 신산업
분야

주요 내용
- 식품안전을 위한 법제도 강화(HACCP 인
증 통과비율 제고, 식품추출검사 합격률
목표 상향)
- 식품산업 IT 경쟁력 개선
- 스마트 제조 시범구역 확대

전망
- 식품 신뢰성 개선, 물류체계 혁신으로
내수기업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
- 인터넷 플러스 전략 및 중국제조

- 생산장비 스마트화

2025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생산구조

- 핵심 장비 및 기자재 자급률 수준 향상

고도화 진행

- 규모 확대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적극적 제휴 및 인수합병 추진
- 브랜드 가치 제고

- 식품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역량이 강화되면서 경쟁력 확보 예상

자료: 저자 작성.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 농식품 국가와 다르게 중국과 한국의 식품산업은 아
직까지 내수산업의 성격이 뚜렷한 구조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농식품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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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수출액 규
모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큰 수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2018
년 현재 글로벌 농수산식품 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와 0.5%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2010년 이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체 상태이다.

표 6-16. 한·중 농식품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4.2

4.3

4.4

4.4

4.6

5.1

5.2

5.0

5.2

한국

0.4

0.5

0.5

0.4

0.4

0.5

0.5

0.5

0.5

주: 농식품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산업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중
립적인 수준의 농식품 교역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2010년 이
후 수입특화 경향이 있으나 그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점차 수입특화 정도
가 심화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농식품산업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식품 수급구조에 기인하는데, 그 정도는 한국이 좀
더 높은 편이다.

표 6-17. 한·중 식품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004

-0.005

-0.008

-0.008

-0.009

-0.009

-0.008

-0.010

-0.010

한국

-0.011

-0.013

-0.012

-0.013

-0.014

-0.016

-0.017

-0.016

-0.017

주: 농식품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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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구조이
며, 교역 확대에 따라 그 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현재 한국 농수
산식품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2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었
는데, 신선 농수산식품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은 점
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6-18. 한국 식품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무역수지

-1.81

-1.98

-1.69

-1.82

-1.89

-1.81

-1.86

-2.05

-2.28

무역특화지수 -0.101 -0.009 -0.008 -0.008 -0.008 -0.008 -0.009 -0.009 -0.009
주: 농식품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한국과 중국 양국간 식품산업에 대한 무역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내수산업
특성상 중국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가공식품의 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향후 중국
시장 및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아세안 등 신흥 전략시장에서 혁신적 산업전략
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내수 성격이 뚜렷한 식품의 업종 특성상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경
쟁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식재료 조달 및 물류·유통 관련 경
쟁력은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품안전에 대
한 중국 내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 한류 등에 따른 한국 식품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 등은 우리 가공식품이 가지는 강점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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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중국 식품산업은 현재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산 가공식품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인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그 격차
는 5년 뒤 10% 내외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중국 식품산업은 원소재의 내
수 조달, 물류, 노동 수급 측면에서 한국산 가공식품에 비해 우위이나, 현재 중
국의 전반적인 품질경쟁력 수준은 한국산 가공식품 대비 약 90% 수준으로 평
가된다. 특히 품질관리, 식품안전에 대한 영세기업 등의 미흡한 인식, 공급망
전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중국 식품기업은 한국 기업에 비해 아직까
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식품 안전 및 품질
표 6-19.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30

110

추이 및 전망
- 내수 속성상 공급망 측면에서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

가격

100

경쟁력

- 다만, 지속적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그 격차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
- 원소재부터 생산, 물류에 이르는 공급망 측면에서

품질

100

경쟁력

90

95

품질관리 역량은 아직 미흡
- 다만, 중국 당국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으로 경쟁력 수준은 향상될 전망
- 제품기획, 제품화 등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해

기술

100

경쟁력

90

95

외기업과의 제휴 및 인수합병 증가, 중국 당국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강화로 경쟁력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상

신산업

100

대응

85

90

가격경쟁력은 취 강력한 가격경쟁
종합
경쟁력
평가

약하나, 가공식품 력을 보유하고 있
을 중심으로 품질 고, 품질, 안전,
및 안전, 제품 기 기술, 신산업 대
획 등에서 다소 응이 다소 취약하
우위

나 격차 축소

- 축적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나 꾸준한 투자
로 서서히 그 격차를 좁힐 것으로 전망
- 내수산업의 속성상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은 높아
질 것으로 예상
-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경쟁력이 약
한 기업의 경우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
- 해외기업과의 적극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확대는 기술 및 품질 부문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주: 1년 격차는 5점으로 평가됨.
자료: 저자 작성.

232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로 점차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 외
2013, p. 218).
기술경쟁력 수준은 다른 부분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아직까지 제품 기획, 소재 발굴, 제품화 등의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확대, 해외기업과의 제휴 및 공
격적 인수·합병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아
직까지 다소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식품산업에 대한 그간의 낮은 관
심으로 축적된 역량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가 확대되고 식품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그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품목별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식문화
에 대한 친밀성에 기초한 식품의 속성상 대부분의 식품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
력이 우수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국 고유의 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분야에서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
된다.

표 6-20. 식품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유제품(신선우유, 신선요거트 등),

인스턴트 면류,
현재

음료류(탄산), 일반주스,
주류, 즉석냉동식품, 장류,
차(茶)제품

유제품(멸균우유, 치즈류
등), 음료류(신선 주스류),
생수류, 영유아식품(분유)

과자 및 베이커리, 생면류,
인삼가공식품,
영유아식품(유아용스낵, 음료 등),
한국전통과채가공품, 커피조제품,
소스류

인스턴트 면류,
5년

음료류(탄산), 일반주스,

이후

주류, 즉석냉동식품, 장류,
차(茶)제품

유제품(신선우유,
신선요거트 등), 과자 및
베이커리, 생면류

기능성유제품, 인삼가공식품,
한국전통과채가공품,
고급영유아식품(유기농제품),
커피조제품, 소스류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식품산업 • 233

다만 중국 고유의 식문화와 거리가 있는 서구식 가공식품과 한국의 전통적
식생활 및 한국의 특색이 잘 드러난 품목(홍삼가공품, 김치류, 커피 조제품 등)
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한류의 우호적 분위기, 유사한 식생활
문화 등에 따라 한국산 가공식품의 경쟁력이 높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여 높은 편이다(조 철 외 2016, pp. 360~361). 그러나 향후 물류, 조달, 마케
팅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
조가 지속될 경우 현재 우리 가공식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부분에서 중국
산 가공식품의 경쟁력이 빠르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우호적
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및 전략적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
중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내수산업인 식품의 특성상 대다수 품목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 소비자의 높아진 소득 및 소비 수준에 따라 수요가 높
아지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 분야에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가공식품의 품질
경쟁력은 중국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산 가공식품의 안
전 수준과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인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역량이 우수한 내수기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가공식품이 경쟁력을 가
지고 있는 일부 분야에서도 경쟁강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 속성상 세계시장에서 한·중 간 직접적인 경합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 간 경쟁은 주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나타날 전망
이다. 현재 우리 식품의 전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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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의 진출이 가시화될 경우 경쟁 강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
쟁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의 전반적 외형을 확대한다
는 차원에서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공격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이 심화
될 경우 기업규모 및 자금조달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이
향후 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1.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현재
5년 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0

1

2

3

0
0

신산업 분야
4

5

1

2

3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현재까지 나타난 우리 가공식품의 중국 내수시장 내 위상은 우수한 품질 및
제조역량, 안전한 식품이라는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에
따라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 동
일 문화권에 속한 동질성 등은 한국 식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
는 요인이다. 그러나 내수의 속성이 강한 업종의 특성상 내수기업의 차별적 강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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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이미지에 기댄 단기적 전략을 넘어 산업적 측면에서 장
기적 강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의 가치사슬은 기초소
재인 농수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업,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물류·유통산업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원소재(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투입
물 산업과 외식서비스업 등이 광의(廣義)의 관점에서 가치사슬에 포함된다(이
준 외 2013, pp. 44~45).
지금까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직접적인 경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 구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우리 식품산업은 지금까지 중국과 연계된 식품산업 가치사슬을 구성할
때 중국과의 근거리인 지리적 장점을 토대로 중국의 풍부한 원소재와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하고 활용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한국에서 완성품 제조를
위한 중간 부분품으로 대부분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 및 저장성 등의 지역에 생
산거점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으로 재수출하여 한국 내에서 유통하
는 구조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간
가공품뿐만 아니라 최종재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시장에 특화된 전략
품목의 경우 중국 내에서 소재부터 제조, 유통 및 마케팅에 이르는 대부분의 가
치사슬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입지를 가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의 대부분을 현지화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수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중국시장의 전략
성을 고려한 새로운 분업구조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는 제품의 최종
수요지역을 기준으로 가치사슬 구성 및 운용상의 비용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가치사슬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품목의 경우 단계별로 진출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데, 기업규모가 영세한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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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산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전략이다. 따라서 수출 확대를 통한 단계적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가치사슬에서 유통과 판매 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장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
문에 시급한 부분은 중국 내 식품기업 혹은 유통기업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출에 주력한 사업 모델을 운영 후 중국 내 수요가 높
은 대중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현지의 선호와 취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사슬의 중심축을 현지 중심으로
이동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 기획에 필요한 연구개발,
소재 확보, 생산, 유통 및 마케팅에 이르는 가치사슬 활동의 전 부문을 중국 현
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내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식품의 속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내수
기업이 절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력제품의 포지셔
닝 전략이 중요하다. 수출 전용 제품과 현지 소비자 수요에 맞춘 현지 생산제품
을 구성, 품질 및 브랜드 차원에서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전략에 맞
게 가치사슬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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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중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정부정책

- 장기적 관점에서 주력제품의 포지셔닝 전략 수
립 필요
- 수출제품과 현지 생산제품을 품질과 브랜드 포
지셔닝 측면에서 구분하여 각 전략에 맞는 가치
사슬 구성
- 우리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내
식품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 가치사슬 전

- 현지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통상전략 강화
-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
록 농수산식품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화 등 IT 융합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반의 경쟁력 제고
자료: 저자 작성.

이와 동시에 우리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식
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원소재 수급 불안전성을 완화하고 국내 농
축수산업의 낮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식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가치
사슬의 완성도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
략은 제품 수요지역을 기준으로 공급망 운용상의 비용과 창출되는 가치를 고려
하여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이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산 가공식품의 긍정적 이미지가
중국의 고질적인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임을 고려하여, 우호적으
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이 준 외 2013, p. 220). 또한 한국 내수상품을 중국에 수출
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수요 및 기호에 부합하는 전략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R&D 투자도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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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영세한 구조인 우리 식품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의 취약점으로 지
적되고 있는 현지의 물류·유통 부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물류·유
통 인프라 투자와 함께 기존 중국의 유통망을 완비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 적절
한 제휴관계가 필요하며, 제휴관계하에서 축적한 유통·물류·판매 빅데이터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통해 제휴 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시장의 수요구조 분석에 입각한 신제
품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2자녀 정책 허용으로
인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식품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 및
중국 로컬기업과 적극적 제휴를 통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현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 내수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및 기업에 대한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
정보가 필요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생산·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고유의 산업 특성 및 이해도가 높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같은 유관기관의 시장 분석 및 개척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에 필요
한 검역, 통관 및 관세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관련 시
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수출에 나서지 않은 수출 초보기업이 적
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초기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중국 내수시장 로드쇼, 중국 유통 바이어 초청 등의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량 있는 수출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중국 내 전략적 파트너
를 발굴·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이 준 외 2013, p. 224). 일부 대기업
의 경우 자체적인 정보 발굴 및 대외적 인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트너 연계
의 위험도가 낮은 편이나,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자체적 역량만으로는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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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성있는 중국 파트너를 식별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과 제휴에 관
심이 높은 중국 제조 및 유통기업과 한국의 역량 있는 식품기업을 상호 매칭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상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및 보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간 내수
산업의 안정적 시장 환경하에서 성장해온 우리 식품산업은 최근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산업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식품산업
은 최근 경기 둔화, 소비인구 감소, 내수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는 산
업의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식품산
업은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개방성의 확대와 식품 보관·운송 기술의 향상으
로 교역재로서 새롭게 평가받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태평양 지역 신흥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
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품질 좋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
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내 및 해외 전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 원자재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와 국내 1
차 산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품제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내 부문의 가치사슬 내 역할을 재편하
고, 부족한 경쟁력 부문을 해외 활동과 결합하여 종합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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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식품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
리에 집중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 ∙ 중국 내수시장 및 기업에 대한 분석역량 강화를
력 경주
∙ 한국 내수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소극적 전략
에서 벗어나 현지 전략형 제품 개발 추진
∙ 우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지의 물류
유통 부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기업
과 적절한 제휴를 추진
∙ 제휴관계하에서 축적한 유통물류판매 빅데이터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를 적시
에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수출 초보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
도록 국제 전시회, 중국시장 로드쇼, 유통바이어
초청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기술공유
강화

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통해 제휴 후에도 경쟁 ∙ 중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과
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전략 수립
∙ 영유아 식품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투

제휴에 관심이 높은 중국기업과 한국의 역량 있
는 식품기업을 상호 매칭해 줄 수 있는 기회
마련

자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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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다. 글로벌 전자
기기 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모여 있고, 중국 로컬기업의 전자기기 생산
이 증가하면서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원유가 중국
의 대표 수입품목이었으나 2013년부터 반도체 수입이 이를 추월하였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반도체산
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2014년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강
요(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를 발표하였고, 2015년 ‘중국제조 2025’에
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하반기에 YMTC와 JHICC가 낸드플래시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발
표하였으나 선진기업 제품과 비교하면 기술력이 떨어지고 수율이 저조하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림 7-1. 국가별 반도체 소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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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1.3 20.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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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 6.7 5.9 5.5 9.0
19.1 12.0 1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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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55.6 56.6
42.8 41.7 46.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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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8.9
18.5 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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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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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of world

자료: PwC(2017), “China’s impact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2016 updat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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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
산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이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대부분 섬유, 식품, 잡화 등 노동 집약 산
업을 중심으로 과거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반
도체는 생산 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인건비 부담이 노
동집약 산업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이 중
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것
이 아니라 [그림 7-1]과 같이 현지에서 대규모 소비가 발생하므로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 중 로컬기업은 [그림 7-2]
와 같이 SMIC와 화홍 그룹이 있다. 이 두 기업은 모두 반도체 위탁생산을 전문
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는 미국, 한국, 유럽 등 선진
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리지만,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분야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2. 중국의 반도체 생산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
십억달러

중국 반도체 시장과 국내 생산
십억달러

250

Total:
$23.8 billion

200

SK Hynix (S.Korea)

$ 9.1

Samsung (S.Korea)

$ 4.6

100

SMIC (China)

$ 3.2

50

Intel (U.S.)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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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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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국내생산

자료: IC Insights(검색일: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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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컬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기술을 축적하고 반도체 자체 생산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생산기지
를 설립함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표 7-1]과 같
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9.3%로 크게 나타
나고 있다.

표 7-1. 중국 반도체산업 생산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반도체

5.8

7.9

8.8

10.3

11.7

13.4

13.0

19.3

23.8

연평균
증가율
19.3

자료: IC Insights(검색일: 2019. 7. 2).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후 중국
의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는 로컬기업의 생산설비 구축을 비롯하여 글
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이후 중국에서 착
공된 반도체 생산공장은 [표 7-2]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7-2. 2015년 이후 진행된 반도체 생산공장 현황

지역

기업

생산항목
3D NAND FLASH,

월 생산

착공

완공

능력/K

시기

시기

유형

투자금액

메모리

100억 달러

100

17.02 19.02

파운드리

66억 위안

40

16.09 17.12

난징

즈광그룹

선전

중신인터내셔널

상하이

중신인터내셔널

logic chip

파운드리 675억 위안

70

16.10 18.03

베이징

중신인터내셔널

logic chip

파운드리

40억 달러

35

16.10 18.06

우한

창장메모리

메모리

80억 달러

100

16.03 17.12

우한

창장메모리

메모리

80억 달러

100

16.12 18.07

DRAM
image senser,
logic circuit

NAND wafer,
3D NAND FLASH
3D NAND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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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월 생산

착공

능력/K

시기

시기

80억 달러

100

-

20.06

파운드리

30억 달러

20

16.06 18.07

파운드리

43억 달러

100

16.10 18.12

파운드리

10억 달러

70

16.03 17.12

62억 달러

50

15.10 17.10

40

15.03 17.10

지역

기업

생산항목

유형

투자금액

우한

창장메모리

DRAM

메모리

난징

TSMC

logic chip

시안

삼성

3D NAND FLASH
MOSFET 신 전력

완공

충칭

미국 AOS

샤먼

롄화전자

-

파운드리

허페이

리징

LCD 구동 칩

파운드리

NAND wafer

파운드리 387억 위안

40

16.12 18.12

DRAM

파운드리 494억 위안

125

17.05 19.02

상하이
허페이

화리
마이크로전자
허페이창신
/자오이혁신

취안저우

푸젠진화

화이안

더커마

우시

SK하이닉스

베이징

옌둥

항저우

스란집적

반도체 소자

DRAM, NAND

135.3억
위안

메모리

370억 위안

60

16.07 18.09

파운드리

15억 달러

60

16.03 17.12

메모리

36억 달러

40

17.07 19.04

-

파운드리

48억 위안

50

17.06 19.06

-

파운드리

10억 위안

20

16.07 17.12

파운드리

10억 달러

40

16.03 17.12

FLASH
CIS 칩, 패키지
테스트
생산
능력 확대

전원

화이안

더커마

다롄

다롄우주

반도체 출력소자

메모리

24억 위안

240

16.10 18.10

샤먼

싼안광전

-

파운드리

30억 위안

30

15.12 17.12

관리칩

자료: 중국 중상산업연구원, www.askci.com(검색일: 2019. 6. 20).

최근 다양한 ICT 기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채용되는 반도체의 용량도 증가
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러한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모여 있으므로 수요되는
반도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표 7-3]과 같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의 반도체 내수시장은 연평균 10.8%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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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중국 반도체산업의 내수판매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반도체

68

74

74

82

92

92

101

128

155

연평균
증가율
10.8

자료: IC Insights(검색일: 2019. 7. 5).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세계 생산의 5.1%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반면, 소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18년 현재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비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표 7-4. 중국 반도체산업이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단위: %)

품목명
반도체

생산

내수

비중

순위

비중

순위

5.1

-

58.5

1

자료: 언론 보도자료 이용 저자 추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이다. 메모리반도
체는 표준품으로 규격이 맞으면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
벌 ICT 기기의 생산공장으로 불릴 만큼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주력 생산품목이 메모
리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수출대상국 1위가 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
다. 다음으로 ASIC, 아날로그 반도체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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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2017년 반도체 종류별 중국시장 구조

로직
8%

MCU
8%

DSP
5%

메모리
42%

MPU
12%
아날로그
12%

ASIC
13%

자료: CCID Consulting(검색일: 2019. 11. 5); グローバルネット(2019).

중국의 반도체 소비구조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ICT 기기
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반도체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가 아니
라 ICT 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신용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컴퓨터용, 소비자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
한 각종 통신 장비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통신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용 반도체이다. 컴퓨터는 모듈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대표품목으로, 디자인 및 설계와 생산이 철저하게 분업화
되어 있다. PC 메이커 혹은 데이터 서버 디자인 및 설계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중국의 제조 전문 기업에 생산을 의뢰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컴퓨
터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가전 혹은 개
인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계
시장의 소비구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반도체는 자동차용 반도체이다. 자동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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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반도체 사용은 더욱 늘
어나고 있다. 중국도 최근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은 다른 ICT 전자기기 제조 분야 규모가 워낙 크기 때
문으로 보인다.

그림 7-4. 2017년 용도별 반도체 소비 구조
중국시장
기타
자동차용 4%
산업용 4%
13%
소비자용
21%

세계시장

컴퓨터용
27%

자동차용
36%

통신용
31%

산업용
11%

기타
1%
컴퓨터용
9%
통신용
33%
소비자용
10%

자료: CCID Consulting(검색일: 2019. 11. 5).

중국은 반도체 수출입 모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8%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지만 국내 생산규모는 작으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규모는 세계 반도체 공급 2위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수
출입이 계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입 통계에서 반도체는 잉곳을 가공한 웨이퍼
단계부터 반도체로 계상된다. 따라서 전 공정을 거친 웨이퍼가 후공정을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반도체 수출로 계상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 중인 웨이퍼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여 한국 공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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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도 반도체 수출로 계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간 가공 단계
에서의 이동 비중도 적지 않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생산품이 대만
이나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7-5. 중국 반도체산업 및 품목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61,611 68,328 81,082 115,750 91,850 100,971 87,769 93,804 113,721
집적
수출

회로
개별
소자

집적
회로
개별
소자

증가율
8.0

29,608 32,900 53,745 87,880 61,213 69,361 61,156 67,201 84,666 14.0
32,003 35,428 27,337 27,870 30,637 31,609 26,613 26,602 29,054 -1.2

전체 180,356 195,526 219,275 261,318 249,892 260,008 255,482 289,334 341,278
수입

연평균

8.3

158,009 171,142 192,967 232,078 218,520 230,657 227,616 261,161 312,735

8.9

22,346 24,384 26,308 29,240 31,372 29,351 27,865 28,173 28,542

3.1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6. 7).

중국의 반도체 수입국을 보면 대만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
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글로
벌 팹리스와 중국 로컬 팹리스가 위탁 생산한 반도체가 수입되기 때문이다. 중
국에도 파운드리 기업이 있으나, 아직은 첨단 기술력이 대만 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국의 로컬기업도 대만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대부분이다. 말레이시
아로부터 수입은 인텔을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기업이 후공정을 말레
이시아에서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서 ICT 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으
로 수입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은 자동차용 반도
체를 비롯하여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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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중국의 반도체 수입국 상위 10개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7년

2018년

총계

259,563

313,037

1

대만

80,730

97,412

2

한국

65,612

82,308

3

말레이시아

23,975

25,737

4

일본

13,807

15,836

5

미국

10,432

12,071

6

베트남

5,325

7,291

7

필리핀

6,823

7,251

8

싱가포르

6,587

6,747

9

아일랜드

3,168

4,473

10

태국

3,580

3,950

상위 10개국 합계

220,039

263,076

상위 10개국 비중

84.8%

84.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 무역통계 DB(검색일: 2019. 8. 8).

중국의 반도체 생산은 소비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자급률이 낮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글로벌 기업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내수는 글로벌 ICT 기기 생산공장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국
내 전자기기 소비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로컬기업의 수요도 증가추세이다. 수출
은 반도체 제조공정 과정에서의 이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규모가 확
대되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글로벌 기업의 생산 확대로 제3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내수와 같은 움직임으로 국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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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특성 변화
-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지만 자급률이 낮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생산

-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로컬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생산공장
건설 증가

내수

- ICT 기기의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수출 및 내수용 완제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핵심부품
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도 증가
- 반도체 제품 특성상 제조 공정과정에서 이동도 수출로 계상되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수출

서 수출도 증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이 늘어나며 수출 증가
- 수입되는 반도체는 수출용 ICT 기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이 성장함

수입

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수입 증가
- 국내 전자기기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저자 작성.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ICT 산업 동향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는 중국이 세계의 ICT 기기 생산공장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ICT 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ICT 산업의 경기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최근 신기술 발달로 인하여 ICT 기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
으며, 채용되는 반도체 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추세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반도체 생산과 내수 및 수출입이 모두 늘어나
고 있다. 생산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
며, 중국 로컬기업 또한 기술을 축적하여 자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늘어나고 있다. 내수는 국내 소비시장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ICT 산업의 성장
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중국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수출입 역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
며, 수출은 반도체 제품 특성상 제조 공정과정에서의 이동도 수출로 계상되기
때문에 증가추세이다. 글로벌 ICT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산
업은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모두 지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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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원인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 및 로컬기업의 반도체 생산증가

생산

▲

내수

▲

- 글로벌 ICT 산업의 성장에 따라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수요 증가 전망

수출

▲

- 제조 공정상 이동 및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전망

전망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시장이지만 로컬기업의 생산능력이 부족하
므로 수입 혹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기업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반
도체 제조기술은 1950년대 미국에서 반도체가 발명된 이후 빠르게 발전하였
다.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고 정밀해지면서 전문 비즈니스 영역으로 분화된 것
이다. 따라서 최근 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제조업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
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인 종합반도체(IDM)는 성장이 부진하였으나 후공
정 분야인 패키징 & 테스트 분야는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이미 세계시
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7-9]와 같이 2019년 1/4분기 글로벌 후공
정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의 기업이 3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과 지
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에서 파운드리 사업이 번창하며 후공정 분야도 같이 발전
하였는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후공정을 진행하면서 기술
을 습득하며 발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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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반도체산업 생태계 진화

19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IP Provider

IP Provider

IP Provider

Software

ManufacturingTools

IDM

IDM

ManufacturingTools

Fabless

Fabless

Fabless

Fabless

ManufacturingTools

ManufacturingTools

ManufacturingTools

ManufacturingTools

IDM

IDM

IDM

IDM

IDM

EDA Tools

EDA Tools

EDA Tools

EDA Tools

EDA Tools

Foundries

Foundries

Foundries

Foundries

Packaging

Packaging

자료: SIA(2016), p. 8.

표 7-9. 반도체 후공정 기업 매출 순위
(단위: 백만 달러)

1Q18

1Q19

1Q19

1Q19/1Q18

매출액

매출액

시장점유율

성장률

1,116

19.7%

-7.3%

순위

기업명

1

ASE(대)

1,204

2

Amkor(미)

1,025

895

15.8%

-12.7%

3

JECT(중)

864

666

11.8%

-22.8%

4

SPIL(대)

650

600

10.6%

-7.7%

5

PTI(대)

547

469

8.3%

-14.2%

6

TSHT(중)

303

253

4.5%

-16.7%

7

TFME(중)

258

218

3.8%

-15.6%

8

KYEC(대)

201

174

3.1%

-13.3%

9

UTAC Group(싱)

157

171

3.0%

8.6%

10

ChipMos(대)

132

152

2.7%

14.7%

자료: TrendForce(2019)(검색일: 2019. 8. 25).

최근에는 팹리스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팹
리스 시장점유율이 3%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13%까지 증가하였다. 그리
고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팹리스 상위 10위 기업에 중국의 기업이 두 개 포
함되어 있다.

제7장 반도체산업 • 255

표 7-10. 2016년 상위 10위 글로벌 팹리스 기업 및 중국기업
(단위: 백만 달러, 억 위안)

글로벌 기업

중국기업

기업명

국적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Qualcomm

미국

15,436

深圳市海思半导体有限公司(HiSilicon)

260

Broadcom

싱가포르

15,332

清华紫光展锐(Unigroup)

125

MediaTek

대만

8,610

深圳市中兴微电子技术有限公司
(SANECHIPS)

56

Apple

미국

6,493

华大半导体有限公司(HDSC)

47.6

Nvidia

미국

6,340

北京智芯微电子科技有限公司

35.6

AMD

미국

4,272

格科微电子(上海)有限公司

34

HiSilicon

중국

3,978

深圳市汇顶科技股份有限公司

30

Marvell

미국

2,318

杭州士兰微电子股份有限公司

27.6

Xilinx

미국

2,311

大唐半导体设计有限公司

24.3

Spreadtrum

중국

1,912

敦泰科技(深圳)有限公司

23.5

자료: 언론 보도 자료 이용 저자 정리.

중국은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 발전이 부진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
계적 측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반도체산업 발
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품목은 반도체 제조
분야가 약하므로 반도체산업 초기 단계인 메모리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첨단제품 생산은 여전히 어렵지만 로컬 팹리스가 설계하는 다양
한 제품은 국내기업 제품에 채용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반도체는 대
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첨단 제조장비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
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핵심장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해외기업과의 M&A를 불허하고 있으
며,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은 첨단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기술자를 적극
적으로 유치하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2019년 말 낸드플래시와 D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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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1.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
(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특성 변화 방향
-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발전이 부진하지만, 생

●

등 포함) 변화

태계적 측면에서는 후공정이 이미 발달해 있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도 빠른 속도로 발전 중
- 중국의 기업이 부진한 반도체 제조업 분야는 미·중 분쟁으로 인한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해외기업 M&A 불발, 핵심장비 수입 불가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

겪고 있으나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발전 중
- 특히 팹리스는 로컬 전자기기 업체와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여 빠
른 속도로 성장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

- IDM을 제외한 후공정,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 로컬기업
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 중
- 미국의 견제로 인하여 자체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정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부는 보조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기업의 R&D를 지원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양성 등 산업 인프라 전반 강화
및 기업의 R&D 역량 강화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이 반도체산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 다른 선진국보다 늦지는 않다. 다만
반도체가 ICT 기기에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반
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선진국과는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글로벌 ICT 기기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반도체 소
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정부도 반도체산업 발달의 필요성을 인지
하게 되었다. 2013년 반도체 수입이 원유량을 넘어서면서 중국정부는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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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에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
진 강요(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를 발표하였다. 동 강요에서는 중국
의 반도체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기간별로 구체적인 반도체산업 발전목표를 수
립하고 있다.

표 7-12. 중국 반도체 발전 추진 강요의 기간별 목표
1) 2015년까지 목표
- 반도체산업 발전 메커니즘의 혁신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산업발전 규율에 부합하는 융
자 플랫폼과 정책환경을 조성한다.
- 반도체산업의 매출액은 3,500억 위안을 넘는다.
-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인터넷 통신 등 일부 주요 부문의 반도체 설계기술이 글로벌 일류 수준에
근접하게 한다.
- 32/28 나노미터(nm) 제조 공정에서는 일정 규모의 양산을 실현하고, 중고급의 패키지테스트 매출
액은 전체 패키지테스트 매출의 30% 이상 달성한다.
- 65-45nm의 핵심 설비와 12인치 실리콘 웨이퍼 등 핵심 소재를 생산라인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2) 2020년까지 목표
- 반도체산업에서 글로벌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전 산업의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 증
가시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 수준을 크게 높인다.
-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인터넷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주요 영역에서 반
도체 설계기술이 글로벌 선도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기초적인 산업의 생태시스템을 형성한다.
- 16/14nm 제조 공정에서는 일정 규모의 양산을 실현하고, 패키지테스트 기술이 글로벌 선진국 수
준에 도달하며, 핵심 장비 및 소재 산업은 국제 조달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술
의 진보와 신뢰도 있는 반도체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3) 2030년까지 목표
- 반도체산업 사슬의 주요 고리가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글로벌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배출
하여 산업발전에 있어서 도약한다.
자료: 중국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강요」; 工业和信息化部(2014), 「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중국 전체 산업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
하였는데 여기서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
써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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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중국제조 2025의 반도체산업 정책

구분

4
개
의
기
초

산업생태계

정책 목표
2020년

2025년

주요

반도체

자급률

자급률

기초부품

설계

40%

70%

첨단

반도체

기초프로세스
주요 기초
재료

제조
소재 장비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
소재 및 제조 장비의
공급량 증가

우대정책
1. 시장관리를 강화
2. 단계적 프로젝트 설

IP와

풍부한 IP 및 설계

기초기술

설계도구

소프트웨어

중국

계로 사회자본의 반도

제조에서

체 제조추진을 견인

중국 창조로

3. 직접 조성금 배포에
서 자금참가로 변화
4. 과학 기술화를 지지
5. 정부에 의한 매입 지지
6. 연구개발 비용을 부

산업

최종목표

가가치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설정
7. 해외합병·매수 강화

↓
단말
시장에서
세계적
브랜드 설립

자료: 「中國制造 2025」 참고 작성.

또한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도 실시하고 있으
며,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였다. 2014년 설립된 1차 펀드는 약 1,387억 위안을
모집하여 2018년까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되었다. 2018년 2차 펀
드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
나 2019년에 약 2천억 위안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였다. 2차 펀드는 반도
체 제조뿐만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드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후공정 분야는 이미 경쟁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도 점차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소재 분야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전방
위로 튼튼하게 구축되고 있다.
중국의 팹리스 발전은 AI 반도체 개발을 촉진하였다. 시스템반도체 중 인텔
의 CPU, 퀄컴의 통신 칩 등은 범용으로 사용되어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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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 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아서 중국기업이 진
출하기에 쉽지 않은 분야이다. 하지만 AI 반도체는 최근 개발이 시작된 분야로
아직은 절대 강자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므로 사용 범위도 매우 넓다. 따라서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다양하게 분포하므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의 팹리스 기업은 언어인지, 사물인
지 등 AI 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표 7-14.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방식의 변화

주요 내용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공정 분야를 비롯
하여 팹리스, 파운드리를 강화하고 소재 및 장비
분야까지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
글로벌 기업의 기술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
체 기술 개발

핵심 신산업

- 자체 기술로 메모리반도체 개발

분야

- AI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개발

전망
기술이 축적되면서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
자체 기술로 개발된 반도체는 성
능이 좋지 않고 수율이 낮고 당
분간 개선이 쉽지 않음
메모리반도체 시제품 생산 개시
및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으로 두각

자료: 저자 작성.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반도체 공급 2위 국가로 반도체 강국이다. 반
도체 수출은 지난 반도체 호황기인 2018년에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
1,2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 순위에도 포함되
어 있지 않으나 수출금액으로 계산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14.11%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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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로컬기업의 생산량이 적고 반도
체 제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도 수출에 계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시
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중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추이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은 수출시장 점유
율이 2012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한국은 2010년
부터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중국 내수시장 성장 속도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
국의 내수시장은 수출용 글로벌 ICT 기기 생산이 큰 영향을 차지하므로 이러
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반도
체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으나 생산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국내 생산 증가분이 그대로 수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표 7-15. 한·중 반도체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11.67

12.56

14.88

19.11

14.93

16.41

13.95

12.90

14.11

한국

8.15

8.28

8.58

8.70

9.21

9.32

9.21

12.70

14.36

자료: UN Comtrade, Data 이용 계산(검색일: 2019. 7. 7).

해당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역특화지수가 활용된다. 반도
체산업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중국은 –0.5 수준으로 수출경쟁력이 없는 상황
이다. 따라서 위 수출시장 점유율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다. 반면 한국은 0.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호황기에는 0.4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산업에 수출경쟁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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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한·중 반도체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491

-0.482

-0.460

-0.396

-0.462

-0.441

-0.489

-0.510

-0.500

한국

0.203

0.199

0.215

0.232

0.241

0.229

0.259

0.416

0.494

자료: UN Comtrade, Data 이용 계산(검색일: 2019. 7. 7).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무역수지는 2010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도체 공급과잉으로 반도체산업이 불황이었던 시기
에는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다음에 찾아온 호황기에는 수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2018년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
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반도체 교역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절대적인 경쟁
우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7. 한국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무역수지

10,603

9,135

11,827 15,150 18,041 16,441 12,957 26,099 35,949

무역특화지수

0.446

0.407

0.494

0.537

2014
0.526

2015
0.419

2016
0.365

2017
0.496

2018
0.525

자료: 한국무역협회(2019), 무역통계 DB(검색일: 2019. 7. 7).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이상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아직 중국이 본격적인 생
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는 중국 로컬기업 생산
제품은 거의 없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

262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업이 생산하여 생산 공정상의 이유 혹은 제3국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분야는 팹리
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이므로 한·중 정석적 경쟁력은 메모리반도
체와 시스템반도체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메모리반도체는 아직 중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5년 후 중국이 메모리반도
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해도 수율이 낮고 효율성이 나빠서 원가경쟁력은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수익과는 상관없는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제품의 가격이 낮게 제
공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
로벌 기업의 M&A와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
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정부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자체 기술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
근 중국이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낸드플래시나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메모
리반도체의 성능은 선진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4~5년 정도 발생하고 있다. 미·
중 무역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격차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현재 메모리반도체 분
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는 표준품으로 대
부분 전자기기에 사용되므로 신산업 제품에서도 당연히 메모리반도체가 사용
된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력인 미세화 전환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특성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개발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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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요구되는 사양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쟁력을 충분
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8. 메모리반도체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 중국 로컬기업이 메모리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
하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가격경쟁력을
가격
경쟁력

확보할 것으로 전망

100

-

110

-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는 중국정부의 지원이 필
요한데 제품의 경쟁력이 열위 상황에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얼마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
인가는 불명확

품질
경쟁력

- 중국이 자체 기술로 메모리반도체 개발에 성공하

100

30

80

였으나 수율이 매우 낮고 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경쟁력은 국내기업이 우위를 유지
-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최첨

기술
경쟁력

100

85

85

단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중
국기업은 후발주자로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우
므로 기술경쟁력은 국내 기업이 우위
- 수요산업의 변화와 함께 메모리반도체의 크기, 속

신산업
대응

100

-

90

도, 발열, 전력 사용량 등도 바뀌어야 하는데 중
국기업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개시하는 단계로
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

종합
경쟁력
평가

메모리반도체

향후 수년 내

분야는 세계

중국기업이

1위의 경쟁력을

메모리반도체

보유

본격 생산 가능

- 중국이 메모리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질,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 유지
- 중국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2)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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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보조금과 장려금을 반도체 생태계의 모든 영역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경
쟁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은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해당하는 팹리스가 중국에는 약 2,000여 개 있으며, 내수시장
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팹리스는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이다. 파운드리도 중국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파운드리는 첨단기술이 부족하지만, 국내
팹리스 업체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기술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
술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신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수요산업의
영향으로 중국기업의 대응 능력이 우리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시스템반도
체는 대부분이 주문형 제작이기 때문에 수요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드론과 같이 일부 신산업은 중국이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를 중국의 팹리스가 설계하고 있다. 특히 AI, IoT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기 때
문에 우리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과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내 수요산업 규모의 제약으
로 인해 우리 팹리스 산업이 취약하고,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기술력이 높아
서 신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파운드리 분
야는 삼성전자의 미세공정 전환과 DB 하이텍의 아날로그 칩 생산 등으로 신산
업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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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9. 시스템반도체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15

120

추이 및 전망
- 중국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이 있

100

으며, 또한 팹리스는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
으므로 우리 기업과의 가격 차가 발생

100

110

105

- 중국은 팹리스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시스템반도
체 기술경쟁력은 우수
- 시스템반도체는 주문형 생산이 대부분이기 때문

신산업
대응

에 신산업에도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중국의
100

105

100

대응 능력이 우수
- 팹리스는 우리 기업의 수적 열세로 대응에 차이
가 있으나, 파운드리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

중국은 글로벌 IT

종합
경쟁력
평가

시스템반도체는

기업의

수요산업과

생산기지이며,

밀접한 관계가

국내 소비시장이

있는데 국내

크기 때문에

수요산업의

시스템반도체가

축소로 중국에

빠른 속도로 발달

비해 경쟁력이

가능하여 현재

일부 열위

우리 기업보다

- 중국은 반도체 소비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므
로 시스템반도체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환경
-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튼튼하게 구축되고 있으므
로 우리 기업에 위협
- 우리나라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경쟁우위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3) 경쟁우위 분야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분
야에서는 중국이 질적, 양적으로 우세에 있다. 국내 팹리스 기업은 위축된 상태
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팹리스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고전 중인 상황이
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팹리
스를 비롯하여 파운드리 분야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
하면 한국 팹리스가 경쟁력을 가져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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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반도체는 중국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중국기업이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제품 성능이 저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즉 우리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에 집중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였고, 중국정부는 메모리반도체
자체 생산을 비롯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
였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면 반도체산업 전 분야에 걸쳐 한·중 경쟁이 심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0. 반도체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현재

팹리스(AI, 통신용)

5년 이후

팹리스(AI, IoT)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

메모리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D램, HBM31), 낸드플래시)

팹리스(통신용)

팹리스(이미지센서, 휴대용 전자기기용)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관계는 각각 경쟁우위 분야가 달라
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만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중국은 팹리스와 후공정 분야에 경쟁우위를 보이며, 파운드
리도 점차 경쟁력이 강화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상황이 조금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
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경쟁열위의 팹리스를 세
계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31) 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 메모리): 기존의 DDR 메모리를 대체하고 보다 고대역폭의 메
모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적층형 메모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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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를 추월하고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은 메
모리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쟁
열위 품목이 5년 후에는 경쟁 관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인 중국시장에서는 중국 로컬기업의 제품과 우리 기업 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까지 가동 중이다. 그런데 중국 로컬기업이 메모리반도체
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 우선 채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우리 제품
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팹리스 역시 우리 기업의 역량
이 강화되면 빈약한 국내 소비시장보다는 시장이 더 큰 중국으로 진출이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팹리스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크게 심화하지 않으리라
고 전망된다. 우선 현재 중국에서 소비하는 반도체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
량 측면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 제품의 품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통용되기에 5
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산업 분야는 이와는 또 다른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
준에서 한국기업은 표준품인 메모리반도체로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 하
지만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IoT 등 신
산업 분야에서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 후 역시 이러한 구
도가 계속되어 본격적인 경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그렇지만 한국
의 팹리스 성장으로 인하여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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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현재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O

5년 후

1

2

3

신산업 분야
4

O
O

5

1

2

3

4

5

O
O

O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의 반도체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느리게 발전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 글로벌 ICT 기기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
기 위해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대량으로 반도체를 소비하면서 반도체산업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빠른 속
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반도체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반도체산업을 시작하였
으나 메모리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였고 현재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한·중 간
반도체산업 내 분업이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설계부터 제
조, 후공정까지 모든 공정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
인 후공정은 외부에 발주하기도 한다. 중국은 후공정이 발달해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분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은 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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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견인하고 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여 반도체산업 비즈
니스 모델 중 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부문이며,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
다. 중국정부는 팹리스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
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한 인재를 비롯하여 중국
지역 인재들의 팹리스 창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어 현재 중국에는 2천여 개 이상
의 팹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국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제품이 개발되고 판매되면서 이러한 팹리스들이 빠른 속도록 성장
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팹리스는 2010년대 초반 창업 붐이 일어 최대 350
여 개사가 있었으나, 최근 150여 개사로 대폭 축소되었다. 국내 시장이 협소하
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성장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따
라서 현재 팹리스간 경쟁력을 비교하면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
리고 팹리스는 각국의 전자기기 완성품 제조기업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팹리
스간의 경쟁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육
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스템반도체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이 계획
대로 성공하면 중국과의 경쟁구도도 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메
모리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이 생
산하는 메모리반도체의 품질과 성능이 우리와 비슷해지면 당장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게다가 국내 팹리스가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미국 등 규모가 큰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기술이 중국기업에 발목을 잡
히지 않도록 기술 초격차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미세화
공정 전환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
인 연구개발 투자로 지금과 같이 최첨단의 기술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또한 현재 메모리반도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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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과제이다.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기존의 메
모리반도체를 생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차세대 메모
리반도체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의 반도체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분야
는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이 아
니라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모든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에서의 불
균형을 해소하고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분
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메모리반도체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미세공정 전환과 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성 극대화에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메모리반도체는
수요처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가 표준품이지
만 새로운 전자기기가 개발되면 그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수요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도 소비자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신산업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여 시장을 선
점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 수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기보다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수요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며 경쟁력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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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메모리반도체 미세공정 전환
-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설계 기반 강화
- 소재 및 부품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정부정책
-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육성
- 중소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의 연계 추진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중국정부의 보조금, 장려금 지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중국의 반도체 내수시장은 글로벌 ICT 기기 제조기업의 수요에 좌우되고 있
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가 이들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로컬 ICT 기기 제조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무조건 고품질의 제품이 아닌 상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정부
의 지난 행적을 보면 자국제품 우선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중국
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팹리스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반도체 최대 수요
처인 중국의 전자기기 완성품 생산업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의 파
운드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규모 팹리스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의 파운드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팹리스 제품을 중국
의 파운드리가 생산하면서 중국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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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3. 반도체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중국의 ICT 기기 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 중국 로컬기업 제품 우선 채용이 아닌 중국에서
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제공
- 중국의 파운드리와 국내 팹리스 협력

생산된 제품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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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의 주요 생산국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으로 이외 국
가의 생산량은 매우 적고, 동아시아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중국은 가
장 늦은 후발주자로 2012년에는 금액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8.2%였으나,
2018년 전체 시장 시장점유율은 25.1%로 2위로 도약하였다.

그림 8-1. 주요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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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주요통계」, 각 분기호 발췌.

중국은 LCD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중국의 2018년 LCD 시장점유율은
30.6%로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러 1위로 도약하였으며, 기업별 LCD 시장점유
율도 중국의 BOE가 23%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LG디스플레이는 20%
로 2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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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주요 국가별 LCD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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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주요통계」, 각 분기호 발췌.

이러한 중국의 빠른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인 공격적 투자가 가장 큰 근간으
로 꼽힌다.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들이 LCD 생산규모를 축소 또는 유지하는
데 반해 중국은 지속적인 투자로 압도적 생산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지
속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 대비 2024년 2배에 이를 계획이다.

표 8-1. 지역별 LCD 생산규모 전망
(단위: 1,000㎡)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71,759

69,149

65,119

52,172

53,420

45,733

34,673

34,673

중국

94,058

119,446 148,422 177,251 209,333 222,181 252,361 269,532

대만

79,900

81,392

80,868

75,629

70,847

66,788

64,579

64,579

일본

19,180

18,657

18,267

17,597

16,357

16,192

16,192

16,192

자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주요통계」, 각 분기호 발췌.

디스플레이산업은 PDP가 잠시 TV 시장에서 주요 품목으로 생산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브라운관이 사라지고 OLED의 등장 전까지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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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했다. 그리하여 후발주자인 중국이 OLED 양산에 성공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는 사실상 단일인 LCD 생산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패널
제조에서 2001년 이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OLED 투자로 인한 다각
화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표 8-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 및 품목의 생산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평균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 전체

46.6

55.7

106.8

140.6

146.2

158.5

183.5

258.2

280.7

27.6

LCD

46.6

55.7

106.8

140.6

146.2

157.8

181.8

255.0

273.3

27.2

OLED

-

-

-

-

-

0.6

1.7

3.1

7.4

134.8

증가율

주: OLED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주요통계」, 각 분기호 발췌.

디스플레이는 전자 부품이기에 IT 제품 생산이 수요처가 된다. 특히 스마트
폰과 TV는 전체 수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수요는 주
요 완제품 업체(세트 업체)의 생산공장 위치와 각 업체 입지의 변화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주요 IT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곳곳에 판매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을 가진 중국은 IT 제품에서 압
도적인 생산비중을 가지고 있다. 2018년 48.8%의 LCD TV와 65.1%의 스마
트폰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수요는 압
도적인 수준이었으며, IT 제조업의 저부가가치와 무역적자는 중국정부에 주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LCD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주요 생산품에서 중국 내 생산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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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디스플레이 주요 수요제품의 중국 생산 비중
(단위: %)

품목명

LCD TV

OLED TV

스마트폰

연도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중국의 세계 생산비중

48.6

48.8

17.5

13.5

74.4

65.1

자료: 富士キメラ総研(2019).

이와 동시에 중국 세트사의 성장은 중국에서의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를 견
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은 TV와 스마트폰 모두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
브랜드의 선호도도 높아 세트사의 성장에 주된 발판이 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
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TV 시장에서 중국의 TCL은 2019년 1/4분기
출하량 기준 1위를 차지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약진은
더 눈에 띈다. 2019년 애플을 앞질러 2위로 도약한 화웨이를 비롯 샤오미, 오
포, 비보가 2019년 각각 세계 3, 4, 5위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중국 세트사
생산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세트사의 성장은 중국 디
스플레이 내수시장의 확대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요 해외 세트기
업의 중국 내 점유율이 하락하여 중국 내 공장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디스플레이 내수가 감소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림 8-3. 주요 기업별 스마트폰 판매량
(단위: 백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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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unterpoint Research, 스마트폰 통계 자료,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global-smartphoneshare/(검색일: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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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에서 주요 거래물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패널 생
산 후 모듈공정 이전 상태인 오픈 셀과 후반작업 이후 상태인 패널 모듈이다.
모듈공정은 적용되는 완제품과 공급-생산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트사가 담당하
게 되지만 패널사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수출입 통계는 오픈 셀
과 모듈의 결합된 결과이다. 중국 로컬기업의 패널 생산공장과 모듈 공장 비율
이 높아지면서 수입과 수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수출과 수입 모두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은
수입의 크기가 더 크다. 먼저 수출감소는 해외기업의 모듈공장 축소의 역할이
크다고 여겨진다. 삼성과 LG는 주요 모듈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중국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왔다. 현재 중국 모듈공장은 중국시장 물량에 집중하고 있
으며 베트남에서 세계 각지로의 납품이 주요 전략이 되었다. 수입감소는 중국
기업의 성장에 기인하였다. 중국은 패널사와 세트사 모두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으로 수출하던 한국, 일본, 대만의 물량이 감소하고 중국 내 패널 기업으로
대체하였고, 세트사의 성장에 따라 중국에서 모듈공장으로 수출하는 해외기업
물량의 감소 또한 이루어져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다.

표 8-4.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수출 26,613 29,687 36,432 36,048 31,987 31,190 25,954 25,957 23,426

-0.88

수입 46,903 47,385 50,435 49,896 44,174 40,150 32,060 30,623 26,249

-6.64

자료: UN Comtrade, HS Code 901380 기준32)(검색일: 2020. 2. 11).
32) 디스플레이 패널의 무역통계는 완제품 활용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한국을 제외하고 디스플레
이 품목만을 선별하여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HS코드를 기반으로 분석할 경우 847340,
851770, 852290, 852990, 853120, 853180, 853190, 853890, 854390, 854890, 901380,
901790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해당한다. 그중 851770은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851770은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전화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총괄하여
작성되므로 왜곡이 심하다. 901380는 액정 디바이스 및 레이저기기와 그 밖 광학기기의 부품품에 해
당하여 디스플레이패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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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세계 2위와 LCD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생산능력은 LCD에서는
47.9%에 육박하고 있으며 OLED도 23.3%를 차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수
요처인 TV, 스마트폰, 노트북 모두 중국이 주요 생산국으로 최대 수요처이다.
높은 중국 내 자국 브랜드의 선호도와 함께 TCL과 화웨이로 대표되는 세트사
의 성장은 해외기업의 중국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삼성과 LG의 베트남 모
듈공장 확대는 중국 내 공장을 중국 판매용에 집중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는
역할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패널사의 성장은 수입감소로 이어져 왔다. 프리
미엄 LCD와 OLED의 한국기업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나 시장 확대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영향력은 미미하며 BOE가 중소형 OLED의 양산에 성공하여 수
입 대체 여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생산은 대규모 생산설비의 증대가 계획되어 있어 압도적인 성장 추
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물량증대에
도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성
장률 감소가 나타나, 중국 내수의 증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표 8-5.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특성 변화
- 전체 세계 2위, LCD 1위로 도약

생산

- 중국 생산능력은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인해 계속 상승하여 세계 전체 생산능력에서 LCD

내수

- 디스플레이의 수요시장인 TV, 휴대폰, 노트북 모두 중국이 주요 생산국으로 최대 수요처

의 47.9%를, OLED의 23.3%를(2019) 차지
- 중국의 가전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여 TCL은 TV 시장에서,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
수출

서 중요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해외기업의 중국시장 하락으로 감소
- 한국 패널사의 베트남 모듈공장 확대로 인해 패널 모듈 수출 감소
- 중국의 패널사 성장에 따라 수입대체로 인해 수입 감소

수입

- 프리미엄 LCD 패널 수입은 상당히 존재하나 영향력은 미미
- OLED 패널은 BOE가 양산에 성공하였지만 아직 적은 생산량으로 대부분을 한국으로부
터 수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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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설비 축소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수요 축소
로 인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6.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생산

▲

내수

◇

원인
- 생산능력 향상으로 인해 생산물량에서 압도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생산물량 상승으로 인해 패널 가격 하락으로 물량증대에도 시장성장 정체
가 나타날 것
- 스마트폰 시장 성숙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수출

▽

- 인건비 상승 및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주요 세트사의 생산규모 축
소가 이어져 수출은 다소 감소할 것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집중되어 이루어져왔다. 그 결
과 패널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와 치
킨게임의 격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질적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
다. 중국의 질적 고도화 추세는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OLED를 포
함하여 LCD의 프리미엄화와 Micro-LED 투자 등 전방위적인 접근이 그 특징
이다.
먼저, 중국은 OLED 생산능력에서 이미 23.3%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는 EverDisplay의 소규모 Rigid OLED 생산에 국한되어 왔지만 2018년
BOE가 중소형 양산에 성공하여 점유율을 높혀가고 있다. BOE는 생산설비 확
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중국 패널업체에도 양산까지 시간문제로 예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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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국의 품목 다변화와 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제품의 질적 고도화도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하이센스
는 듀얼셀 LCD를 선보이며 OLED의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
술개발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었다. OLED에서도 화웨이의 메이트 X에 BOE가
패널을 공급하는 등 제품의 질적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중국기업의 노력은 위상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TV에서 TCL과 스마트폰
에서 화웨이는 중국 브랜드의 대표선수로 세계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중국 세트사의 성장은 중국 패널사의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이
어진다. BOE는 화웨이와 협력을 통해 기술확보 및 삼성과의 폼팩터 경쟁을 이
어가고 있으며 CSOT는 TCL의 자회사로 현재는 저가 중심의 시장 공략에서
프리미엄 시장 확보를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질적 고도화에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기초하고 있다. SID를 비롯

표 8-7.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 (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

포함)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특성 변화 방향
- 중소형 OLED 생산 확대와 대형 OLED의 투자가 대규모로 계
획되어 있어, LCD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추세
-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OLED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

◎

며, LCD도 대형 TV를 중심으로 OLED와 경쟁하기 위해 신기
술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BOE가 애플의 공급사로 지정되고 화웨이의 폴더블 폰인 메이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

트 X에 납품하는 등 위상 강화는 더 확대될 것
- 화웨이, TCL 등 중국 세트사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주 디스플
레이 납품처인 중국 패널사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
-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걸처 전방위적인 R&D가 이어지고 있으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며 품질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R&D의 중요성도 증대
- Micro-LED 개발을 통해 Post-OLED의 주도권 경쟁까지 고려
한 기술개발에 집중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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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중국은 주요 연구 참여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다방면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Micro-LED의
연구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Post-OLED의 주도권 경쟁까지 고려한
접근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가장 주요한 지원정책은 ‘2014~16년 신형 디스플
레이산업 발전행동계획’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위 행동계획은 2016년까지 적정 수준의 생산능력을
유지, 상품 구조를 최적화, 산업 자원 환경 효율을 높여 면적 기준으로 ① 출하
량 세계 2위 ② 전세계시장점유율 20% ③ 산업 총 규모는 3,000억 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신형 디스플레이산업 초월발전 3개년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패널 생산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폴더블 패널, 고화질 패널 중심으로 양
산 기술을 확보 적용하여 제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격차는
폴더블 분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비 삼성 폴더블폰에 디스플레이 패
널 공급을 이뤄내고 있으며 OLED 확대 자체가 구조 고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 낮은 단계의 성공은 확실해 보인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생산방식은 양산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요소가 적다. 그중 가장 큰 변화 부분은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OLED 생산이며
중국과 한국 모두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프린팅 기술의
양산 적용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한·중 간 주요 경쟁 분야이다. 이는
증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나 기술 적용 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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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차이가 명확해져 그 의미가 크다.
중국은 디스플레이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신산업 분야인 Micro-LED를 비
롯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활발한 투자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OLED 중심의 제품
구조를 이미 갖춘 한국기업에 비해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표 8-8.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방식의
변화
핵심 신산업
분야

주요 내용
신형 플레이트, 고화질, 유연성 패널 등 양산기술
의 빠른 연구개발을 지지,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구조조정
프린팅 OLED 디스플레이 연구 및 도입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MicroLED 디
스플레이 등 미래지향성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
기술 준비 강화, 산업의 신기술 연구

전망
OLED 생산확대를 통한 구조 고
도화 확대
양산 미적용 분야로 한국과 경쟁
분야
기술수준이 높으며 한국보다 빠
르게 적응할 가능성 존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019), 「중국 OLED 시장 동향」, KITA Market Report 참고하여 정리.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디스플레이 품목의 수출입은 모듈 공정 이후와 이전이 구분되지 않는다. 따
라서 모듈공정 이후의 수출입 물량도 포함하여 수출입 통계를 계산하게 된다.
중국에는 한국의 삼성, LG를 비롯해 주요 패널 생산기업의 모듈공장이 위치한
다. 이에 따라, 중국은 본격적인 패널 생산 이전인 2010년에도 세계 2위의 디
스플레이 수출국이었다. 중국이 본격적인 패널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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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수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2위로 하락
한 뒤 점유율 하락추세에 있다.

표 8-9. 한·중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34.6

37.3

43.3

44.7

43.2

47.0

47.3

42.5

45.9

한국

38.6

34.3

32.3

30.8

32.8

31.6

28.5

23.7

23.1

자료: UN Comtrade, HS Code 901380 기준(검색일: 2020. 2. 11).

중국이 기존의 모듈공장 중심의 체계에서 패널 생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
환되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도화함에 따라 무역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
어 왔다. 2018년에도 아직 수출량이 수입량에 못 미쳐 음의 무역특화지수가 계
산되었지만 2010년의 –0.276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순수
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특화지수가 2018년 0.576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
여주며 지속적인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양의 절대적 감소를 반영하는 형태이다.

표 8-10. 한·중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276

-0.230

-0.161

-0.161

-0.160

-0.126

-0.105

-0.082

-0.057

한국

0.853

0.828

0.825

0.845

0.808

0.771

0.769

0.653

0.576

자료: UN Comtrade, HS Code 901380 기준(검색일: 2020. 2. 11).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2016년부터 가격
하락과 중국 생산 증대로 인해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무역특화지수도 2016년
0.798로 최고점 달성 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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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중국의 패널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를 자국 생산으로 대체
하는 효과가 커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패널사의 모듈공
장과 세트업체의 조립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타 국가로의 이전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감소가 가속하게 되었다.

표 8-1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무역수지

8,575

11,651 16,447 18,917 19,360 21,833 21,288 17,141 15,497

무역특화지수

0.681

0.682

0.757

2013
0.774

2014
0.764

2015
0.757

2016
0.798

2017
0.647

2018
0.58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20. 2. 11).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가격이다. 디스플레이 생
산에서 마더글라스의 크기는 생산비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주요
생산국인 한국, 대만, 일본이 노후화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마더글라스 생산 설
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최적화된 마더글라스 최신 설비를 갖춤에
따라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현존 최대 크기인 10.5세대 TV 패널
을 필두로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쟁 심화에 따라 패널가격 하락이 이미 생산가격에
가까워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추가확보는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LCD 기술력은 QLED로 대표되는 일부 프리미엄 TV를 제외하고 품
질경쟁력은 차이가 없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 OLED는 2018년 중소형에서
양산에 성공하여 한국기업과의 품질 차이가 크게 존재하며 프리미엄 제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국의 양산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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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이는 OLED에서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LCD 기술투자를 단절하여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LCD에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향후 중국이 LCD에서는
앞서갈 것으로 예상된다. OLED에서는 양산 기술력에서도 큰 차이가 아직 존
재하며, 프리미엄 기술에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은 OLED
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폼팩터 적용에 주력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개발 투자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기술이 안정화 및 규격화됨에 따라 중국기업의
양산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
망된다.
OLED에서의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 중국은 Micro-LED를 필두로 미래기술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
향후 발전 가능한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적극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접근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한국 패
널기업이 양산능력을 기반으로 우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신규시장의 다양한
요구 대응에는 중국이 더 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보급형 LCD 중심의 중국과 프리미엄 OLED
중심의 한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OLED 적용이 확대
되고 있으며 폼팩터 변화를 한국이 주도하여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각
주요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패널과 한국의 고기능성 패널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상품이 향후 개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가가 두 국가의 경
쟁구도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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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2.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 LCD 중심으로 대형 마더글라스를 기반으로 한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은 압도적인 가격경쟁
가격
경쟁력

100

120

130

력을 확보
- 10.5세대 TV 패널을 필두로 지속적인 투자계획
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할
것이나 수익성 악화로 제한적일 것
- LCD에서는 프리미엄 TV를 제외하고 품질경쟁
력은 차이가 없음
- OLED는 2018년 중소형 양산에 성공하여 품질

품질
경쟁력

100

85

95

차이가 크게 존재하며 프리미엄 제품에서 더 크
게 차이 남
- 지속적으로 중국의 양산능력을 확보해나가고 있
어 품질 차이는 OLED에서도 빠르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
- LCD 기술력은 한국의 투자 단절로 인해 중국
이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판단됨

기술
경쟁력

100

90

95

- OLED는 양산 기술력에서 차이가 아직 존재,
프리미엄 생산에서 큰 차이
- 주요 기술이 안정화 및 규격화됨에 따라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
- Micro-LED를 필두로 미래기술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웨어

신산업
대응

100

100

105

러블 디스플레이 등 향후 발전 가능한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향
후 중국이 더 유연한 대응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

종합
경쟁력
평가

OLED

전반적인

중심으로 품질,

가격경쟁력과 LCD,

기술경쟁력

신산업 대응에서

존재

우위

- LCD 중심 보급형 중국과 OLED 중심 프리미
엄 한국의 구도
- 중국과 한국의 기술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개별
시장에서 주도적 기술력 선점을 위한 경쟁구도
가 핵심이 될 것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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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에서 LCD의 비중은 2018년 기준 78.8%로 아직 절대적이다.
중국의 집중 투자와 한국의 OLED 전환으로 인해 중국은 LCD에서 가격, 기술,
투자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 모두
LCD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아직까지
프리미엄 LCD 부분에서 QLED TV를 필두로 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OLED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LCD에서의 주도권은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CD보다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는 OLED에서의 격차는 뚜렷하다.
삼성과 LG는 중소형과 대형 OLED에서 각각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더블폰, 롤러블 TV를 선보이며 기술차이에 기반한 폼팩터 전환을 주
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
년 중소형 OLED를 BOE가 양산에 성공함에 따라 5년 이후 중저가 OLED에서
중국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는
한국 패널기업이 새로운 폼팩터를 중심으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QD 활용에서는 현재 상품화된 한국기업의 우위
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Micro-LED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기술
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LED 생산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항후 한
국기업과의 경쟁구도는 우위를 점치기 어렵다.

표 8-13. 디스플레이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현재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 프리미엄 일부를 제외한
LCD 전반

경쟁이 심한 부문
- 프리미엄 LCD(대형, 고화질 TV
중심)
- Micro-LED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 OLED 전반
- QD 기반 기술
- 프리미엄 OLED(폴더블, 터

5년
이후

- LCD 전반

- 중저가 OLED(스마트폰 중심)
- Mirco-LED

치 온 셀, 언더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 QD 기반 기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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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의 투자로 인해 격심한 경쟁구도하에
있으며 중국 내 LCD 시장은 자국 기업우대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국의 고도화는 OLED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폴더블폰,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는 아직 시장성장이 미진하여 경쟁수준이 높지 않으
나 중국의 고도화에 따라서 많은 기업의 진출이 예상되어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이다.

표 8-14.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현재
5년 후

2

3

세계시장
4

0

5

1

2

3

신산업 분야
4

5
0

0

0

1

2

3

4

5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투자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장의 치
킨게임은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디스플레이산업 1위 국가로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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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프리미엄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중국이
LCD를 중심으로 저가시장을 빠르게 침식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중소형 OLED 양산에 성공한 뒤 그 기술력을 높혀 대중
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패널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쟁력 유지는 초
격차 기술에 근거한 차별적 프리미엄 제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
리미엄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현실화되어 있다. 폴더플폰의 성공으로 프리
미엄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BOE와 화웨이의 협
력으로 메이트X 생산을 수행하고 있어 경쟁우위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중국의 생산시설 확충은 국내 패널업체에는 경쟁악화로 작용하지만, 후방산
업에는 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한다. 특히 국내 디스플레
이 장비업체는 국내업체의 설비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설비투자에서 가시
적 성과를 나타내었고 성장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설비투자 단계에서 장비산업
이 성장했듯 중국의 생산 확대는 국내 소재 및 부품 업체들의 시장 확대로 이어
질 것이다. 현재까지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기업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의 OLED 생산 확대를 통한 구조 고도화는 한국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킴에 따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초격차 기술력에 근거한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가 이어져야 한
다. 새로운 폼팩터의 활용과 터치 온 셀 기술, 크리스탈 사운드 기술 등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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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기술 적용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차별적 지위확보와 새로운 수요 창출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프리미엄 상품의 성장은 새로운 소재, 장비, 부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 산업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은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산업기반
조성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야 한다. 최근 지속적인 R&D 연구과제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즉각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충남에 구축이 결정된 ‘디스플레이 혁
신공정 플랫폼’은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생태계 강건성을 확보하고 산학연관의 협력
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표 8-15.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초격차 기술력에 근거한 차별적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고부가가치화
- 생태계 강건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협력
구조 형성
- 핵심인력 양성 및 유출 방지를 통한 기술력 확보

정부정책
-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의
기반 조성
- 수요기반 전문인력 집중 양성
- 기업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과 컨소시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한국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이자 프리미엄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기존의 시장 확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서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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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인 TV,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주도하여 디스플레
이의 신수요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세트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체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양산설비 확충과 중국 완성품 업체와의 협력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 규정 수
립과 표준화를 주도하여 빠르게 시장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
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라 진출 기회는 많아지
고 있지만 국내 후방산업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
다. 이와 더불어 LCD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패널업체의 경영악
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수집과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이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 확보와 위험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기반
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8-16. 디스플레이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중국 세트업체와의 협 - 신기술 패널 적용을 위한 안전규정 수립 및 표
력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확대

준화 주도

- 중국 패널 생산 확대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시 - 중국업체와의 협력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 확대

협의체 및 컨소시엄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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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중국의 휴대폰 생산규모는 세계 최대로 2010년 약 10억 대 수준에서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18년 18억 대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폰 생
산거점이자 시장으로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글로벌 휴대폰기업들이 중국
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로컬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생산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중국 휴대폰의 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휴대
폰 보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요가 포화에 이른 점과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중국 내에서 휴대폰 생산규모를 크게 축소한 데 기인한다.33) 세계 스마트폰 생
산에서 중국은 2018년 기준 약 6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1. 중국 휴대폰의 생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대, %)

품목명

2010

2011

2012

생산량

99.8

113.3

118.2

증가율

(46.4) (13.5)

(4.3)

2013

2018

연평균

2014

2015

2016

2017

152.3

168.2

181.3

184.8

189.0

179.8

7.6

(28.9)

(10.4)

(7.8)

(2.0)

(2.2)

(-4.8)

-

증가율

자료: 중국 통계국,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20. 1. 6).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은 2018년 기준 4억 2,800만 대를 상회하였다. 이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약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계 최대이다. 중국 휴대
폰 시장은 스마트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27.2% 비중을 차지하며 역시 세계 1위이다.

33) 삼성전자는 2019년 말 중국 내 휴대폰 생산공장을 철수하여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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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대체로 중저가형 제품 수요가 높은 특징이 있는 가운
데, 고급형 스마트폰 수요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로컬업체들이 고사양의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 출시
를 확대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급형 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115.5%를 기록하고 있다.

표 9-2. 중국 휴대폰이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생산

품목명
휴대폰 전체
스마트폰

내수

비중

순위

비중

순위

62.0(추정)

1

23.3

1

65.1

1

27.2

1

주: 생산은 스마트폰 생산량 기준임.
자료: 富士キメラ総研(2019), pp. 148~149; Gartner(2013-2019), www.gartner.com(검색일: 2019. 9. 20).

표 9-3. 중국 휴대폰산업의 내수판매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대, %)

품목명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82.7 443.8 407.1 435.8 471.9 473.7 490.1 445.6 428.7

CAGR
(‘11-18)
-0.5

스

보급형 폰

-

44.3

77.6

155.2 185.4 172.9 205.6 213.6 206.4

24.6

마

프리미엄폰

-

28.1

82.2

65.9

21.5

트

저가형 폰

-

5.2

17.8

109.6 151.9 153.2 146.8 100.7 107.0

54.0

폰

소계

-

77.7

177.6 330.8 435.6 447.1 471.1 436.3 423.4

27.4

-

366.1 229.5 105.0

피처폰

98.3

36.3

121.0 118.7 122.0 110.0

26.6

19.0

9.3

5.3

-45.4

자료: Gartner(2013-2019), www.gartner.com(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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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중국 휴대폰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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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급률

자료: ITU(2019), www.itu.int(검색일: 2019. 12. 5).

중국의 휴대폰 수출은 2010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꾸준히 나타
내고 있다. 2010년 약 775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2.1% 성장하여
2018년 1,933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중국 휴대폰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
면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휴대폰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중국에는 로컬업체의 휴대폰 제조공장과 윙텍, 롱치어 등 다수의 중국 ODM
업체, 그리고 대만의 최대 휴대폰 위탁제조업체인 폭스콘과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제조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 휴대폰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폰 수출국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반면, 휴대폰 수입규모는 2018년 2억 9,000만 달러로 수출규모에 비하면 매
우 작은 수준이다.
중국의 휴대폰부품 수입은 2010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18년 약 422억 달
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중국 내에서 휴대폰부품 조달률은 대체로 높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폰 생산거점
으로서 모바일 반도체, OLED, AP 등 프리미엄폰에 채용되는 핵심부품의 수입
수요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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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품목

2010

전체

775.6 1,014.1 1,210.8 1,427.7 1,610.4 1,746.8 1,646.3 1,788.0 1,933.6 12.1

휴대폰

470.7 631.9 814.7 956.4 1,159.2 1,251.0 1,161.7 1,279.1 1,415.1 14.8

휴대폰부품 304.9 382.2 396.1 471.3 451.2 495.9 484.5 508.9 518.5
전체
휴대폰

증가율

6.9

181.3 254.9 341.1 414.1 385.2 434.8 407.2 420.1 425.8 11.3
11.4

12.8

16.4

16.6

17.9

35.5

25.4

7.5

2.9

-15.6

휴대폰부품 169.9 242.1 324.7 397.5 367.3 399.3 381.8 412.6 422.8 12.1
주: 휴대폰(851712), 부품(851770)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 무역통계DB(검색일: 2020. 1. 6).

최근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이 스마트폰 시장 포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
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본격적인 세계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힘
입어 신규 5G폰 및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이다.34)
중국은 2019년 11월부터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
적으로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발전이 시장 수요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폼팩터로 평가되는 폴더블폰 시장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폴더블폰은 2019년 9월과 11월에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각각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2020년 2월에 모토로라(레노버)도 미국시장에 출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휴대폰산업의 생산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은 중국
휴대폰산업의 성장세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34) 한편 2019년 12월부터 중국(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휴대
폰 생산 및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시장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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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현재 중국 휴대폰 생산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 및 대체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일부(2019년
약 3,000만 대 수준)를 중국 ODM 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하고 있다.

표 9-5.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특성 변화
∙ 세계 최대 생산국(세계 전체의 65%)이지만, 세계 보급률 확대로 증가세 둔화
∙ 중국 OEM·ODM 제조업체들의 국내외 휴대폰에 대한 외주생산 비중이 높은 특징
∙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신규 수요가 줄어들며 성장세 둔화추세

내수

∙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제품 비중이 85%를 상회
∙ 2019년 10월 5G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5G폰 수요가 확산될 전망

수출
수입

∙ 중국 로컬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동남아 시장과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추세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웨이 제재 등은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부품경쟁력이 미흡하고 완제품 생산거점으로서 핵심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특징

자료: 저자 작성.

표 9-6.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전망
업종

전망

원인

생산

△

내수와 수출 확대에 힘입어 확대

내수

△

2020년 본격적인 5G 서비스 확산으로 5G폰으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전망

수출

▲

세계 5G폰 시장 확대와 폴더블폰 수요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개화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제품간 차별화가 크게 축
소되고 업체간 혁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9년 4월 3일 한국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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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5G폰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
도 시작되었다. 중국 휴대폰 시장도 세계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중저
가폰 위주의 중국시장은 최근 고화질·고기능의 고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5G폰 시장도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자국 브랜드에 대
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가 85% 이
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9-2. 중국 휴대폰 시장의 제품별 비중 추이
2018

48.1

25.7

25.0

1.2

2017

47.9

27.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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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artner(2019), www.gartner.com(검색일: 2019. 9. 20)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글
로벌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럽, 동남아 등 여타 지역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
다. 2019년 1/4분기 화웨이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올
라섰으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 5위에 중국의 오포와 비보도 진입해 있
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압도
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외산 브랜드로 유일하게 애플이 상위 5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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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세계 및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체별 점유율
(단위: %)

세계시장

순
위

2018년

중국시장
2019년 1Q

2018년

2019년 1Q

업체

비중

업체

비중

업체

비중

업체

비중

삼성

19.0

삼성

19.2

화웨이

25.8

화웨이

29.5

2

애플

13.4

화웨이

15.7

오포

19.9

비보

18.7

3

화웨이

13.0

애플

11.9

비보

17.8

오포

18.6

4

샤오미

7.9

오포

7.9

샤오미

12.2

샤오미

10.2

5

오포

7.6

비보

7.3

애플

7.9

애플

8.5

6

비보

6.6

샤오미

7.3

메이주

2.4

삼성전자

1.4

7

LG전자

2.9

레노보

2.6

삼성전자

1.5

메이주

1.0

8

레노보

2.5

LG전자

2.3

지오니

1.3

Koobee

0.8

1

자료: Gartnenr(2018, 2019) 참고.

중국 휴대폰 시장은 2020년부터 5G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면서 5G 스마트
폰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가트너에 의하면, 중국 5G폰 시장은 2019년 약 8
백만 대 수준에서 2022년까지 매년 21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선점효과를 이어가
고 있는데, 2019년 세계 5G폰 시장에서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업체들도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2019년 5G폰 시장에서 약
34%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중국의 비보, 샤오미, 오포 등도 5G폰
을 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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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중국의 주요 기술방식별 휴대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대, %)

구분
2G
3G
4G

2016

2017

EDGE

57.4

23.4

17.1

13.2

8.8

4.4

1.4

-76.9

-43.0

TD-SCDMA

4.4

2.3

-

-

-

-

-

-

-

22.1

4.7

2.1

HSXPA

2018e 2019e 2020e 2022e

CAGR

2015

’15~’18 ’18~’22

-

-

-

-

-

-

LTE

165.5 206.0 192.4

203.1

205.6

187.6

84.9

22.7

-19.6

TD-LTE

187.6 229.4 215.9

225.2

218.8

200.7

100.2

20.0

-18.3

-

8.8

43.6

279.8

-

216.3

441.6

442.1

436.3

466.3

0.0

1.4

5G 이동통신용
총합계

-

-

-

441.4 468.2 427.6

자료: Gartner(2018), www.gartner.com(검색일: 2019. 9. 20).

포스트-스마트폰으로 주목되고 있는 폴더블폰 분야에서도 중국업체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스타트업 로욜(Royole)이 초기 형태
의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폴더블폰(FlexPai)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선 보
인데 이어, 2019년 11월 화웨이가 폴더블폰(메이트X)을 정식으로 출시하였
다.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는 2020년 2월 현재 미국시장에 폴더블폰
(RAZR)을 출시하였으며, 샤오미, TCL 등 다수의 중국업체들이 폴더블폰 시제
품을 공개하며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휴대폰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질적 고도화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중
국기업들은 모바일 이차전지, 모바일 디스플레이(LCD)뿐만 아니라 AP, 인공
지능 칩, 지문인식 모듈 등을 자체 개발하며 핵심부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
근에는 5G 칩을 개발하는 등 중국기업들은 독자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웨이는 2019년 5G 모뎀칩인 발롱 5000을 개발한 데 이어 7나노 EUV 공정
기반으로 5G·AP 통합칩(기린 990)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으며, ZTE도 7나노
및 5나노 공정 기반의 5G 칩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자주기술 확보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중국 휴대폰 산업의 고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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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포함)

●

변화

특성 변화 방향
∙ 피처폰 비중은 크게 축소되고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되
고 휴대폰부품의 중국 내 조달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
∙ 저가형 스마트폰에서 가성비 높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전략을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화웨이 등이 자체 AP, 5G칩, AI칩을 개발하여 일부 채용 시작
∙ 신규 5G 스마트폰, 폴더블폰 등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전 중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2015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국으로 도약하였으며 2019년
●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2위 업체로 도약
∙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제품 비중이 85% 이상으로 확대

◎

∙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중국업체들이 R&D 역량을 강화, 5G 이동
통신(통신기기 포함) 주도 위해 R&D 투자를 적극 추진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휴대폰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중국 휴대폰산업 육성정책은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13·5 규획’
(2016~20)과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2·5 규획을 통해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 독자의
TD-LTE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단말 및 장비 분야 육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5G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차세대 IT 기술 등 10대 핵심 산업분야 육성을 제시
하고 있는데, 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5G 이동통신기술, 초고속 스마트 광전송
기술, 첨단서버, 신형라우팅, 차세대 기지국, 신형 스마트 단말기 등의 개발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안 관련 운영체제(OS), SW 플랫폼 및 응용 어플리케이
션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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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향후 10년간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산업과 연관산
업 분야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광대역 및 차세대 이동통
신망 구축,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을 목표
로 하고 있다.36) 2016년에는 인터넷플러스 3년 행동실시방안을 마련하고 AI
단말기와 웨어러블 기기 등의 핵심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
획을 제시하였다.

표 9-10. 중국 휴대폰산업 전망 및 목표
구분

2020

2025

휴대폰 시장

5G 상용화

-

2030

중국 자주 브랜드의 - 광통신장비 세계 1위

- 광통신장비 핵심부품 국산화 실현

판매규모 및 점유율

- 라우터·교환기 세계 1위, 25%

휴대폰 업체

유지
- 5G 단말 개발
- 5G 핵심칩·부품 개발

- 5G 최강국 도약
목표

- 5G 단말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자료: 「中國制造 2025」, 工业和信息化部(2016) 등 5G 육성 계획 등에서 참고하여 정리.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전
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의 촉진과 함께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집적회로, 신소
재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천명하였다. 2018년 초 정부업무보고에서
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추세 속에서 혁신형 국가건설과 13·5 규획 실
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중국정부는 5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고 2018년 2월에 2030년 5G 세계 최강국 목표로
5,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37)

35) 조 철 외(2016) 참고.
36) 중국 국무원(2015), 「인터넷 플러스 전략」 참고.
37) 조 철 외(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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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주요 내용

기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및

전망

산업구조

국제표준 선도로 통신장비와 단말 부문의

고도화

산업화 및 고도화 추진

생산방식의

제품 품질 및 생산 효율성 제고 위해

AI, 데이터, 5G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화

변화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추진 전망

5G 핵심부품은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하나,
통신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 유지 전망

5G 이동통신 관련 단말기 개발에 초점을
핵심 신산업
분야

맞추어 산업화를 추진, 5G 핵심칩 및

5G 장비 및 부품은 2025년 글로벌 진출

통신부품, 스마트 단말기, 5G IoT 단말

목표를 이루고, 5G폰 분야는 발전목표를

개발을 추진하여 2025년 글로벌 시장

상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진출을 추진
자료: 조 철 외(2016), 「중국제조 2025」 등을 참고하여 정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5G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을 비교적 이른 시
기인 2012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2월 중국은 5G 투자를 위해 공업정보화부, 과학기
술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이 결성한 IMT-2020 프로모션 그룹을 구성했으
며, 화웨이는 2009년부터 5G 예비연구를 시작하고 ZTE는 Pre-5G 개념을
2014년에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자주기술 확보전략
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
로 중국의 휴대폰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
계 차세대 이동통신 및 단말 부문에서 핵심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되며, 향
후 포스트-스마트폰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6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거점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게 세계 휴대폰 수출시장
에서 2018년 기준 5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휴대
폰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2.5%로 크
게 낮아졌다. 이는 국내업체들의 휴대폰 생산이 베트남, 인도 등 해외에서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는데 2019년 현재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은 약 92% 수준으로
높아졌다. 휴대폰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휴대폰부품의 해외생산
및 현지조달 비율이 높아지면서 휴대폰부품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도 크게 낮아
졌다.

표 9-12. 한·중 휴대폰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휴대폰

중국

38.5

41.5

43.0

45.1

46.7

46.2

46.0

53.8

57.2

전체

한국

9.1

6.6

7.2

7.2

7.5

6.4

3.5

3.6

2.5

휴대폰

중국

36.5

39.0

43.8

45.5

49.8

53.0

51.7

50.7

57.2

완제품

한국

11.9

9.3

6.5

6.3

5.4

4.4

3.6

2.8

2.5

주: 휴대폰완제품은 851712, 휴대폰 전체는 휴대폰(851712), 휴대폰부품(851770) 합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한국과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평가하면, 중
국 휴대폰산업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2018년 0.996으로 완전 특화에 가까
워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휴대폰의 대세계 무
역특화지수가 2010년 0.633에서 2018년 0.173으로 수출특화 정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2019년 LG전자가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국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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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국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한국 휴대폰 산업
은 해외생산 체계가 거의 확립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의 대세계 무
역특화지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9-13. 한·중 휴대폰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휴대폰

중국

0.598

0.560

0.550

0.614

0.604

0.603

0.618

0.639

0.996

전체

한국

0.633

0.695

0.703

0.542

0.473

0.381

0.082

0.135

0.173

휴대폰

중국

0.953

0.960

0.961

0.966

0.970

0.945

0.957

0.988

0.996

완제품

한국

0.814

0.726

0.842

0.854

0.753

0.544

0.477

0.165

0.173

주: 휴대폰완제품은 851712, 휴대폰 전체는 휴대폰(851712), 휴대폰부품(851770) 합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6).

한국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14년 무역적자로 전환
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8년 –0.395로 수입특
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대폰완제품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0.974로 완
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표 9-14. 한국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구분
휴대폰
전체
휴대폰
완제품

2010

2011

2012

2013

2014

87

1,243

1,758

-318

0.012

0.225

0.245 -0.027 -0.091 -0.230 -0.465 -0.395

무역수지 -1,020 -1,954

-778

-958

무역수지 1,779
무역특화
지수

무역특화
지수

0.267

2015

2016

2017

2018

-1,228 -2,097 -3,809 -2,656

-1,655 -2,934 -2,358 -3,552 -3,221

-0.653 -0.992 -0.874 -0.985 -0.970 -0.974 -0.972 -0.979 -0.974

주: 휴대폰완제품은 851712, 휴대폰전체는 휴대폰(851712), 휴대폰부품(851770) 합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DB(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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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 휴대폰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지만 일정 정도 글로벌 수
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휴대폰업체들은 높은 가격경쟁력
에 핵심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출시하며 세계시장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중국 휴대폰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안
문제 등으로 미국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럽과 인도, 베
트남 등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모바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OLED), 카메라모듈, 배터리 등 주요 휴대폰
핵심부품은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이다. 2020년부터 신규 5G 스마
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폴더블폰 등 플렉서블폰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 우리나라가 해당 부분의 핵심기술과 특허 그리고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며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9-3. 기업별 세계 5G 표준필수 특허
화웨이(중)
노키아(핀)
ZTE(중)
LG전자(한)
삼성전자(한)
에릭슨(SE)
퀄컴(미)
샤프(일)
인텔(미)
CATT(중)
OPPO(중)
인터디지털(미)
KT(한)
ETRI(한)
블랙베리(캐)
후지쓰(일)
애플(미)
소니(일)
미디어텍(대)
ITRI(대)
에이수스텍(대)
NEC(일)

48
42
30
20
20
15
14
14
11
8
7

222

660
618
552

921

1,058

2,160

1,516
1,424
1,359
1,353

스웨덴
8.8%

일본
5.7%
중국
36.1%

핀란드
12.6%
미국
13.3%

한국
23.1%

자료: IPlytics(2019. 7) 자료를 산업연구원(2019), 「미래전략산업브리프」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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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 후에는 중국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면서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화웨이, 모토로라(레노버) 등 중국업체들은 신규 폴더블폰을 시
장에 출시한 상황이며, 5G칩 시장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
다. 2019년 세계 5G 반도체 시장에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약 2%
의 낮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지만 성장속도가 높은 수준이다. S.A.에 의하면,
2019년 5G 모뎀칩 시장에서 퀄컴이 87.9%로 1위이며, 삼성전자 7.5%, 인텔
2.5%, 하이실리콘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8) 또한 세계 5G 표준필수 특
허출원 건수 기준(2019년 7월 기준) 상위 5위 업체를 보면 화웨이가 2,160건
으로 1위이며 중국의 ZTE가 3위에 포함되었다. 한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
각 4, 5위를 차지하였다.

표 9-15.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신산업
대응
종합
경쟁력
평가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15

110

추이 및 전망
중국 내 입지경쟁력이 높아 중국이 높은 수준을 유지

100

하나, 한국업체들도 외주생산 비중을 높이며 격차가
축소될 전망

100

95

97

100

95

98

100

105

102

기술경쟁력은 세 가성비 전략으로 시
계 최고이나, 플 장입지 확대하며, 폴
랫폼 등 SW와 더블폰 등 신산업
가격경쟁력 미흡 분야 적극 대응

휴대폰 핵심부품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지만, 신
뢰성 등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
5G 스마트폰, 플렉서블폰, 핵심부품 등에서 한국이
비교우위 유지 전망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및 상용화, 창업기반,
규제 등 여건이 중국 우위 평가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중국의 가격우위 지속으로 프리
미엄 제품(5G폰, 폴더블폰)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
은 더욱 확대 전망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38) 『조선비즈』(2019. 5.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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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산업 대응 면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이는 중국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제도·규제 환경
하에서 5G 응용 분야의 상용화 수준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201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6G 연구 프로젝
트가 시작되었으며, 민간에서는 화웨이, 차이나텔레콤 등 ICT 기업들이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재 중저가폰 위주의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중 간 제품 경쟁이 확대
되고 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5G폰과 플렉서블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한·중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2025년경에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
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용 핵심부품 분야에서 중국은 대체로 선진국과 우
리나라에 비해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5년 이후에는 5G칩, AI칩
등 모바일 시스템반도체와 OLED 분야 등 우리가 상대적 강점을 가진 분야에
서 중국이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이차전지, 얼굴인식센서, 생체인식모듈 등의 핵심 분야
에서도 한·중 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9-16. 휴대폰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현재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 피처폰

∙ 보급형 및 고급형 스마트폰

∙ 저가형 스마트폰

∙ 휴대폰부품(PCB(HDI), 인식 ∙ 핵심부품(모바일 칩, OLED,

∙ 범용부품
5년

∙ 범용부품

이후

∙ 중저가형 스마트폰

센서 등)
∙ 고급형 5G폰, 폴더블폰
∙ 휴대폰부품(생체인식모듈, 중
저급 OLED, 카메라모듈 등)

∙ 고급형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이미지센서 등)
∙ 고급형 플렉서블(폴더블)폰 등
포스트-스마트폰 분야
∙ 휴대폰부품(반도체, 플렉서블 OLED,
이미지센서, 이차전지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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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양강 경쟁구도였
지만,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현재 한·중·미 3강 경쟁구도로 전환되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기준 1위이고 화
웨이가 2위, 애플이 3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2015
년 이미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국으로 도약하였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로컬 스마트폰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인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비중은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는 중국 위탁생산업체에 중저가폰의 ODM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세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도 확대될 전망이다.
5G 스마트폰과 플렉서블폰 등 차세대 및 포스트-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이후에는 동 분
야에서 중국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져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17.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5

현재

0

5년 후

0

1

2

3

신산업 분야
4

5

0

1

2

3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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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0
0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 휴대폰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중 간 분
업관계는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스마트
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한·중
기업간 제품 차별화를 위한 혁신 주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중 휴대폰 협력관계를 보면 한국업체들은 중국 제조업체에 중저가폰의
ODM 등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는 한국의 모바일 반도체 및 OLED 등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
황이다. 국내 휴대폰산업이 중국과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부품의 경쟁력이
완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글로벌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핵심부품의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망에서 우리
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망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
화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중국에서의 자체 생산을
크게 축소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업체를 통한 ODM 생산을 확대하
고 있는데, 국내 휴대폰산업은 새로운 플렉서블 스마트기기 등과 같은 차별화
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중저가폰은 중국업체에 ODM 생산을 맡기는 이
원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산업의 생태계가 기존 OS 플랫폼 중심에서 인공지능이나 IoT 기반
의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동 플랫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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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IT기기와 연계하여 산업생태계를
넓히고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나 IoT 기반의 플랫폼과 이를 중심으로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
후 휴대폰 시장은 단순히 하드웨어 경쟁뿐만 아니라 AI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기반의 플랫폼 경쟁이 확대되면서, 한·중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세계시장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미래 유망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크게 약화된 경쟁입지를 회복
하고 중국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중국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
지고 있는 5G폰이나 폴더블폰과 같이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가 중
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부문의 핵심원
천기술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 포스
트-스마트폰 분야의 응용 및 상용화 R&D에 좀더 역량을 집중하면서 미래 경
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지능화,
초연결화 등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및 융합 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 고도화에 대응하고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기 위해 핵심부품의 경쟁
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휴대폰산업은 해외생산 확대로 주력 수출품목 구조
가 부품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 및 수출기반 강화 차원에
서 핵심부품의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
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전략 강화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융합센서 등 유망 핵심부품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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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내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핵심 플랫폼과 핵심소재부품 등 후방 분야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적기에 상용화하여 시장창출을 이루도록
평가·인증 및 실증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 차원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중국시장 진출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 휴대폰산업은 단말기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말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균
형 발전도 요구된다. 따라서 5G, AI 및 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중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등을 통
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포스트-스마트폰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업 육성과 인재양성 노
력도 필요하다. 동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 등을 통해 산업생
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창출에 걸림
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적극 개선 또는 마련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스마트
폰 분야로 전망되는 지능형 플렉서블 및 웨어러블 분야, 홀로그램, 그리고 AI
융합 단말 분야 선도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과감한 혁신투자가 요구된다. 피부
부착형, 삽입형 등 인체친화형 스마트기기의 조기 출시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및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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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8.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정부정책
∙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 차세대·신산업 분야 핵심·응용기술 투자 확대

표준지원 강화

∙ 미래 지능형 핵심부품의 선도 역량 확보

∙ 신기술·제품의 시범·실증 지원 등 상용화 지원

∙ 기술 혁신 선도로 제품 차별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성장여건 개선 및 시장개

∙ 핵심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척 지원을 강화
∙ 신산업 분야 창출 위한 법·제도 개선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신규 5G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중국 휴대폰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5G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과 차별적인 제품경쟁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 현재 중
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제품의 입지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성공
전략으로는 중국 진출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5G 신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AI, IoT 등 주요 기술이 접목된 플더블폰 등 차별적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포스
트-스마트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5G 칩·안테나, 모바일용 마이크로
-LED, 차세대 메모리, 이차전지 등 모바일 핵심부품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
면서 중국 내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
후 초연결, 초고속의 5G, IoT 환경에서 온라인·디지털 유통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 중국의 지역별 신유통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5G
기반의 AR·VR, 스마트홈, 스마트도시 등 5G 기반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프
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한·중 양국 기업간 개방적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역별 시장 및 투자 정보,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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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장이 이제 성장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5G 고도화와 Beyond-5G 등 차
세대 단말 분야 등에서 한·중 협력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간
5G뿐 아니라 6G 분야에 대해 산·학·연 차원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활
성화하고 향후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
해 양국 이동통신 분야의 상호 발전을 이루고 중국 휴대폰 시장 진출기반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19. 휴대폰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프리미엄 전략 강화로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차세대 융합단말, 스마트기기의 적기 사업화 지원

∙ OLED, 마이크로-LED, 차세대 메모리, 이차전 ∙ 완제품 및 부품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국
지 등 플렉서블 핵심부품의 글로벌 역량 확보
∙ 5G,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역량 확보를 통한 미래기술·제품 선도
∙ 중국 온라인 유통, 신유통 확대에 적극 대응

지역별 진출 확대 지원(시장·투자정보, 마케팅
등) 강화
∙ 한·중 간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협
력 강화

∙ 한·중 기업간, 산·학·연 간 협력관계 확대 노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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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가전산업은 영상음향기기(TV, 비디오카메라, 라디오, 스피커 등), 생활가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난방기기 등), 조명기기(전구, LED 등)
에 속하는 다양한 가정용 전자제품 품목을 포괄한다. 자료의 한계로 여기서는
주요 대형가전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의 가전산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TV는 다
양한 혁신기술이 집약된 대표적인 디지털 가전으로 주요 대기업은 매년 혁신적
인 신제품을 출시한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모터와 압축기 등을 핵심부품으로
하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전통적인 필수 생활가전이다. 에어컨은 비교적 최근
보급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공조가전이며 진공청소기는 소형가전에 속하나 최
근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급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의 주요 가전 품목별 생산규모를 살펴보면, 중국 가전산업은 TV와 에어
컨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TV와 에어컨 생산대수는 2010
년 이후 각각 연평균 6.0%, 8.2%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8년 에
어컨 생산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하여 최근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세탁기와 냉장고는 중국 내 보급률이 상승하고 세계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표 10-1. 중국 가전산업 및 품목의 생산 변화 추이
(단위: 만 대, %)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컬러TV 11,830 12,231 12,824 12,745 14,129 14,476 15,770 15,933 18,835

6.0

세탁기

6,248

6,716

6,791

7,301

7,114

7,275

7,621

7,501

-

2.6

냉장고

7,296

8,699

8,427

9,256

8,796

7,993

8,482

8,548

7,993

1.1

에어컨 10,887 13,913 12,399 13,069 14,463 14,200 14,342 17,862 20,486

8.2

진공
청소기

7,669

8,400

8,145

8,981

8,800

8,704

자료: 중국 통계국(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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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9,892

-

3.7

최근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진공청소기는 세탁기와 냉장고 대비 소폭
높은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중국의 전체 가전 소비시장 규모는 2018년 8,150억 위안(약 137조 원) 규
모로 2010년 이후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2018년 기준 에어컨이 전체 시장의 24%(1,980억 위안)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이어서 TV(18%), 냉장고(12%), 세탁기(9%) 순이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장은 2018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TV는 전
년대비 9.6% 감소를 기록하였다. 최근 중국기업이 TV의 핵심부품인 LCD 패
널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중국 로컬기업이 TV 시장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면
서, TV 시장은 판매 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기준 시장은 감소하였다. 진
공청소기는 주요 가전 대비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최근 보급률 확대로
2018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의 성장률(45.6%)을 기록하였다.

표 10-2. 중국 가전산업 및 품목의 내수판매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품목명

연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122

4,875

5,138

5,931

6,242

6,207

6,488

7,581

8,150

8.9

컬러TV

-

-

-

-

-

-

-

1,586

1,433

-9.6

세탁기

-

-

-

-

-

-

-

686

707

3.1

냉장고

-

-

-

-

-

-

-

937

969

3.5

에어컨

-

-

-

-

-

-

-

1,895

1,980

4.5

-

-

-

-

-

-

-

134

195

45.6

산업
전체

진공
청소기

증가율

자료: 智妍咨询集团(2019)39); 中国家用电器研究, 全国家用电器工业信息中心(2019)40)에서 재인용.

39) 지연컨설팅그룹(2019), 「2019~2025년 중국 가전업계 시장운영 태세 및 전략컨설팅 연구보고서」.
40) 중국가전연구원, 전국가전제조업정보센터(2019), 「2018년중국가전업계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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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로컬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중국 가
전산업의 전 세계 생산비중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시장 비중
이 큰 에어컨은 중국 내 생산이 전 세계의 77.1%를 차지한다. 냉장고(63.2%),
세탁기(56.2%), LCD TV(48.8%) 품목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진공청소기는 중국 내수규모가 전 세계시장의 4.8%에 불과
하지만, 생산 비중은 38.5%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0-3. 중국 가전산업 및 품목이 세계 생산 및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단위: %)

품목명

생산

내수

비중

순위

비중

순위

LCD TV

48.8

1

22.6

1

세탁기

56.2

1

27.2

1

냉장고

63.2

1

21.0

1

에어컨

77.1

1

55.3

1

진공청소기

38.5

1

4.8

-

주: 1) TV는 OLED TV는 제외한 수치임.
2) 비중은 대수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자료: 富士キメラ総研(2019).41)

내수 측면에서도 중국은 생산대수 기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모두에
서 전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에어컨은 최근 보급 확대로 세계
시장의 55.3% 비중을 차지하였다(富士キメラ総研 2019). 이는 중국에서 중저
가 제품 중심으로 보급대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
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금액기준으로
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액기준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유한 국가이다.
41) 후지키메라종합연구소(2019), 「2019월드와이드일렉트로닉스시장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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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전 세계 소비가전 시장의 지역별 비중
Middle East and Africa 6%
Latin America 7%
China 25%
Emerging Asia 7%

Developed Asia 10%

Europe 25%
North America 20%

주: 2019년 전 세계 소비가전 시장규모는 1조 520억 유로로 추정됨.
자료: GfK(2019), Statista(검색일: 2020. 1. 6)에서 재인용.

중국의 주요 가전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TV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대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제
품을 생산하는 외국 브랜드 기업과 중국 제조전문기업(EMS)42)의 해외수출 비
중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3) 수입은 TV가 2018년 기준 119억 달러를 기
록하였으나 나머지 주요 가전은 수입액이 수억 달러 미만으로 나타나, TV를 제
외한 나머지 품목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조명기기는 가정용과 사업용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어렵다. LED 조명과 같은 친환경 고효율 조명의 확산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구를 제외한 조명기기 품목의 수출규모는
2018년 353억 달러로 TV 수출액을 상회하며, 연평균 성장률도 6.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2)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전자제품 생산전문기업으로 전자제품 브랜드 기업으로부터
위탁생산(OEM, ODM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
43) 중국의 제조전문기업은 외국기업의 위탁생산 비중이 높아, 이들 제품의 수출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중국 로컬기업의 수출규모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에 대해서는 구
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제10장 가전산업 • 323

표 10-4. 중국 가전산업 및 품목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수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TV

25,825 24,275 22,509 21,803 25,688 22,776 22,863 26,028 27,086

0.6

세탁기

3,558 4,058 4,357 4,488 4,801 4,650 4,708 5,463 6,036

6.8

냉장고

2,743 3,244 3,881 4,083 4,514 4,178 3,901 3,756 4,031

4.9

에어컨

6,110 8,057 8,202 8,380 7,867 7,510 7,812 8,829 9,654

5.9

진공청소기 2,370 2,585 2,707 2,946 3,342 3,356 3,355 3,991 4,670

8.9

조명기기 13,239 16,546 24,075 29,527 36,651 41,569 37,498 34,649 35,294

6.1

TV

7,125 7,439 7,145 7,284 7,908 7,186 9,130 12,021 11,924

6.6

세탁기

219

240

281

294

360

333

255

282

281

냉장고

111

105

119

145

208

180

168

218

196

7.3

에어컨

18

23

28

22

19

23

17

13

21

1.9

진공청소기

19

24

24

39

58

65

144

338

427

47.6

수입

조명기기

1,733 1,217 1,282 1,412 1,642 1,608 1,706 2,016 2,331

3.2

6.4

주: 조명기기는 전구, 전구부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요약하면 중국 가전산업은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 로컬기업의 성
장을 기반으로 생산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이 정체 양상
을 보이는 세계시장과 대비된다. 또한 수출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가전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0-5.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구조 특성 변화
구분
생산

특성 변화
중국의 가전 내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로컬기업의 성장과 해외
기업 위탁생산 증가로 중국 내 생산규모 증가 지속
글로벌 경쟁심화로 중국의 TV 내수는 최근 금액기준 감소세를 보였으나, 소비력 향상에

내수

따른 가전제품 보급률 증가로 중국 내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특히 스마트가전과
다양한 소형가전 보급률 증가가 내수성장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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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계속
구분
수출

특성 변화
내수와 마찬가지로 TV 수출은 성장이 둔화하였으나 그 밖의 주요 가전시장에서는 여전
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국의 가전 수입은 수출 대비 매우 작은 규모이며, 중국 로컬기업의 자국 내 브랜드파

수입

워가 상승하면서 최근 수입 증가세는 더욱 둔화하였음. 주요 가전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TV 수입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자료: 저자 작성.

중국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중국 로컬기업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국
의 주요 기업은 제품의 고급화와 스마트화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고효
율 스마트가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도 진행 중이어서 중국의 생산과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6.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전망
구분

전망

생산

△

내수

▲

원인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시장 성장으로 생산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
나, 가전보급률 성숙과 생산비용 증가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
중국 내수는 생산 대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가전을 비롯한 신
제품 보급으로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 유지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내수시장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 해외시

수출

△

장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주: ▲ 큰 폭 증가(5% 초과), △ 다소 증가(2~5%), ◇ 큰 변화 없음(-1~1%), ▽ 다소 감소(-2~-5%), ▼ 큰 폭 감소(-5%
미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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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의 가전산업은 주요 가전기업과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가전 출시
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전제품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스마트가
전 분야의 경우 샤오미(Xiaomi), 하이얼(Haier), 메이디(Midea) 같은 중국기
업이 자국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사물인터넷 기반
의 가전산업 생태계 확장 전략을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2. 중국 스마트가전 시장점유율(2018년 4/4분기 기준)
Baidu 5%
Alibaba 7%
Midea 9%

Others 52%

Haier 11%

Xiaomi 16%

자료: IDC(2019), Statista(검색일: 2020. 1. 8)에서 재인용.

그림 10-3. 중국 가전산업 인공지능 투자 비중(2019. 5 기준)
Voice gateway 1%

Residential achitecture design 1%

Intelligent speaker 59%
Smart appliances 39%

자료: EqualOcean(2019), Statista(검색일: 2020. 1.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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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는 스마트폰 전문기업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진공
청소기, TV, 스마트스피커, 각종 소형가전 다수를 판매하는 종합 가전기업으
로 변모하였다. 특히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가전제
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였다. 다양한 중소벤처기
업의 제품을 자사의 플랫폼 브랜드로 출시하는 전략으로 2018년 4/4분기에는
중국 스마트가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최대의 가전기업으로 알려
진 하이얼과 메이디는 세탁기,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 분야에서 다양한 스마
트가전 출시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와 바이두(Baidu)는 중국 내수확
대에 힘입어 스마트스피커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스마트가전에 필요한 ICT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
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전제품에 빠르게 적용 중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가
전산업 내 영항력은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에서 가전산업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투자는 스마트스피커 분야가 가장 큰 비
중(59%)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스마트가전이 39%를 차지하였다.44)
중국에서 스마트가전은 2016년 전체 가전 시장의 24.7%를 차지하였고, 향
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34.2%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
반가전도 2016년 이후 연평균 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스마트가전은 동 기간 연평균 23.2%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中商产业
研究院 2018). 이는 스마트가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과 중국 주요 기업의
활발한 제품 스마트화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의 인터넷과 통신 인프라가 확장
되고 소비수준이 향상되면서 고급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으로 스마트 에어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EqualOcean(2019), Statista DB(검색일: 2020. 1.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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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중국 스마트가전의 시장 비중 추이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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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부터 전망치이며, 일반가전은 기존 성장률을 고려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자료: 中商产业研究院(2018)45)에서 재인용.

중국의 2018년 스마트 에어컨 시장은 전체 에어컨의 37%를 차지하면서 전
년대비 12%p 증가하였다. 특히 하이얼, 메이디, 거리(Gree) 3개 선두기업이
전체 판매량의 88%를 차지하면서 스마트 에어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新思界
产业研究中心 2019).

글상자 10-1. 중국의 스마트 에어컨 시장 동향
스마트 에어컨은 온도, 습도, 공기청정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에어컨으로, 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한다. 즉 센서에서 습득한 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동작하여 사
용자가 설정한 지표를 맞춰 준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사례로 하이얼, 거리(格力電器)와 같은 중국 주요 기업은 스마트 에어컨 제품의 작동 성능을
개선하고 스마트화·개성화·고급화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이센스(Hisense)의 3세대 컴포트 컨버
터 에어컨 ‘海信男神X(하이센스남신X)’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메이디
의 ‘Air空間站(에어스테이션)’은 온도, 습도, 풍감, 청결도, 신선도의 다섯 가지 요소를 최적화하며
가정, 사무실 등의 차별적 수요도 반영하였다. 하이얼은 자체 클린 에어컨 기술 혁신을 통해 15분
내에 집안 공기 전체를 정화하는 ‘空淳合一(공순합일)’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 新思界产业研究中心(2019)46)에서 재인용.
45) 중상산업연구원(2018), 「2018년 중국 스마트 가전업계 시장 발전현황 및 전망 예측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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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분야에서는 이미 2018년 기준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넷플릭스 등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한 스마트 TV가 이미 전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
지하였다.47) TV 화질 측면에서는 55인치 이상, 8K,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GfK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55인치 이
하 제품은 이미 중국 로컬기업이 중국시장의 87%를 차지하고 65인치 제품도
77%를 차지하여 중국 내에서는 중국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75인치 이상
제품은 외국 브랜드 기업의 점유율이 47% 수준으로 나타나 중국기업의 점유율
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48)
중국 TV 기업의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도 선진기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격하
는 양상이다. 중국의 대표적 TV 기업인 하이센스(Hisense)는 2019년 4월 55
인치 OLED TV 신제품 출시를 발표하였다.49) 또한 샤오미도 2020년 1/4분기
에 OLED TV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로컬기업의 OLED TV 신제품 출
시가 본격화되고 있다.50)
요약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가전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정부정책과 내
수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품의 스마트화와 고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중국
의 주요 로컬기업은 선진기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기술력과 신제품
출시역량 강화로 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6) 신세계산업연구센터(2019), 「2019~2024년 중국 스마트에어컨 벤처업계 분석보고서」.
47) IHS Markit(2018), Statista(검색일: 2020. 1. 8)에서 재인용. 전 세계 스마트 TV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8년 70%로 증가하였음.
48) GfK(2018), Statista(검색일: 2020. 1. 8)에서 재인용.
49) 제품 가격은 1만 999위안으로 한국의 LG전자 등 경쟁기업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였음.
50) 「중국 업체 진출로 내년 OLED TV 시장 확 커진다」(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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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
(신산업 분야 생산

●

확대 등 포함) 변화
중국 제품의 질적
구조 고도화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특성 변화 방향
주요 기업의 가전제품 스마트화 추진, 중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발
전 및 소비 고도화 등으로 TV,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을 중
심으로 스마트가전 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가전산업에 적용하고 스마트

◎

폰 앱을 활용한 제품 제어와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제품
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전
하이얼, 메이디, 거리 등 주요 가전기업과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

◎

은 대표적 IT 기업은 스마트가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 확보
전통적인 가전산업은 R&D의 역할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인공지

●

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홈 환경에서
기업 R&D 역할 증가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중국 가전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가전산업은 기술과 시장이 성숙하였고 중국 로컬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
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제조 2025’ 등 주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관련 정책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고효율 스마트가전 보급, 스마트가전 제품 개발, 스마트홈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0-8]은 가전산업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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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 중국의 가전산업 관련 주요 정책
정책명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 혁신
발전 특별 행동(2016~2018년)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 9. 19)
인텔리전트홈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공업정보화부,
국가표준관리위원회,
2016. 11. 14)

주요 내용
∙ 2018년까지 중국의 스마트 하드웨어 세계시장 점유율 30%, 산
업 규모 5천 억 위안 목표
∙ 하이엔드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의 공급 확대, 스마트 하드웨어 핵
심기술 개발, 주요 분야의 스마트화 수준 향상에 초점
∙ 인텔리전트홈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모델 응용을 위한 표준과 규
범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침 마련
∙ 인텔리전트홈의 종합 표준화체계를 제시하고 13차 5개년 계획 기
간의 표준 연구와 제정의 중점 방향을 제시
∙ 품목의 다양화,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 산업환경 최적화 4대 계

소비재 공업 ‘3품(三品)’특별
행동 계획(공업정보화부,
2017. 3. 22)

획으로 구성
∙ 가전 분야의 브랜드 수립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브랜드 평가
와 홍보 강화
∙ 특별건설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비재 공업의 ‘3품’ 전략 실시
∙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조명의 핵심기술 개발, 품질 개선과 제

반도체 조명 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017. 7. 10)

품구조 최적화, 산업구조 확대 추진
∙ 판매액 100억 위안 이상의 LED 조명기업 2개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1~2개, 국내 유명 브랜드 10개 이상 육성
∙ OLED 조명제품의 응용 분야 확대, 시장 표준화 추진, 반도체 조
명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발전하는 토대 마련

정보화 소비의 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내수잠재력의 확대 지도 의견
(국무원, 2017. 8. 24)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의 3년
행동계획(2018~2022)
(공업정보화부, 2017. 12. 13)
소비의 안정적 성장추진을 위한
공급 업그레이드와 국내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019. 1. 29)

∙ 기업의 스마트홈 ‘제품+서비스’ 모델 응용 환경 구축을 장려하고
스마트 TV, 스마트 오디오, 스마트 보안 등 신형 디지털 가정용
제품을 확대 보급
∙ 스마트홈 측정 평가체계와 시범 응용 프로젝트 추진
∙ 2020년까지 스마트홈 제품 종류 다양화: 스마트 보안, 스마트 가
구, 스마트 조명, 스마트 위생설비 등
- 스마트 TV 시장 보급률 90% 이상
- 보안제품의 스마트화 크게 개선
∙ 녹색제품, 스마트가전의 판매를 지원하고 고품질 가전제품의 신상
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 2013년 6월. 폐지된 이구환신(更新换代) 정책의 부활: 경신환
대(更新换代)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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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 계속
정책명

주요 내용
∙ 소비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공급 부문 업그레이드

소비제품 업그레이드 추진과

- 녹색 스마트 가전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고효율 가전, 융합가

원활한 순환자원 이용의

전(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실시방안(2019~2020년)

- 스마트홈 산업의 시범응용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 내수시장 강화 및 소비시장 갱신 적극 추진

2019. 6. 7)

-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가전으로 교환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물인터넷 산업구조 형성, 산업규모 1조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

5천억 위안, 스마트 정보서비스 비중 대폭 확대

사물인터넷 관련

∙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혁신, 표준정비, 응용보급, 안전보장 등의 분

지침(2016~2020년)
(공업정보화부, 2016. 12. 18)

야를 포함하여 주요 응용분야로 스마트홈을 포함하고 소비 분야의
사물인터넷 응용 혁신을 추진

자료: 조 철, 조은교, 박가영(2019) 수정 보완하여 작성.

최근 고품질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정책이 ‘경신환대(更
新换代)’ 정책으로 부활하면서, 베이징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3년간 에너지
효율등급을 만족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보조금
은 최대 800위안(약 13만 원) 한도이며, [표 10-9]는 이 중 주요 가전제품에 해
당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9년 4월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
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51)
표 10-9. 베이징시의 가전산업 보조급 지급정책
품목

에너지효율등급

보조금 비율

평면TV

1

13%

냉장고

1

13%

800위안
(약 13만 원)

세탁기

2

8%

에어컨

2

8%

보조금 상한액

자료: iiMedia Research(2019)52)에서 재인용.
51)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인정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또는 3C 인증을 받은 신형 녹색/스마
트 가전제품에 대해서 최대 13%의 보조금(1개 가전당 상한선 800위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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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주요 지역의 스마트홈 시장 전망
United States

Europe

₁
+18.8% 7.82

3.31

2018

China

₁
+19.7% 7.41

3.38

3.01

2023

₁
+23.9% 9.88

2018

2023

2018

2023

자료: Statista(2019)(검색일: 2020. 1. 8).

중국 소비시장의 고급화와 중국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통신인프라 강화
등으로 중국의 스마트홈 시장은 2018년 이후 연간 2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
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의 많은 인구와 선진국 대비 더욱 빠르게 증가하
는 스마트홈 보급률에 기인한다.
[표 10-10]은 가전 신산업 관련하여 중국의 구조 고도화 주요 내용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가전산업에서 고효율,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급 측과 수요 측 양면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양한
가전품목에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핵심부품을 개량하여 고효율
스마트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며,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의 제
품을 출시하고 있다. 생산방식 측면에서는 ‘중국제조 2025’ 등 주요 정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
되고 대량 맞춤형 생산방식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8K TV 등 핵심 신산
업 분야에서는 한국 혁신기업의 가전 신제품을 모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
며, 스마트가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스마트홈

52) iiMedia Research(2019), 「2019 중국 가전시장 운행 모니터링 및 주요 분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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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스마트가전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홈 플랫
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방산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스마트가전 제품뿐 아니라 플랫폼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우
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10.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주요 내용

전망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대부분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최고

제품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빠르게 성장하였고 프리미엄 제품

미국, 독일 등의 기존 선도기업과 경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

본격화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가 진행
생산방식의

중이나 주요 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변화

편임. 주요 대기업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제조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

핵심 신산업
분야

8K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에어컨 등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품질과
브랜드파워는 해외 선도기업 대비 부족한 편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IT기술,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조가 본격
도입되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
중국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가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인테리어 등 전방
서비스 분야와 연계 확대

자료: 저자 작성.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중국 가전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24.2%에서 더욱 증가하
여 2015년에는 35.6%에 도달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
근 중국 주요 기업의 가전산업 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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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나, 해외기업의 중국 내 생산규모 증가가 정체되고 일부 중국기업도 해외
생산을 추진하면서 수출규모 증가가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2013년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7%를 기록한 뒤로 지속적인 하락
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을 생산하는 대기업
의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부품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점유
율 감소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점유율은 4.9%로 더욱 감소하였다.

표 10-11. 한·중 가전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24.2

25.4

28.2

30.3

33.3

35.6

35.0

34.1

35.4

한국

6.4

6.6

6.1

6.7

6.2

5.4

5.6

5.8

4.9

주: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조명기기 품목 대상으로 수치 산출.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중국은 가전산업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2010년에 이미 무역특화지수가
0.707을 기록하였으며, 로컬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2015년에는 무역특
화지수가 0.799까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 가전시장 고급화와 프리미엄
TV 수입 증가로 2018년 무역특화지수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은 2010년 무역특화지수가 0.839로 가전산업 수출비중이 매우 높았으
나, 2018년에는 0.40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2014년까지는 해외 중저가 제품
과 프리미엄 제품 수입증가로 무역특화지수가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가
전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특화지수도 매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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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2. 한·중 가전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0.707

0.733

0.762

0.771

0.781

0.799

0.751

0.695

0.702

한국

0.839

0.822

0.793

0.792

0.755

0.692

0.627

0.547

0.400

주: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조명기기 품목 대상으로 수치 산출.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1. 9).

한국 가전산업의 대중 무역구조는 주로 가성비 높은 중저가 완제품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출은 프리미엄 제품과 부품 중심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무역특화지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중국 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수입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
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샤오미, 하이얼, TCL, 에코백스(Ecovacs) 등 중국 브
랜드 제품 수입이 더욱 증가하였고, 국내기업의 중국 위탁생산 제품 수입도 많
은 편이다.

표 10-13. 한국 가전산업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수지

-585

-621

-636

-538

-785

2015

2016

2017

2018

-1,138 -1,992 -2,773 -3,395

무역특화지수 -0.162 -0.156 -0.167 -0.126 -0.173 -0.267 -0.487 -0.658 -0.747
주: 산업부 MTI 기준으로 가전산업(82)의 수치를 산출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0. 1. 9).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의 주요 가전기업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분야
에서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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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국내기업과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2019년 출시된 8K TV는 비록 품질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중국이 거의 동시
에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중국기업은 스마트 냉장고 같은 스마트가전 신제품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가 제품에서는 한국이, 중저가 제품
에서는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5년 후에는 일부 초프리
미엄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요소별로 한·중 경쟁력을 비교하면 한국은 제품 차별성과 수익성 확보
가 어려운 중저가 가전 및 중소형 가전에서는 중국 대비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되며, 이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 우위를 갖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제품
에서도 중국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는 품질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신제품 개발, 신산업 대응 역량이 더욱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5년 후에
는 품질경쟁력과 브랜드에서 한국기업이 소폭 우위를 유지하나, 가격과 신산업
대응 역량에서 중국이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1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추이 및 전망
중국은 대량생산과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 최고수준

가격경쟁력

100

125

115

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제품 고급화로 점차 경쟁력이 하락하는 추세
중국 주요 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한·중 격차는

품질경쟁력

100

90

95

작은 편이나 제품 외관 디자인과 성능, 신제품 개발
역량 등 혁신성에서는 다소 격차 존재
OLED 패널, 모터, 압축기 등 핵심부품에서 다

기술경쟁력

100

90

100

소 기술격차가 존재하나 향후 격차가 축소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혁신이 더욱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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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4. 계속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8K TV, OLED TV, 스마트 생활가전 등 주요
신산업
대응

100

95

105

신제품 출시가 국내 주요 기업과 1년 정도 시차
가 존재하나, 향후에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종합
경쟁력
평가

제품의 혁신성,
디자인, 신제품

가격경쟁력을

중국 주요 기업은 핵심기술과 신제품 개발, 브랜

기반으로 혁신제품, 드파워 등에서 국내기업 대비 경쟁력이 낮은 편

등에서 경쟁

신산업 대응을

우위

빠르게 추진

이나, 빠른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국
내기업과 대응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가전 품목별로는 대형 프리미엄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중국
경쟁열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OLED TV, 대형 세탁기, 대형 냉장고, 프리미엄
가전 신제품(의류관리기 등)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형 가전(전자레인지, 소형 세탁
기, 소형 냉장고, 선풍기, 공기청정기, 전열기기 등) 분야는 대중국 경쟁력이 낮
아 대중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53)
이는 가전산업과 관련 기술이 성숙한 상황에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로 품질 수준은 비슷해지는 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력과 브랜드파워가 중요한 프리미엄 가전 분야
에서는 비록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과거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
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OLED TV와
8K TV, 마이크로 LED TV, 초프리미엄 주방가전(LG 시그니처, 삼성 데이코
등)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한동안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3)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가전산업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0년 21억 달러에서 2018년 40억 달러로
연평균 8.3%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저가 가전의 주요한 수입증가 요인은 중국기업 제품의 가
성비가 높아지고 국내기업의 중국 위탁생산 제품이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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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5. 가전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중저가 제품군(선풍기,

현재

전열기기, 조명, 전자레인지,
소형 세탁기, 소형 냉장고,
중저가 TV 등)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프리미엄 제품군(4K TV,
대형 세탁기, 대형 냉장고,

초프리미엄 제품군(OLED

에어컨 등)

TV, 8K TV, 초프리미엄

특화가전(공기청정기,

주방가전 등)

로봇청소기 등)
프리미엄 제품군

5년
이후

스마트가전(IoT 가전,
중급 사양의 가전제품 대부분

스마트스피커 등)

초프리미엄 제품군

특화가전(반려동물가전,
로봇가전, 건강가전 등)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국내 가전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2014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
다. 최근에는 중저가 소형 제품뿐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품목
에서도 중국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영향력이 낮은 편이다. 중국 내에서 하이센
스, TCL, 하이얼, 메이디, 샤오미 등의 주요 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국내기업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국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내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쟁 심화로 향후 국내기업의 중국시장점유율은 더
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기업이 고유한 경쟁력을 갖춘 초프리미엄
제품군에 한하여 5년 후에도 중국 내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가전제품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국내기업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
춘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한 품질과 서비스 개선이 국내기업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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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통적인 가
전산업은 시장이 정체된 반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가전 시장은 향후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품뿐 아니라 스마트홈 플랫폼의 주도권을 놓고 해
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스마트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주요 IT 기업은 인공지
능 기술과 스마트스피커 제품 시장에서 이미 국내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한국기업의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0-16.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2

3

세계시장
4

현재
5년 후

5

1

2

3

0

신산업 분야
4

5

1

2

3

0

0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은 과거 주로 중저가 가전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을 확보하였으나 중국의 기술력 향상, 중국 내수시장의 고급화, 스마트가전 시
장 확대 등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차별성을 갖춘 초프리미엄 가전을 출시하여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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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나, 중국시장에서는 이미 국내기업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주요 소비시장을 차지하는 프리미엄 가전 이하에서 중
국기업과 경쟁관계에 들어서면서 대형 TV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 분야에서
국내기업은 중국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분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한 중저가 제품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기업 대비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서비
스, 스마트홈을 통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제공, 핵심부품의 성능 개선, 소비시
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속한 신제품 출시,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등이 차
별적 경쟁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강화와 관
련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제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제조 도입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표 가전기업
하이얼은 대량 맞춤형 생산에 적합한 스마트제조 플랫폼인 ‘COSMOPlat’을
2017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제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
내 대기업도 생산성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
형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스마트홈 환경으로 변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가전의 성능 개선과 이들을 통
합 제어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전의 시장경쟁력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는데, 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보다 편리
하고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기업은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단체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와 함께 스마트홈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의 주요 기업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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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 가전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중급 이상의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가전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은
해외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고 초프리미엄 제품 등 차별성을 갖춘 고
급 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향후에는 수요 트렌
드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한 맞춤형 신제품과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품
의 차별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홈 환경에
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가전 개발이 필요하
며, 이는 제품생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전략을 더
욱 필요로 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복제 제품과 지식재산권(특허권, 상
표권, 디자인권 등) 침해에 적극 대응하여 법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우위를 보
호해야 할 것이다.54)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대비 낮은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전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구축
비용 보조와 세제 지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지
원을 검토할 수 있다. 차별성을 갖춘 가전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
품경쟁력 향상 및 신속한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스마트가전
의 핵심 구성요소인 반도체 칩과 센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
발을 진행하여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가전산업과 스마트
홈 연관산업(건축, 통신, 보안, 콘텐츠 등)의 협력생태계 구축과 관련 규제개선
을 통해 스마트홈 기반의 각종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54) LG전자는 2019년 중국의 TV업체 하이센스를 대상으로 4건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
였고 2020년 1월 CES 2020에서도 중국기업이 국내 주요 신제품의 디자인을 차용한 다양한 복제 제
품을 소개하였음. 하이얼 ‘의류관리수납장’(LG전자 의류관리기), TCL ‘프레임TV’(삼성전자 ‘더 프레
임’), 하이센스 ‘오토 로테이트 TV’(삼성전자 ‘더 세로’)가 주요 사례이며 LG전자의 트윈워시 세탁기,
삼성전자의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도 여러 중국기업이 유사 제품을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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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7.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초프리미엄 가전, 특화가전 등 차별성을 갖춘
신제품 개발
- 신속한 수요맞춤형 제품개발 역량 구축
- 스마트홈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스
마트가전 제품과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 중국 복제 제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
응 및 관리 전략 마련

정부정책
- 가전산업 스마트제조 지원(공장구축 지원, 세제
혜택, 특화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 신제품 및 차별적 디자인 개발 지원
- 스마트가전 핵심 구성요소 연구개발 강화
- 스마트홈 연관산업의 협력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으로 신서비스 창출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현재 중국시장은 로컬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국내기업
의 시장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 시장과 달리 국내기업의
중국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국
내기업의 중국 내 브랜드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 부품도 중국에서 직접 조달
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
의 시장규모와 잠재력이 높은 만큼,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
부의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방안은 가전제품의 차별화와 브랜드 경쟁
력을 높이는 데 있다. 마이크로 LED TV, 롤러블 OLED TV와 같은 기술혁신형
제품과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는 국내기업이 기술과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우
위를 확보하고 있어, 중국 고소득층 대상의 마케팅이 유효할 것이다.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와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도 필요하며, 특
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저가 제품에서는 가성비와 브랜드 충성도 측면에서 국내기업이
경쟁열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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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출시하고 유통망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갖춘 신제품이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
될 수 있어,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R&D와 인력양성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중국 대도시뿐 아니라 내륙지역에서의 마케팅 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도 중
요하다. 중국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반영한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 개설과 온라
인 판매망을 결합한 판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전용 전자상거
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홈 플랫폼 중심으로 가전시장이 재편
될 경우, 중국의 스마트홈 표준과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또는 국내의 주요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스마트홈 표준에 대응하는 스마트가전 제
품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홈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가전 플랫폼을 개발하고 현지 서비스 기업
등과 협업하여 중국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가전
은 가전 자체의 기능보다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국내외에서 스마트가전 기반 서비스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사업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에 적합한 서
비스를 발굴하여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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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8. 가전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 기술혁신형 신제품 및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를 중심으로 고소득 소비시장 공략
-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마련
- 중국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한
유통 플랫폼 강화 및 시장정보 습득
- 국내 또는 중국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합한 공
동 마케팅 추진

정부정책
- 중국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전 신제품 개발
지원
- 중국 내륙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정보 및 유통
망 정보 제공
- 중국 스마트홈 플랫폼과 표준에 대응한 제품개
발 지원
- 중국의 스마트홈 관련 서비스 기업과 국내기업
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관련 시범사업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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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중국 인공지능(AI) 시장은 선도국인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데, 성장률 면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선전전망산업연구
원(2019.10)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AI 시장은 415억 5,000만 위
안(한화 약 7조 원) 규모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5년 112억 위안 규모에서 연
평균 54.6%씩 성장한 것이며 세계 평균인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이
후 중국 AI 시장은 전년비 98%의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성장 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분야는 지능형 로봇, 디지털
콘텐츠, 뉴미디어, 스마트제조, 신소매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면서 빠르
게 성장할 전망이다.

표 11-1. 중국 인공지능산업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시장규모

112.4

141.9

(증가율)

-

(98.7)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237.4

415.5

54.6

(98.3)

(98.2)

-

자료: 深圳前瞻产业研究院(2019. 10), 「2019年 人工智能行业现状与发展趋势报告」.

중국 AI 분야를 기술·기초·응용 분야별 기업 분포(2019. 2) 기준으로 보면,
응용 분야가 75.8%로 가장 비중이 크며, 기술 분야(22%), 기초 분야(2.8%)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AI 발전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의 3대 ICT 기업인 BAT가 주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서 활발하
게 창업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
러닝, 음성·언어인식, 얼굴인식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348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2019년 중국인공지능산업발전지수에 의하면, 중국 전체 AI 기업은 2019년
9월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2,300여 개로 파악되는데, 지역별로 베이징, 광
둥,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쓰촨·충칭 등 4
개 도시권에 90% 이상이 위치해 있다.

그림 11-1. 중국 AI 기업의 핵심 기술별 및 지역별 현황

빅데이터/클라우드

21.30%

머신러닝 및 추천

17.20%

음성인식, 자연언어 처리

9.40%

얼굴, 걸음걸이, 표정 인식

8.60%

기타

8.30%

하드웨어

8.10%

서비스 로봇

6.40%

산업용 로봇

5.80%

도형 그림 인식

5.10%

드론

4.00%

기타 시각 인식
지능형 칩
블록체인

3.40%
2.00%
0.40%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지역
베이징
광둥
상하이
저장
장쑤
후베이
푸젠
쓰촨
산둥
톈진

AI 기업 수
738
516
366
226
184
61
59
59
51
47

비중
28.90%
20.20%
14.30%
8.80%
7.20%
2.40%
2.30%
2.30%
2.00%
18.00%

자료: 中国新一代人工智能发展战略研究院前瞻产业研究院整理, 国家工业信息安全发展研究中心, 「2019中国人
工智能产业发展指数」.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창업이 매우 활발한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2010년
이후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인공지능
투자펀드 아스가르드(Asgard)에 따르면, 세계 3,600여 개의 AI 스타트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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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 기업이 1,393개로 40%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은 383개 기업(11%)으
로 2위이다.
전 세계 AI 융자(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중국
의 AI 투자는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2014년부터 세계 및 중국 AI 분야의 투자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
년 1/4분기 동안 중국의 AI 융자금액은 30억 달러이고 건수는 103건에 달했
으며, 미국은 같은 기간 AI 융자금액는 44억 달러(83건)로 나타났다. 융자 건
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 1위로 나타나는데, 2016년 이후 AI 분야에서 거
액을 투자한 건수(누적)가 114건이다.

그림 11-2.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수 국가별 순위
(단위: 개사)
1,393

45

42

39

35

28

스
페
인
싱
가
포
르
스
위
스

55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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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2

핀
란
드

106

스
웨
덴

109

프
랑
스

113

독
일

131

캐
나
다

영
국

245

일
본

362

이
스
라
엘

중
국

미
국

383

자료: Asgard(2018. 6) 자료를 산업연구원(2018), 「미래전략산업브리프」(제3호)에서 참고.

그림 11-3. 세계 및 중국 인공지능 분야 자금조달 규모
260

2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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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30

65

160

155

100

65

85

140

126

75
30

15

2016Q1 2016Q2 2016Q3 2016Q4 2017Q1 2017Q2 2017Q3 2017Q4 2018Q1 2018Q2 2018Q3 2018Q4 2019Q1
全球(亿美元)

中国(亿美元)

자료: 深圳前瞻产业研究院(2019. 10), 「2019年 人工智能行业现状与发展趋势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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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많은 유니콘 기업을 중국은 매년 배
출하고 있다.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2019년 10월 기
준 411개인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01개(48.9%)로 1위이며 중국이 101개
(24.6%)로 세계 2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바이트댄스
(Bytedance)가 2018년 11월에 미국의 우버(Uber)를 뒤로하고 세계 1위 유니
콘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바이트댄스는 모바일과 AI의 결합으로 맞춤형 뉴스
서비스 앱인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와 틱톡(TikTok) 등을 출시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세계시장에서 중국 AI 스타트업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다. 2019년 세계
AI 분야 100대 스타트업에 미국이 77개사가 선정된 한편, 중국은 6개 기업이
포함되며 2위를 차지했다. 기업 수에서는 미국과 차이가 있지만 2019년 세계
상위 10위 AI 스타트업에서 중국의 센스타임과 Face++가 각각 1, 2위 기업으
로 선정되는 등 세계 AI 분야에서 중국 스타트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그림 11-4. 2019년 세계 상위 10위 인공지능 스타트업
SenseTime(중국)

$1,630M

Face++(중국)

$608M

Zymergen(미국)

$574M

Automation Anywhere(미국)

$550M

Uipath(미국)

$448M

Yitu Technology(중국)

$355.12M

Butterfly Network(미국)
Graphcore(영국)

$350M
$310M

C3(미국)

$242.7M

DataRobot(미국)

$224.61M

주: 총 자금조달 기준(Based on total equity funding).
자료: CB Insights(2019. 2. 6), “AI 100 :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Redefin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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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급성장 배경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 부분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AI 총인력 수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칭화대가 발표한 「2018년 중국 AI 발전보고서」
에 의하면 세계 AI 인력에서 중국은 1만 8,232명(8.9% 비중)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11-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주요 분야별 특성 변화
구분
시장

특성 변화
∙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증가율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 세계 최고 내수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급성장 중
∙ AI 기업 수는 미국 다음인 세계 2위 수준

기업

∙ 주도기업인 BAT 외에 화웨이, 아이플라이텍스, 바이트댄스, 센스타임 등 리딩기업들
이 음성·언어·얼굴 인식, 헬스케어, 로봇, 머신러닝 등 AI 응용 분야에 활발히 투자
∙ AI 분야에서 스타트업 창업률이 매우 높고, AI 유니콘이 매년 증가 추세
∙ 전체 AI 인력(2017년) 면에서는 미국(28,538명, 13.9%) 다음으로 2위(18,232명,

인력

8.9%) 수준이며, 고급인재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부족하지만 빠르게 비중이 확대
∙ 민·관 차원에서 AI 인재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투자

∙ 벤처 캐피털(VC)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세계 AI 투자(융자) 건수 기준 세계 1위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중국은 AI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고급인재 양성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인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9.10)의 보고서55)에 의하면, 세
계 AI 상위 연구자 500명 중에서 중국인이 65명(13.0%)으로 미국(73명,
14.6%)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5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9. 10), 「인공지능 두뇌지수: 핵심인재 분석과 의미」.

352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은 2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으며 기술, 플랫
폼, 하드웨어 및 응용 분야에 이르는 상당 수준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AI 산업생태계를 기초단계, 기술·응용단계, 서비스 단계로 구분하
며, 중국은 기초단계에서 센서, 칩, 클라우드, 생체인식 등에서 다수의 전문기
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핵심기술인 머신러닝, 음성·자연어 처리, 컴퓨터 시
각 등 기술계층 그리고 개인비서, 의료, 로봇,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 응용 및
서비스 단계에 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6)
AI 분야는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기반과 우호적인 규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얼굴인식 등 일부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
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에서 주지하였듯이, 중국은 AI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 AI 분야에서 빠른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세계 민간
기업의 AI에 대한 투자규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AI 분야는 양적 성장면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
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
국은 AI 분야에 대한 양질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세계인공지능협회(AAAI)의 논문 발표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탠포드대학(2019)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AAAI 논문의 대
부분이 중국과 미국에서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논문 수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
이었으며 실제 제출된 논문도 중국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6) 서동혁 외(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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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AI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2018. 1~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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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의 AI 투자(십억 달러)
자료: Standford Univ.(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19” 참고.

그림 11-6. 국가별 AAAI 논문발표 통계(2019년)
China
USA
Japan
Germany
UK
Canada
Australia
Singapore
India
Hong Kong, China
Korea
France
Israel
Others

0

382
264
208
33
127
30
162
28
27 122
149
26
25 122
161
25
22 108
128
21
11 56
11 45
79

1280

2419

456

500
Submitted

1000

1500

2500

Accepted

자료: AAAI(2019)를 Standford Univ.(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19”에서 인용.

AI 특허 면에서도 중국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NIA(2019.12)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18년 기준 AI 특허 등록건수가 1,351건(47.3%)으
로 미국(678건, 23.7%)을 제치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분야별로
보면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의 특허 등록건수는 2018년 기준 미국이 각
각 221건, 47건으로 모두 1위이고 중국이 각각 103건, 11건으로 2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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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컴퓨터 비전에서는 같은 기간 중국이 166건으로 미국(56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림 11-7. 주요국의 인공지능 특허 등록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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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A(2019. 12) 참고.

표 11-3.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생산품목 구조(AI
응용분야 확대) 변화
중국 제품(기술)의
질적 구조 고도화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추세
●

특성 변화 방향
∙ AI 핵심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AI 로봇, AI 가전, 스마트드론, 스
마트 제조 등)에서 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AI 핵심기술(머신러닝, 컴퓨터시각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

●

∙ AI 논문, 특허건수 등이 세계 1위 수준으로 도약하며 질적 면에서
발전
∙ 세계 AI 시장은 구글(알파뱃), 아마존, IBM,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

●

이 주도하고 있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등 중국기업
도 빠른 성장세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

●

∙ 중국 인공지능 분야는 적극적인 정부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BAT,
화웨이 등 ICT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전망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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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인공지능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의 높은 육성 의지와 목표
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13차 5개년 규획’(2015~2020), ‘중국제조 2025’,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2년에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11대 핵심융합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플러스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포함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인터넷 플러스의 AI 정책 방향은 인터넷을 통한 인
공지능 공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스
마트 단말기, 스마트 자동차, 로봇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고 응용
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6년 3월
에는 중국의 경제발전 핵심정책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 인공지능
이 중점연구 분야로 포함되었다.57)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국 정책은 2017년 7월에 수립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동 발전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
이 세계 인공지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차세
대 인공지능에 관한 3단계 전략 목표와 6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에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전략
적 신흥산업발전규획’의 촉진과 함께 AI, 집적회로, 신소재, 바이오제약, 5G
이동통신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처음
으로 정부사업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며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를 표
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에는 중국 공신부가 차세대 인공지능산
업 육성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와 동 행동계획

57) 서동혁 외(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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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전망 및 목표
구분
중국시장 규모

발전 목표

2020

2025

2030

AI 관련 핵심산업 시장:

AI 관련 핵심산업 시장:

AI 관련 핵심산업 시장:

1,500억 위안 이상

4,000억 위안 이상

1조 위안 이상 실현

연관산업: 1조 위안

연관산업: 5조 위안

연관산업: 10조 위안

AI 기술·응용을 글로벌

AI 기초이론을 혁신하고,

AI 기초·응용에서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여

기술·응용 수준을 글로벌

최고수준에 도달 → AI

경제발전 기여 유도

수준에 도달하도록 육성

혁신의 중심국가로 부상

자료: 중국 국무원(201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정리.

의 핵심은 중국의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지
능화를 이루고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4개의 민간기업 AI
특화 플랫폼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AI 플
랫폼을 구축 및 육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차세대 AI의 R&D 및 응용 강화와 빅데이터 발전 행동의 실
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시범구 등이 언급되었
다. 후속조치로서 국가 차원의 4개 차세대 AI 플랫폼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중
국의 인공지능 저변을 빠르게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평가된다.58)
중국정부가 승인한 4대 차세대 AI 플랫폼 육성 계획을 살펴보면, 바이두(자
율주행), 알리바바(스마트시티), 텐센트(의료), 아이플라이텍(음성인식) 등 4개
기업이 각 플랫폼을 주도하면서 성장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기 다른
분야의 플랫폼을 해당 기업별로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4대 AI 플랫폼 분야
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분야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
를 통해 중국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58) 서동혁 외(2018)의 p. 243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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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중국정부가 지정한 4대 차세대 AI 개방형 플랫폼
주도기업

분야

개방형 플랫폼 명칭

바이두

자율주행

자율주행 국가 차세대 AI 플랫폼

알리바바

스마트 도시

시티 브레인 국가 차세대 AI 플랫폼

텐센트

의료·헬스

의료 영상 국가 차세대 AI 플랫폼

아이플라이텍

음성인식

지능형 음성 국가 차세대 AI 플랫폼

자료: 서동혁 외(2018) 참고.

2019년 중국정부는 2017년 이후 세 번째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인공지능 발
전을 계속 강조하였다. 즉 2019년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을 스마트 플러스
로 업그레이드하고 전통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
개발 어플리케이션 심화를 강조했으며, ‘빠르게’, ‘강화’로부터 ‘심화’에 이르
는 중국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제시하였다.

표 11-6.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현황
시기

주관기관

정책

2015.5

국무원

중국제조 2025

2015.7

국무원

인터넷플러스

2016.3

국무원

2016.5

발개위

2016.7

국무원

2017.3

국무원

2017.7

국무원

2017.12

공업
정보화부

13.5 규획(초안)

내용
인공지능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중점돌파 신흥영역으로 인공지능 기술 지정

인터넷플러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제품혁신, 단말기 인공지능, 산업지원정책
3년 실시방안
13.5 국가과학기술
창신규획
정부공작보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4개 행동방안 제시
인공지능을 차세대 IT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에 인공지능2.0
을 추가
2030년까지 차세대 AI 3단계 전략목표, 5대 중점
과제 제시, AI의 국가전략 분야 승격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3년 행동계획

차세대 AI 기술의 산업화와 응용집성에 중점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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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계속
주관기관

정책
대학 AI 인재

2018.4

교육부

국제양성 계획, 대학
AI 인재혁신
행동계획(이상, ’18.4)

내용
대학 과학기술 혁신 및 단과대 시스템 완성, 인재
양성 시스템 개선, 5년 내 교수 500명과 학생
5,000명 양성
- AI를 스마트 +로 업그레이드, 전통산업 리모델을

2019.3

-

2019년 정부업무보고

추진
- 빅데이터, AI 등의 R&D 어플리케이션을 심화
- 책임있는 AI 발전을 강조하고 여덟 가지 원칙*

국가 차세대
2019.6

AI관리
전문위원회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

제시
* 화합·우호, 공평·공정, 포용공유, 프리이버시 존
중, 안전통제가능, 책임 공동분담, 개방협력, 적
시적 관리 등

자료: 深圳前瞻产业研究院(2019. 1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2018); 서동혁 외(2018) 등 참고.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
트(AI) 가전, AI 스피커 등 AI 하드웨어의 품질 경쟁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
국보다 다소 우위에 있지만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신산업 대응역량 면에서 중국
이 한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경
쟁력은 한국이 100이라 할 때 108 정도로 1.5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59)
59) 한편 IITP(2019)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중국 AI 기술수준은 88.1(미국=100)로 한국(81.6)보다 높
게 평가됨.

제11장 인공지능산업 • 359

중국 인공지능 분야는 음성인식, 시각화 영역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했으며 자연어 처리 분야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AI 원천기술력이 미흡하지만, 음성·시각인식, 상황인지 등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AI 기술 영역의 경쟁력 수준을 특
허나 논문 수를 기준으로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기반은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개
인정보나 다양한 데이터 정보 수집 및 활용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선시행-후규제)가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에서 중국 AI 분야의 상용화,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신산업 대응역량은 한국보
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중국은 AI 의료 분야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에컨대 중국 의료 플랫폼인 평안화오이
성은 2018년 말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무인진료소’를 공개하고
운영 중인데, AI 의사가 환자 목소리나 이미지를 판단해 초기 진단을 진행하
며 클라우드 컴퓨터 의사가 환자와 대화 후에 실제 전문 의료진과 연결해 주
고 있다.
또한 중국 AI 로봇 ‘샤오이’는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중국 내 병원에서
진료 안내 외에 2019년 원격 초음파 진료에도 성공하는 등 중국의 AI 원격의
료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T 및 의료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사, 약사 등과의 이해 갈등과 규제에 막혀 시범사업도 제
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 AI 인재 수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
지만 AI 전문인력 수와 보유기업 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AI
고급인재 수는 미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많고
중국이 이보다 다소 낮은 한편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고급인재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 AI 인력 수는 중국이 2018년 기준 1만 8,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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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주요국의 AI 인력 규모와 고급인재 비율 현황
(단위: 명, %)

국가

인공지능 인력

인력 비중

고급인재 수

고급인재 비율

미국

28,536

13.9

5,158

18.1

중국

18,232

8.9

977

5.4

인도

17,384

8.5

..

..

독일

9,441

4.6

1,119

11.9

영국

7,998

3.9

1,177

14.7

프랑스

6,395

3.1

1,056

16.5

일본

3,117

1.5

651

20.9

한국

2,664

1.3

..

..

자료: 칭화대학 중국과기정책중심(2018. 7) 참고.

명으로 미국(2만 8,536명) 다음으로 많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창업 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보
다 강건한 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IT 기반, 반도체, 네트워크 등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AI
응용 분야는 중국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표 11-8.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가격
경쟁력

한국

중국
현재

5년 후

115

115

추이 및 전망
인건비 등 입지경쟁력이 높고 정부 지원 등으로

100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할 전망
중국이 양적 면에서 우위가 있으나 질적 면에서는

품질
경쟁력

100

95

98

한국이 다소 우위 평가
AI 칩, AI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를 유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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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계속

구분

현재

5년 후

108

105

추이 및 전망
중국은 AI SW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음성인

기술

100

경쟁력

식, 자연어 처리, 시각화 등에서 강점 보유, 한국
은 시각, 인지 컴퓨팅, HW에 강점
중국이 기업 및 인재 수, 데이터 활용 기반, 창업

신산업

100

대응

110

105

기반에서 우위에 있고, 정부지원과 우호적인 규제
등으로 신산업 대응면에서 우위 유지

AI 하드웨어 등에서 AI 소프트웨어와

종합
경쟁력
평가

중국

한국

경쟁우위가 있지만 상 신산업 대응면에
용화 기술과 산업화 서 상대적 우위
여건 미흡

확보

한국의 성장으로 기술격차는 축소되지만, 중국이
과감한 투자와 높은 수준의 창업기반, 정부 지원
으로 급성장하면서 경쟁우위 유지 전망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발전하면서
중국과 격차를 좁히고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입지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중국의 과감한 인공지능 굴기와 신산업 성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국보다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에 확산·접목되면서 AI 융복합화

표 11-9.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 머신러닝, AI 플랫폼
∙ 시각인식(얼굴인식), 자연어

현재

처리
∙ AI 응용 분야(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5년
이후

경쟁이 심한 부문
∙ 음성·시각인식(얼굴·이미지)
∙ AI 반도체

∙ AI 음성인식, 시각인식, 상
황인식

∙ AI 응용 분야(바이오·의료, 자 ∙ AI 응용 분야(반도체, 바이
율주행, AI 가전·스마트홈 등)
∙ 음성·시각인식, 자연어 처리

∙ 머신러닝, AI 플랫폼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 AI 분석(머신러닝), AI 반도체
∙ AI 응용 분야 전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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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료, AI 가전 등)
∙ AI 응용 분야(바이오·의료,
AI 가전 등)

가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 제조 등 AI 응용 분야는 한·중 모두 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육성
하고 있어, 동 분야에서 양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나.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 등 주요국이 추격하고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쟁구도를 고려하면, 현재 한·중 간 경쟁 강도는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후에는 기술 분야(머신러닝, 음성인식 등), 기초 분야(AI칩, 센
서, 생체인식, 데이터 등), 응용 분야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AI 분야 전반에서
한·중 간 경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분야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기존 전통산업과 달리, 한국과 중국이 거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된 신
산업 분야라 할 수 있고,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경쟁 구도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분야는 자체 기술발전 차원을 넘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
업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 및 혁신기반이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 AI 주도권을 확
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AI 시장 주도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역량 확보와 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
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스마트홈, AI 로봇, AI 자율주행 등 응용 분야별로 경
쟁 강도는 다르겠지만, 한·중 기업은 AI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인
식하고 투자를 크게 강화할 전망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세계시장 주도를 위한
한·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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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0.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2

현재
5년 후

3

세계시장
4

0

5

1

2

3

신산업(응용)분야
4

5

0
0

1

2

3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영역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되고 융합을 통해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라는 점에서, 한·중 간 경쟁뿐만 아니
라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5G 이동통신,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 발전되면서 한·중 간 상호 강
약점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민·관
공동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차별적이고
선제적으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우선 필요하다. 인공지능 분야는 빅
데이터 AI에서 현재 인간능력을 증강하는 AI로 발전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스
스로 사고하는 AI로 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AI 원천·응용 기술 발전
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차원에서 AI 분야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의 2030년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인
공지능 국가전략’ 마련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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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련된 전략의 실행력 강화와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
다. 즉, 긴 안목의 AI 육성 계획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의 실행이 요구
된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화를 이루도록 지원
해야 한다. 향후 한·중 경쟁 확대에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대내
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5G 고도화 등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규제를 정비하며,
글로벌 지향적인 AI 스타트업 육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먼저 기업 차원에서 AI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끊
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의 R&D 역량은 높은 편이
라 할 수 있지만, R&D 규모나 투자증가 속도면에서 중국기업들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보다 경쟁
우위를 나타내며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차별화된 AI 핵심·응용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과 차별화된 AI 알고리즘 개
발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인공지능의 틈새 분야를 전략적
으로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 AI 응용 분야의 주도를 위해서 중장기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특히 핵심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부문의
역량 확보에도 강도 높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AI 분야의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서 국내기업들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M&A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대·중소 기업간 협력,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보다 강건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 육
성, 인재양성, 인프라 조성, 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확대 등을 통해 AI 산업생
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AI 핵심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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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벤처·중소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하겠다. 또
한 기업들이 AI 기술·제품 개발과 적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 실증 지
원, 수요 기반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
다.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업간, 산·학·연 공동 R&D 투자나 협력 활성
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 등의 지원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인재 육성과 창업기반 강화가 중요하다.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AI 분
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확충, 즉 대학(원) 등
에서 AI 관련 분야의 커리큘럼, 산·학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확대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매년 많은 AI 유니콘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기반 강화도 긴요하다.
넷째, 인공지능 발전 인프라로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 및 개방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
된다.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되는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 제도·규제 개선
이 중요한데, 데이터 기반의 AI 분야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윤리 문제, 보
안 등의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표 11-11.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AI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 중국과 차별화된 AI 알고리즘 개발 역량 강화
∙ AI 응용 분야에서 상용화·사업화 역량 강화
∙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 확대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정부정책
∙ AI 소프트웨어 등 기초·원천 기술개발 강화
∙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구축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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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먼저, 한·중 양국 모두 미국 등 선도국에 비해 기초·원천기술력이 부족하다
는 점에서 AI 기초·원천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위해 한·중 기업간 또는 학·연 간 공동 R&D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
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한·중 간 상호
보완적 또는 시너지 관점에서 뇌과학 인지 분야, AI 플랫폼, AI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협력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등 AI 하드웨어 분야
에서 협력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 계기를 넓힐 필요가 있다. 최근 중
국의 화웨이, 알리바바, 중국과학원 등이 AI칩 분야에서 일정 수준 성과를 나타
내고 있지만, 중국은 하이엔드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핵심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
족한 편이다. 따라서 지능형 센서, AI 반도체 부품 협력 확대, 한국 AI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투자 확대 등 양국간 상호 보완적 협력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셋째,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인력교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AI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양국 모
두 AI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
에 협력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양국 산·학·연 차원에서 신규 AI 연구과
제를 발굴하여 진행하거나 인공지능 국제 세미나 및 포럼, 학술 교류회 등을 통
해 인력교류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유망성 및 성장성이 상대적
으로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하여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
인다. 예를 들면,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의 향상, 지능형 서비스로봇의 응용, 의
료영상 보조진단시스템 및 헬스케어, 영상 식별시스템, 스마트 시티, 지능형 무
인기, 스마트 번역 시스템, 스마트홈 제품60)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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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 또는 한·중 공동으로 세계 AI 시장 진출을 위한 일환
으로서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 합작기업 설립 추진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된 일례로, 2019년 3월 한국의 한글과컴퓨터(통번역)와 중국 아
이플라이텍(AI 음성인식)의 합작사 ‘아큐플라이에이아이(Accufly.AI)’ 설립
사례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서로 다른 산업분야 간 인공지능 융합형 사업을 개
발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건강관리, 교육, 진단, 제어 등에
서 한국 벤처기업과 중국이 강점을 가진 음성·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하는 비즈
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의 AI 스타트업과 중국
의 음성인식이나 빅데이터 기술 보유기업 간에 협력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양국의 여건상 스마트제조 분야도 유력한 협력가능 분야라
판단된다. 나아가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적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국제 인공지능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표 11-12. 인공지능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 한·중 간 원천기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확대
∙ 양국간 핵심기술 분야에서 인력교류 활성화
∙ AI 하드웨어 등 강약점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방안 모색
∙ 로봇,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AI 응용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 합작사 설립 등의 협
력 및 공동 투자 확대

정부정책
∙ AI 응용 분야 시장 창출 위한 실증·시범 사업,
국내외 인증 등 지원
∙ AI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 양국간 표준화 논의
등 협력 강화
∙ 벤처·중소기업의 중국 지역별 시장진출 활성화
를 위한 시장정보,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

자료: 저자 작성.

60) 서동혁 외(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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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게임산업의 발전 추이
중국 게임시장은 10차 5개년 발전 규획에서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이후, 콘텐츠, 영화 산업과 함께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7년 양회
에서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면서 게임산업은 2016년 대비 약
23% 성장했으며, 그 가운데 모바일 게임 분야의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 모바
일 게임 분야는 2011~19년 동안 연평균 76.2% 성장하여 세계 게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그동안 중국 게임산업의 약점으로 지적
되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 개발능력 부분이 개선되면서 더욱 확산될 것
으로 보인다.

표 12-1. 중국 게임산업의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

품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산업 전체 446.1 602.8

831.7 1,144.8 1,407.0 1,655.7 2,036.1 2,144.4 2,308.8 22.8

모바일게임 17.0

32.4

112.4

274.9

514.6

819.2 1161.2 1339.6 1581.1

76.2

366.9 451.2

536.6

608.9

611.6

582.5

648.6

619.6

615.1

6.7

127.7

202.7

219.6

187.1

156

126.5

98.7

23.4

AR·VR

18.4

27.4

48.9

AR

0.5

0.7

40.0

VR

17.9

26.7

49.2

클라이언트
게임

온라인게임 53.4

81.1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7, 2019).

2019년 중국의 게임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게임 실제 판매액은 2,308억 8,000만 위안으로 2011년 이후 23% 증가했다.
중국의 게임 유저(이용자) 규모는 6억 4,000명으로 2018년에 비해 2.5% 향상
되는 등 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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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이 68.5%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클라
이언트 게임, 온라인 게임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림 12-1. 2019년 중국 게임산업의 시장 분포
(단위: %)
콘솔 게임 등 기타 0.6%
온라인 게임 4.3%

클라이언트 게임 26.6%

모바일 게임 68.5%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9), p. 16.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 고도화 추이
중국 내 게임시장이 성숙되면서 중국 게임업체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진
행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과 경로를 모색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게임의 중국시장에서 실제 판매액은 2018년 1,643억
9,000만 위안보다 15.3% 증가한 1,895억 1,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게
임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게임은 2011년부터 중국 전체 시장에서 60.9% 이상
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비중이 82.1%까지 상승했다. 이는 중
국 게임사의 기술력이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중국정부가 외국산 게임의 중국시
장 유입을 막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중국산 게임이 질적, 양적 모두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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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중국 게임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의 매출액 및 비중
(단위: 억 위안, %)

품목명
중국
게임시장
중국 자체
게임(금액)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2019

증가율

446.1 602.8 831.7 1,144.8 1,407.0 1,655.7 2,036.1 2,144.4 2,308.8

22.8

271.5 368.1 476.6

726.6

986.7

27.5

60.9

63.5

70.1

61.1

57.3

1,182.5 1,397.4 1,643.9 1,895.1
71.4

68.6

76.7

82.1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7, 2019).

중국의 자체 게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은 미국, 일본, 한국이며 이들 3
개 국가는 중국의 해외 매출액 대비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3개 국
가에서 매출액 증가속도는 중국 내 매출액 증가속도를 상회하며, 롤플레잉, 전
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성장이 빠르다.
중국 게임업체들은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 중국 게임의
해외시장 매출액은 115억 9,000만 달러(환율 2019. 7. 12 기준, 위안화 825
억 2,000만 위안)로 2018년 대비 21.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12-2. 중국산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비중
(단위: %)

기타 17.8%
인도네시아 3.4%

미국 30.9%

프랑스 4.2%
독일 7.0%

한국 14.3%

일본 22.4%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9), p. 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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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중국산 자체 게임의 해외시장 매출액
(단위: 억 달러, %)

품목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 전체

3.6

5.7

18.2

30.8

53.1

72.3

82.8

95.6

115.9

연평균
증가율
54.3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7, 2019).

최근 중국 모바일 게임의 질적 성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산
게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양한 장르와 개성,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전 중국 게임의 이미지는 ‘카피’, ‘모방’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를 통해 배운 기
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발능력도 나날이 향상되는 추세이다. 특히 빠른
개발속도, 풍부한 자금력, 인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짜임새
있는 게임 디자인과 고퀄리티의 일러스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국내 게이
머들 또한 중국 게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국산 대형 게임사의 게임을 평가 절하
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중국 게임의
경우,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서양 게임으로 오해
받을 정도로 퀄리티 면에서 급성장을 이룬 상황이다. 중국 게임산업은 저렴한
웹게임 위주로 시작되어 모바일 게임 분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게임 개발 노하우가 쌓인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mmorpg61)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한국산 게임은 mmorpg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산 게임이 mmorpg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중소 규모의 게임사가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Mmorpg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
에 대기업급 게임사가 아니라면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 게임업체들은 차별화된 게임 콘텐츠와 품질로 우수한 중국 게임 브랜
61)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다중역할 수행게임):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의 가상세계에서 다른 여러 사람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을 벌이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의 주력 장르. 대한민국 게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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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만들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으로 게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게
임업체는 해외 게임업체와 콘텐츠 플랫폼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게임업체의
전문화, 현지화,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게임 업
체들은 해외 게임시장의 현지 문화, 사용자 습관 등에 맞춰 해외 사용자들이 선
호하는 제품을 만들어 중국 게임의 해외 진출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의 게임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Tencent에서는 ‘왕자영요’를 위해 RIOT을 인수했으며, Clash of clan과 같
은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된 게임을 개발하는 Supercell을 인수하였다. 현재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등 한국기업 대다수가 역시 Tencent의 투자를 받아 게
임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게임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 100
개 게임 가운데 중국 게임이 30개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황야행동(荒
野行动,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이 최근 2년 동안 IOS 시장 매출액 상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중후반 중국정부에서 게임의 판호62)를 담당하던 기관이 국가신문
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에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国共
产党中央委员会宣传部)로 이전되면서 1년 동안 게임 판호가 발급되지 않았으
며, 중국 내 많은 개발사의 게임이 출시되지 않아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 매출액 성장세가 2015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텐
센트, Perfectworld 등 대형 게임사가 기술력이 좋은 글로벌 개발사를 다수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2019년 중국산 게임의 해외시장 판매액은
2018년에 비해 약 21%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내 출시가 어려운 게임사
들이 미국, 유럽 등 지역으로 직접 진출하는 양상을 보여 중국 내 시장보다 해
외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62) 판호(版号): 중국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이 수입게임에 대
해 발급하는 일종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으로, 중국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호를 발
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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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중국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80.0

72.4

70.0
60.0
50.0
40.0

36.2

35.8

30.0

19.9

20.0

18.2

14.5

17.6 15.8

15.3

21.0

10.0
0.0

2015

2016

2017

중국시장 비중

2018

2019

해외시장 비중

자료: 中国音数协游戏工委(GPC)&伽马数据(CNG)&国际数据公司(IDC)(2019), p. 10.

표 12-4.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특성 변화 추이 및 방향
분야별

추세

생산품목
구조(신산업 분야
생산 확대 등

●

◎

고도화

위상 강화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유통방식의 변화, 게임 구입방식의 변화가 나타나
∙ 중국 내 인터넷 속도 문제로 PC 플랫폼 대신 모바일 플랫폼이 급성장

중국 제품의

중국 로컬업체의

∙ 최근 AR·VR 게임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게임
기 시작(예를 들어 게임 정량제 구입방식에서 정액제 구입방식으로 변화)

포함) 변화

질적 구조

특성 변화 방향
∙ 모바일 게임 분야를 위주로 크게 성장

∙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서버 구축을 우선
시하는 전략
∙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 인재들의 창업이 활성화

◎

∙ 텐센트, 넷이즈 등 콘텐츠 기업의 게임 위상 강화
∙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 게임산업의 생태계를 완비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게임을 테마로 한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

산업단지 구축을 가속화하여, 문화창의경제를 선도
∙ 게임업체는 중국산 게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R&D 수행, 관
련 해외 인재 유치제품 판권 거래, 박람회, 기타 행사 등에 적극 참여

주: ○ 큰 변화 없음, ● 빠르게 추진, ◎ 매우 빠르게 추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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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게임산업 정책 변화와 구조 고도화 전망
가. 중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및 주요 내용
중국정부는 2018년 ‘문화창의산업 혁신 발전촉진을 위한 의견’을 통해 문화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IP(지식재산권)’를 2대 발전 방향으로 확정했다. 게임
을 테마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게임업체들은 게임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게임업계의 경쟁 질서가 좋아지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표준이 이미 수립, 가동되어 연구개발 기초 단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게임업계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중국 내 게임시장을 보호하고, 중국산 게임의 성장을 위해 ‘판호’제
도를 강화했다. 2016년 모바일 게임의 ‘판호’를 의무화하면서 외국산 게임이
중국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게 되었고, 때문에 중국의 모바일 게임이 급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외자 판호 발급률이 0%를 기록
했다.
이와 동시에 2017년 중국 국무원의 ‘국가 13.5기간 문화발전개혁규획요
강’, 국가판권국의 ‘판권작업 13.5규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게임, 영화, 모바
일 SNS, 애니메이션, 음악, 3D, 광고 등 분야의 저작권이 강화되었다.
이후 게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청소년의 게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아동·청소년 시력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시행
했다. 온라인 게임 생태계와 건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면서 게
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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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중국 게임산업의 주요 정책
발표일
2013.2

발표기관
발전개혁
위원회

법규 및 정책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

국무원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2014.7

광전총국

2016.2

광전총국

이션, 게임 등 디지털 상품 개발 시
스템을 국가 지원산업에 포함

문화 창의(혁신)와 디자인 서비스 및
2014.2

주요 내용
디지털 음원, 모바일 미디어, 애니메

게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및 국
가 브랜드 양성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실명 인증 업 모바일 게임 이외의 모든 온라인 게
무 전개에 관한 통지

임에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
온라인 출판 서비스 종사기업은 허가

온라인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

증을 취득해야 하며, 출판 전 광전총
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함

2016.9

문화부

문화오락 산업 전환 추진에 관한
의견

게임 설비기업의 AR, VR 등 기술
유입 지원, 국제 e-스포츠 대회 주최
지지
인터넷 소설, 음악, 영상, 게임, 애니

2017.1

국가판권국 판권작업 ‘13.5’ 규획

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018.8

교육부 등

아동·청소년 시력보호를 위한 종합 온라인게임 총량제, 게임 이용시간
대책
교육용 모바일 인터넷 활용의 질서

2019.9

교육부 등

있고 건전한 발전을 선도하는 것에
관한 의견

제한, 판호 발급 제한
교육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게
임 및 광고 삽입 불가

자료: 중국정부 발표내용 참고 저자 작성.

나. 중국의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전망
게임산업은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서 게임 중계방송, e-스포츠, 클라
우드 게임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업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고
용을 창출하고 시장을 견인하는 등 중국 게임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업그레
이드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콘텐츠 문화 소비는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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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새로운 성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게임산업 관련 정책이 고품질의 우수한 게임 제작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성과가 뚜렷해졌고, 게임업체들의 명품 게임 창작에
대한 적극성이 강화되고,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특히 게임 콘
텐츠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그 자체의 규범이 중요해졌으며, 주류 가치관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했다.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도
제고되었다. ‘판권 13.5 발전 규획’이 발표되어 지식재산권 등록, 보호, 강화,
침해에 관한 보상 등이 명시되었다. 지난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발표
시 목표했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2013년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13차 5개년 규획은 다소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인식 강화로 인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업체는 중국 전통문화와 정방향 가치관을 지닌 게임을 제작하여
중국의 우수한 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게임
업체들은 콘텐츠 품질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 정책 및
사회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콘텐츠 자체 검열 의식이 강화되어 게임산업 전반
에 더욱 광범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은 질 높은 게임제품 출시
를 기업 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 게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R·VR 등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중
국 내 유통되는 콘텐츠 관련 부처인 문화부에서 게임산업의 신기술 도입과 e스포츠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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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분야별 구조 고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전망
분야별

주요 내용

전망

- 2020년까지 저작권 등록건수 15% 증가.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10% 증가
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

- 저작권법 개정 및 개선, 침해에 관한 보상, 면서 12차 5개년 규획 시 목표
관리 시스템 강화

했던 등록 수치는 2013년 초과

- 특히 인터넷상에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달성, 13차 계획에서도 2020년
등에 관한 저작권 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 목표치(60만 건)를 상회할 전망
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행
2018년부터 AR·VR 게임은 연
- 중국 문화부가 게임 설비기업의 AR·VR, 평균 약 50% 성장

핵심 신산업 분야

클라우드 등 기술 유입 지원
- e-스포츠 대회 주최 지지

신기술 도입에 관한 규제가 적용
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 전망

자료: 저자 작성.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가. 세계시장에서 한·중 게임 점유율
2018년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1,784억 달러로, 2017년 대비 7.1% 증가
했다. 2018년 게임시장은 모바일, 콘솔, PC 게임 등 모든 부문에서 시장 규모
가 확대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 게임시장의 약 6.3%를 차지하여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0.6%p 증가하면서 1단계 오른 수치이
다.63) 중국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7%p 증가했다.

63) 문화체육관광부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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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2018년

2016년

순위

국가

시장 규모

비중

순위

국가

시장 규모

비중

1

미국

37,429

21.0

1

미국

29,686

20.8

2

중국

31,635

17.7

2

중국

21,492

15.0

3

일본

21,265

11.9

3

일본

18,430

12.9

4

한국

11,326

6.3

4

영국

9,294

6.5

5

영국

10,055

5.6

5

한국

8,124

5.7

6

독일

8,829

5.0

6

독일

7,578

5.3

7

프랑스

8,369

4.7

7

프랑스

7,562

5.3

8

이탈리아

4,133

2.3

8

이탈리아

2,853

2.0

9

캐나다

3,523

2.0

9

캐나다

2,826

2.0

10

스페인

3,133

1.8

10

스페인

2,550

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2016, 2019).

게임 분야별로 보면, PC 게임은 2위, 모바일 게임은 4위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은 세계 1위 규모로 2017년 대비 5.8%p 증가한
26.5%로 나타났다.

표 12-8. 세계시장에서 한·중 게임 매출액 및 비중(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64)

아케이드 게임65)

전체

세계 게임시장

32,807

63,884

48,968

32,709

178,368

한국 게임

4,566

6,049

480

231

11,326

(점유율)

13.9

9.5

1.0

0.7

6.3

중국 게임

13,730

16,927

651

327

31,635

(점유율)

41.9

26.5

1.3

1.0

1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2019).
64) 가정 내 TV나 모니터에 게임 전용기기(콘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게임. 콘솔은 게임기 본체와 고유의
조작기기(컨트롤러)로 구성. 대표적으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이 있음. 대한민국 게임백서.
65) 기존의 오락실과 같은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형태. 특정 게임을 위한 전용기기가 제작되며, 조이
스틱이나 체감형 장치(총, 자동차 핸들 등)를 통해 게임을 진행함. 대한민국 게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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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플랫폼별 한국 게임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15년
아케이드 게임
3.0

2018년

PC 게임
0.7

모바일 게임
14.1
콘솔 게임
16.3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1.0 0.7

모바일 게임
9.5

PC 게임
1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2016, 2019).

2018년 우리나라 게임산업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64억 1,149
만 달러였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6.3% 증가한 3억 578만 달러를 기록했다.
플랫폼별로 수출액은 PC 게임 수출액이 34억 2,093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모바일 게임이 28억 7,605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66)
수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PC 게임과 콘솔 게임 분야는 큰폭으로 증가했지
만, 모바일 게임 분야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 이
후, 중국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모바일 게
임의 2018년 수입규모는 2017년 9,350만 달러에서 1,344만 달러 증가한
1억 69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66) 문화체육관광부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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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한국 게임산업의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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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2019),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나. 한·중 정성적 경쟁력 분석 및 전망
중국 게임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으
로 산업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콘텐츠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짝퉁’ 혹은 베끼기 이미지에서 벗어
나 중국의 게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게임업체는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5G, 클라우드, VR·AR 등 첨
단기술을 게임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 게임은 새로운 기능, 새로운 플레
이, 새로운 업태를 통해 게임산업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전망이다.
현재, 5G 기술은 게임 분야 가운데 클라우드 분야에 적용되어 게임 유통과
결제 방식, 수익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분야는 e-스포츠 분야와
게임 중계 산업이다. 2018년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8억 6,500만 달러
로 2017년 6억 5,500만 달러 대비 32.0% 증가했다. 2015~1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8.6%이다.67) 거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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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었으며, 중국은 e-스포츠 경기장 건설, 선수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다.
한·중 게임산업을 가격, 품질, 기술 경쟁력 부분과 신기술 대응 분야로 나누
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경쟁력 부분에서는 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여 양국간 가
격에 대한 경쟁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이 있다. 중국의 경우 게임 엔진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회사가 많아 다양
한 버전의 UNITY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Tencent, 서산거, perfectworld,
Netease 같은 글로벌 선두업체들은 현재 북미 혹은 유럽에 지사를 설립하여
게임 엔진 전문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하려고 하는 장
르의 기본적 체계(Base structure)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하여 개발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있으며, 한국보다 인력을 수급하기 쉽고 많은 인력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개발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다. 게다가 한국 개발사는 52시간 근무
제 등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품질경쟁력 부분에서는 게임의 퀄리티로만 본다면 세련미에서는 아직 한국
이 우세하나, 전체적인 쉐이딩, 애니메이션 등의 기술력은 이미 동급인 상황이
다. 다만 현재 중국은 창의성 부족으로 캐릭터 콘셉트(Art concept)를 잡는 능
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기술경쟁력의 경우, 개발력은 모바일 플랫폼, UNITY3D 엔진 사용 능력이
이미 한국을 앞지른 상황이다. 서버 구현 능력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
고 있으며, 저사양부터 고사양까지 다양한 모바일로 인한 최적화 기술 또한 한
국을 앞서고 있다. 다만 한국업체는 콘텐츠 구성과 기획력의 디테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 대응 부분에서 한·중 양국 모두 AR·VR, 모션캡처, AI 등 다양한 기
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다. 또한 아직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7) Newzoo(2019), 2019 Global Esports Mark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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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대형 업체 외에 신기술을 공부하
고 적용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12-9.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구분

한국

현재

추이 및 전망

5년 후

클라우드 게임이 확산되면서 게임 구매방식이 전환되어

가격
경쟁력
품질
1)

경쟁력
기술

경쟁력2)
신산업
대응
종합
경쟁력
평가

중국

100

100

100

향후 가격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양국 모두
미미할 것으로 전망

100

90

110

100

80

100

현재 중국은 ‘짝퉁’ 이미지가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인
재 유치와 R&D 투자로 양질의 게임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음.
현재는 한국이 콘텐츠와 기획력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기업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
중국은 사실상 신산업에 대해 무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100

110

120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등 신기술 적
용이 빠름

신기술

신기술 적응이

적용이 미흡

상대적으로 우위

중국이 외국산 게임 유입을 차단하고 자체 게임을 성공
적으로 개발하고, 거대한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중
국의 게임산업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주: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자체 평가에 기초하며 주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 1년 격차는 5점으로 정의.
1) 품질경쟁력: 본 원고에서는 콘텐츠의 품질, 기획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분석.
2) 기술경쟁력: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임을 개발하는 역량을 기술 관점에서 분석함.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업체의 기
술력이 한국의 기술력과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기업은 창의적인 부
분에서 한국보다 열세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섬세하고 창의적인 콘텐
츠로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게임산업은 한국의 콘텐츠 기획력이 약간 우세한 것으
로 평가되어 대중국 열위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마케팅력의 부재로 게
임산업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게임업체가 판호 미발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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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에
지사를 설립하며 직접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산 게임 수와 이를 광
고하기 위한 모든 마케팅 수단이 중국업체들에 이미 모두 선점된 상황이다. 또
한 중국 게임은 대규모 인원이 동시 접속 가능한 플랫폼과 서버를 구축하고 있
어 우리나라의 강점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속도 분야에서 점차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플
랫폼과 서버 문제는 향후 게임산업에서 가장 큰 열위요인으로 지목될 것이다.
게임과 관련된 5년 후의 경쟁 분야는 AI와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AI를 이용하여 게임 내 NPC69)가 각각의 유저에게 맞는 대
화, 행동 등을 구현하도록 하며, 또한 게임 내에서 유저들의 행동 패턴, 채팅 유
형 등을 파악하여 유저에게 맞는 이벤트 및 보상을 주도록 하는 작업을 테스트
중이다. 추가적으로 유저가 직접 모든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
들을 게임에 지속하여 적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저에게 맞는 요
소들을 잘 구현하는지가 향후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을 하
는 유저에 따라 스토리와 결말이 달라지는 고용량, 섬세한 스토리의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 능력과 기획력, 콘텐츠를 저장하고 유통

표 12-10. 게임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구분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현재

콘텐츠 소재, 마케팅

모바일 게임시장

대형서버(플랫폼), 클라우드,

인터랙티브 콘텐츠,68) AI를 활용한

AR·VR. AI 등 신기술과

콘텐츠 등 신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게임형태

결합된 새로운 게임 형태

5년
이후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콘텐츠 스토리 기획 및
제작 능력
콘텐츠 스토리 기획 및
제작 능력

자료: 저자 작성.

68) 인터랙티브(interactive) 콘텐츠: 이용자가 전체 줄거리를 선택하고 결말을 결정할 수 있는 콘텐츠.
69) NPC(Non-Player Character):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플레이어에게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 대한민국 게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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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등 신기술 도입 능력이 향후 게임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중국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현재 한국은 게임산업의 강국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중국의 ‘판호’ 발급 문
제와 인재 유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벌
어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판호’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산 게임의 중국시장 진
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2018년 발표한 ‘어
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은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총량에 대한 규제, 신규 게임 출시 수량 제한, 판호 규제, 미성년자의 게
임 사용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방침으로 한국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업계에도 타격을 주
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는 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판호’ 문제가
정상적으로 한국 게임사들에 개방되지 않는다면 양국의 시장 진입에 있어서 한
국 게임사들에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IP 문제에서 한국 게임사들은 기존 보유 중인 대형 IP들을 위주(예: 테
라)로 대형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나, 신규 IP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면에서
는 새로운 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5년 이후에
한·중 양국의 게임산업은 IP 위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게임들이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한국 게임이 가진 고유의 IP
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따라서 5년 이후, 중국 게임의
I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혹은 한국 게임이 기존 IP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발전
시키느냐가 5년 이후의 경쟁 분야가 될 것이다.
중국이 문화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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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함에 따라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
며, 관련 기술과 인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중국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게임 분야에 빠르게 융합하면서 새로운 게임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신기술 적용에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가 비교적 덜한 중국
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표 12-11. 중국의 고도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관계 변화 전망

구분

중국 내
1

현재
5년 후

2

3

세계시장
4

5

1

2

3

0

신산업 분야
4

5

1

2

3

0
0

4

5

0

0

0

주: 1 경쟁 약화, 2 경쟁 수준 변화 없음, 3 경쟁 다소 심화, 4 경쟁 약간 많이 심화, 5 경쟁 매우 심화.
자료: 저자 작성.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가.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게임산업은 게임 콘텐츠, 게임 구동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아이템
산업, e-스포츠 등 산업의 확산 정도가 매우 광범위한 산업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무규제 적용과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
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의 새로운 선도국
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분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대로 중국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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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금력, 인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게임사는 디테일한 기획력을 가
지고 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업이 가능하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게임시장의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중국
게임사에 지식재산권이 공유되거나, 침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협업 접근이
필요하다. 양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생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사는 장
르 편중, 개발속도 저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용 게임, 심리치료 게임,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게임 등
기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게임산업의 긍정적인 시장 확대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나.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국에서 게임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도 더욱 중국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많
은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폭력성·사행성 게임은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사상
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콘텐츠는 검열 대상이다. 또한 현재의 게임 유통 시스
템 부분도 중국의 특수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구글스토어, 앱스
토어 등 소수의 플랫폼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반면, 중국시장은 수백 개의 스토
어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사상과 유통구조를 이해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중국 내 파트너사와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 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
일 게임이 아닌, 우리나라가 IP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PC 게임 및 온라
인 게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시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
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PC 게임에서 인지도를 구축한 IP를 활용해 2010년 이
후 모바일 게임으로 확장한 게임들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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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게임 분야의 확장과 더불어, 캐릭터 IP의 게임화도 이루어지고 있
다. 애니메이션 등 친숙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이 빠르게 시장에 흡
수될 수 있기 때문에 IP 개발과 보호 및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게임 IP의
소진에 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mmorpg 위주로 편향된 장르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게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는 게임과 콘텐츠 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인력에 대한 처우와 근무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52시간 근무제 등의 개선과 탄력적인 근무
시간 적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R·VR,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게임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역시 필요하다. 우
리나라 VR 게임의 경우 등록하는 방식과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게임산업
법」 안에서도 게임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VR 체험장을 통해 VR 게임을 보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VR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
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 관점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R 게임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표 12-12. 중국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
경쟁력 강화전략
∙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콘텐츠 기획과 제작 능력
이 필요한 부분의 역량 강화
∙ IP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 mmorpg 위주로 편향된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
한 IP와 게임 콘텐츠 제작

정부정책
∙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
적 노력 강화
∙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인
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제도 개선
∙ 특히 52시간 근무제 등의 개선과 탄력적인 근
무시간 적용 정책이 필요
∙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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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한·중 양국은 유사한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콘텐츠 검
열 시에 문화적 사상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필
요하다. 중국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중국 콘텐츠 제작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게임업체의 경우 이미 중국에 기술, 투자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 게임사들이 mmorpg 등 편
향된 장르의 게임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 대형 IP에 기댄 안전하지만
좁은 한국시장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중국에서 배워야 할 기술력은 배우고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할지에 대
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력을 갖춘 대형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혹은 차
세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만 판호 문제로 중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대형 게임
사와 공동 개발하거나 판호를 부여받은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하는 우회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 모바일 앱스토어의 판호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
면서 이미 서비스 중인 게임 가운데 판호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먼저 한국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Smilegate)의 경우, 현재 공동개발, 합작
투자(Joint Venture) 등의 방식으로 중국업체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중국 대형기업이 다수의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며, 어떠한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의 개발력을 배우고 스마일게이트에서는 게임 콘셉트
(Art concept), 콘텐츠 기획 등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
일게이트 사가 중국기업과 협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시장에 들어가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이미 한국을 넘어선 중국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함이다. 중
국 게임사의 자금력, 인력, 창의력과 한국 게임사의 기술력, 기획력이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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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 게임산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게임사의 기술력이 투입된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한 중국 게임’이 출시된다면, 중국 내 판호 문제에서도
다소 여유로워 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게임사에 ‘침식, 토사구팽’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3월,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게임사인 ‘펄어비스’의 온라인 게임에 대
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판호를 발급했다. 하지만 판호를 받은 ‘이브 온라인’
의 개발자는 아이슬란드 기업인 CCP게임즈로 펄어비스가 2018년 주식 100%
를 인수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라는 긍정적
인 해석은 어려우나, 한국 게임사가 우회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
로운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판호 거부는 중국 게임업체의 한국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와 하루빨리 판호 문
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한령으로 인한 판호 발급 중단 문제는 한국
게임사들에 치명적인 반면, 중국 게임은 다양한 물량 공세로 한국 게임시장을
공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게임이 한국시장에 진입할 동안 한국 게임
은 중국시장 문턱도 못 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
원의 ‘판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무료 게임의 경우 판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중국시장
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중국 게임사가 이와 유사한 게임을 등록하여 매
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은 게임 자체의 매출뿐만 아
니라,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한 제2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확
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는 IP 획득을 위한 인수합병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IP 확보와 보호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이 중
요해지고 있으며, IP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게임’ 분야는 음악이나 영화 같은 타 분야에 비해 예술성 부분에서 평
가 절하되어 ‘트레이드 드레스’70) 보호대상으로 인식되기 쉽지 않아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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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71)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게임사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합리
적인 상업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 입법체계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 게임사와 공동 개발하여 진출한
한국 게임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한 정부간 인식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2-13. 게임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한·중 협력 전략 및 정책
시장 진출 확대 및 협력 전략

정부정책

∙ 유사한 전통과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배경 구축 시 공동 연구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인식 제고방안 마련

∙ 중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법체계 강화
국기업과 공동개발, Joint Venture 등의 형식 ∙ 지식재산권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
으로 우회적인 진출을 고려

마련

∙ 기존에 판호를 부여받은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 ∙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 지속 추진
하여 중국시장 확대
자료: 저자 작성.

70)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 무형적인 가치를 뜻하며,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제43조에 의해 보호받는 디자인 특허의 한 종류.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
및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기능성’, ‘식별력’, ‘혼동가능성’을 갖추어야 함. 「[기획] ‘펍지vs넷이즈’ 저작
권 침해 소송, 5대 쟁점 정리 힘들어」(2018. 7. 24), 온라인 기사(2020. 2. 14).
- 비기능성(Non-Functionality): 실용적인 기능성을 내포하면 안 된다.
- 식별력(Distinctiveness): 독특한 구조나 장식 등으로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
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적인 요소는 없으나 2차적 의미를 통해 고유한 이미지가 형성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 혼동가능성(Likehood of Confusion): 소비자들이 논란이 되는 상품과 본 상품을 비교할 때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71) 「[기획] ‘펍지vs넷이즈’ 저작권 침해 소송, 5대 쟁점 정리 힘들어」(2018. 7.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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