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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장 유형 전환의 기본 골격과 배경

1. 성장 유형 전환의 기본 골격
(1) 자원절약·환경친화형 성장
중국의‘11·5’규획, 자원 절약, 환경친화형 경제 성장 강조

중국의 중기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11·5 규획 요강(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
十一個五年規劃, 2006~2010年：2006년 3월 중국 제10기 전
인대 4차 회의 통과, 이하‘11·5 규획’이라 칭함)>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006~2010년) 경제발전 목표 가운데 하나로 경제
성장 유형의 전환 가속화를 제시
- 자원 절약을 기본 국책으로 삼아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
태환경을 보호하여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을 가속
화하며, 경제발전과 인구·자원·환경과의 조화를 촉진
- 국민경제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 확실하게 신형 공업화1)의
1)‘신형 공업화(新型工業化)’
의 핵심적 내용은“정보화로 공업화를 견인하고, 공업화로 정보
화를 촉진하여, 높은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효율, 낮은 자원소모, 적은 환경오염, 인력자원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업화”
를 지칭함. 江澤民,“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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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매진
- 절약 발전, 청정 발전, 안전 발전을 견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

(2) 자주 혁신능력의 제고
경제효율 제고, 자원절약, 환경친화형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서는 자주 혁신능력의 제고가 관건

과학교육에 의한 국가 부흥 전략(科敎興國)과 인재 강국 전략을
철저히 시행, 자주 혁신 능력을 증강
- 이는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적 출발점이며, 산업구조 조정, 성
장 유형 전환의 중심 고리
- 원초 혁신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혁신능력을 집
적하고 기술의 도입·소화·흡수를 통해 재혁신 능력을 제고

(3)‘11·5 규획’
의 주요 지표 설정
자주혁신능력의 기반이 되는 R&D 강화, 자원절약·환경친화의 진
전을‘11·5 규획’
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로 설정, 추진에 강한 의지

R&D 비용 지출의 대 GDP 비중은 계획 기간 중 0.7% 포인트 상
1) 社會主義事業新局面”
(2002. 11. 8. 中國共産黨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보고),「中國
經濟年鑑 2003」,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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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1·5 규획’
의 성장유형 전환 관련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속성

1.3

2.0

[0.7]

예기성

[20]

약속성

R&D 비용의 대 GDP 비중(%)
단위 GDP 에너지 소모 감소율 (%)
단위 공업부가가치 용수량 감소율(%)
공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55.8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율(%)

60

[30]

약속성

[4.2]

예기성

[10]

약속성

자료：<중국‘11·5 규획’요강>.
자주：1) [ ] 안은 5년 누계 수치임.
자주：2) 속성 란에서‘예기성’지표는 국가가 희망하는 발전 목표로 주로 시장 주체의 자발
적 행동에 의해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지표이며,‘약속성’지표는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양호한 거시, 제도 및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적시에 거시조절, 각종
정책의 종합 운용을통해 사회자원배분을 유도, 그 실현에 적극 노력하는 지표임.

승시키는 것으로 책정, R&D 활동이 중국의 경제성장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강되기를 기대
특히, 에너지 소모 감소율, 용수량 감소율,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율
은‘약속성’지표로 설정, 목표 달성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출

(4) 중국경제의 5대 전환2)과 연계

1)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전환
신중국 수립 이래 중국 공업발전은“무에서 유를 창조한”이후
2) 이 부분의 기술은 中國社會科學院 工業經濟硏究所(2006),「工業發展報告 2006」, pp. 23~
24에 의존하였는데, 중국의 성장 유형 전환의 궁극적 지향점을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함.

4

현재에는 이미“소에서 대로의 전환”
을 이룩
- 현재, 중국경제 총량은 세계 4위이며, 제조업 총량은 세계 4
위로 172개 제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
- 중국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대‘무역대국’
의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를 차지
중국경제는‘소(小)에서 대(大)로의 전환’이후,‘대(大)에서
강(强)으로의 전환’
을 지향
2)‘중국 제조’
에서‘중국 창조’
로의 전환
일반적으로 말해 세계 각국의 생산은 3개 유형으로 나누어짐.
- 첫째는, 자원형 국가로 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산함. 둘
째는, 제조형 국가로 주로 염가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생산함.
셋째는, 혁신형 국가로서 주로 자주 혁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생산함.
국제산업의 이전에 따라 중국은“세계의 공장”
이 되었으며, 동시
에 중국은 제조형 국가의 길을 전력을 다해 질주해 왔음.
그러나“중국 제조”
를“중국 창조”
로 바꾸어야만 비로소 중국의
핵심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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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드 자원’위주의 발전에서‘소프트 자원’위주의 발전으로
전환
과거, 중국 경제발전은“하드 자원”
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바, 하
드 자원은 그 수량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환경) 오염을
초래
- 이는 한계 원가(생산비)의 체증에 따라 한계 수익이 체감하
는 발전 경로로서,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의문을 제기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반드시“소프트 자원”
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바,“소프트 자원”
은 단지 무한할 뿐만 아
니라 오염 발생도 없음.
- 이는 한계 비용을 체감시키고, (반면에) 한계 수익은 체증시
키는 발전의 길이며,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4)‘물질 자본’위주의 발전에서‘인력 자본’위주의 발전으로 전
환
중국은 21세기에 일대 전략적 전환 문제에 직면했는바, 물질자
본 위주의 발전으로부터 인력자본 위주로의 전향이 그것
- 공업경제 시대의“물(物)”
의 투입과 마찬가지로, 지식경제
시대에는“인(人)”
의 투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전략
적 투자”
의 대상
목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혁신능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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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미래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데, 사람은 혁신 활동의 주체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일관된 전혀 새로운
“게임 법칙”
을 확립할 필요
·이는 물질자본이 중심을 이루는“물질자본이 인력자본을
통치하는”규칙으로부터 인력자본이 중심이 되는“인력자
본이 물질자본을 통치하는”규칙으로의 전환임.
5)‘실체 경제’위주의 발전에서‘체험 경제’위주의 발전으로
전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제 1, 2, 3차 산업의 비중은 2004년에 각
각 13.1%, 46.2% 및 4 0 . 4 %이었으며, 2007년에는 각각
11.3%, 48.6% 및 40.1%
-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2차산업 비중이 높으나, 제1, 2차 산업
의 비중은 하강하고 제3차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은 장
래 일정 시기의 중요한 흐름
산품경제(농업경제, 공업경제), 서비스경제 이후 인류사회는 체
험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산품”
은 사람의 객관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
가 사람의 주관적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
·공급 측면에서 말하자면, 창조 공업, 창조 산업, 창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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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중요성이 증대
·오늘날 대다수 선진국에서 과학기술, 예술설계, 문화오락
등 내의 창조 산업 노동력 비율은 1980년의 12%에서 이
미 30~40%로 높아져 있는 상태

2. 성장 유형 전환의 배경
(1) 전통적 공업성장 방식의 한계3)
중국의 공업 성장은 高 투입 - 高 산출의 외연적 성장 (중국에서
는 粗放型 成長이라고 함) 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바, 이는
다음 6가지 측면의 근본적인 제약에 직면
1) 이윤 공간의 제약
“스마일곡선”
의 개념에 따르면, 전세계 생산 양식은 위로 열린
하나의 포물선으로 비유 가능
- 포물선의 좌측은 업스트림(up stream)의 가치사슬로서, 새
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이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킴.
- 반면에 포물선의 우측은 다운 스트림(down stream)의 가치
사슬로서, 브랜드 운용, 판매 채널 등이 제품의 가치를 제고
3)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硏究所,「中國工業發展報告 2006」,pp. 17~2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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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제조업은 중국의 제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
의 하나이나, 信息産業部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가전산
업의 연 이윤율은 단지 0.61%에 불과
- 산업 이윤율은 해당 산업이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바, 중국 가전산업이 더 이상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사
의류산업의 예를 들면,“세계의 공장”
인 중국의 연간 매출 8억
매의 와이셔츠로는 380형 여객기 단 1대만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중국은‘스마일곡선’
의 하단 부분에서 국제분업에 참여, 제조하
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은 상표의 표지가 되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상단 부분에서 국제분업에 참여
- 즉 선진국은 상표 운용을 자원 배치, 시장 통제의 전략적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엔 DP의 통계에 따르면, 명품이 전세계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무려 40%, 판매액은
5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90%를 초과할 수도
2) 지적재산권의 제약
과거에는 제품의 판매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획득했으나, 현재에
는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이윤을 확보
- 이는, 이윤 확보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부분에서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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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의 업스트림 부분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
이러한 일련의 흐름의 중대한 변화는“제조 제품”
에서 우위를 갖
는 중국 기업 이윤의 대폭적인 하락을 초래
현재 일단의 선진국 기업들은 현행 법률의 틀을 이용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기술장벽과 지식재산권 장벽을 강화하여,
“기술 특허화, 특허 표준화, 표준 독점화”
로 큰 이윤을 추구
- 통신산업에서 미국의 퀄컴(Qualcomm)사는 CDMA 이동통
신 영역에서 국제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국제표준과 관
련된 1,400여 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그 제품 수익은 부
차적인 것이 되었고, 오히려 특허 수입이 그 그룹의 대종 수
입원이 되고 있음.
국제시장에서 기술 특허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그 특허를 사용하
는 기업에서 일정 비례의 특허비를 징수
- 예컨대, 1대의 DVD 제품에는 80달러의 원가와 20달러의 지
적재산권 비용과 단 1달러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대체로, 지적재산권에 지불되는 비용 총액은 휴대전화의 경
우 그 판매가의 20%, 컴퓨터 판매가의 30%, 디지털 선반 판
매가의 40%에 해당
설계와 제조가 분리되는 경제 모형 중에서 고부가가치를 향유하
는 부문은 제조가 아니라 설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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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자동차 1대의 원가에서 상근 생산직공과 투자자 몫
은 85% 이상을 차지했음. 그러나 1990년이 되면 이 양 분야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은 60% 미만으로 줄어듦. 나머지 부분
은 설계자, 엔지니어, 기획자, 전략가, 금융 전문가, 경리 인
원, 법률가, 광고상과 판매상이 차지. 2000년이 되면 80% 이
상이 후자의 몫으로 됨.
- 오늘날 반도체 칩의 가격 가운데, 3%만이 원재료와 에너지
소유자의 몫이며, 5%는 설비 및 시설 설치자, 6%는 상시 작
업자의 몫이며, 무려 85% 이상은 전문 설계사 혹은 엔지니어
링 서비스 및 관련 특허와 판권의 몫
- 국제 방직품의 가치사슬 가운데, 중국의 방직품 제조상은 단
지 이윤의 10%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윤의 90%는
상표 보유자, 산매·소매상 등의 몫
3) 국제시장의 제약
현재 경공업제품 중에 중국산은 소위“물건이 아름답고 값도 싸
서 (物美價廉)”
, 그 경쟁력이 이미 세계 전열에 서 있으며, 일부
중국 제조 상품은 전세계 시장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
- 예컨대, 신발산업은 노동집약형 산업인바, 중국은 노동력
과 자원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비교우위
를 확보
·단, 유럽은 중국 신발의 대유럽 수출에서 존재하는 덤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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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 규제하고, 중국의 신발 수출에 대해 반덤핑세 부
과를 결정할 수 있음.‘중국산’
제품은 전세계에서‘사면초
가, 도처에서 얻어터지는’국면에 처해 있음.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반덤핑 피
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 해외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 건수가 전 세계 반덤핑 제소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0년의 15.65%, 2001년의
16.67%, 2002년의 16.77%이었다가 2003년에는 크게 상승
하여 25.54%, 2004년 1~6월에는 27.80%로 상승
- 해당 품목은 대체로 철강, 기계, 소형 컬러 TV, 절전형 전등,
라이터, 도어록, 심지어 마늘류 농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국제적으로 제조업은 대규모로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중국
대외무역의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
- 따라서 중국의 각종 보호주의 행위인‘무역전’은 갈수록 치
열해지고, 무역마찰은 현저히 높아지는 추세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국제 산업 이전 배경 하에서 중국
수출입총액 가운데 가공무역은 절대적 부분을 차지
- 중국 海關(세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 수출액은 1조
2,178억 달러이었는데, 이 중 가공무역액은 6,176억 달러로
전체의 50.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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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환경의 제약
전통공업의 성장방식은 한편으로는 낮은 이윤과 반덤핑의 고통
을,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소모와 높은 오염의 대가를 요구
-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중국 GDP는 단지 세계의 4%를 점하
고 있을 뿐이나, 중요 자원의 소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아
·시멘트 40%, 석탄 31%, 철광석 30%, 강재 27%, 산화알
루미늄 25%, 석유 7.4% 등
- 자원의 제약은 광물자원의 제약, 에너지 제약, 수자원 제약,
토지자원의 제약 등
- 또한 세계은행의 조사 추계에 의하면 중국의‘환경위기’
는
향후 매년 GDP의 8~12%를 갉아먹게 될 것으로 추정
-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20개 도시 가운데 무려
16개가 중국에 소재
중국의 전통적 수출은 표면상으로는 대량의 제조업 제품의 대외
수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중국의 대량의 광물자원,
에너지, 담수자원, 토지 및 청정공기가 제품에 체화되는 형식으
로 국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는 것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소량의 달러를 수취하지만, 자원
의 결핍과 생태의 악화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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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 알루미늄의 예
- 2003년 중국의 전해 알루미늄 수출은 6.9억 달러 증가
- 단, 중국 산화 알루미늄과 보크사이트 자원의 품귀 현상이 빚
어져 세계 보크사이트, 산화 알루미늄의 가격이 등귀, 이에
따라 전해 알루미늄 생산 코스트는 실제로 6억 달러 증가
- 이를 코스트에 산입하면 2003년 전해 알루미늄 수출의 순 이
윤은 단지 0.9억 달러 증가에 그친 셈
- 이뿐만 아니라, 전해 알루미늄 생산은 대량의 전기 소모를 야
기, 1톤의 전해 알루미늄 수출에는 1천 수백 kWh의 에너지
상당량이 소요되었는데, 에너지는 매우 부족한 물자이므로
단지 이 1건으로 조성된 손실만도 100억 위안을 초과
- 따라서, 에너지 소모를 계산에 넣은 결과를 보면, 중국은 전
해 알루미늄 수출로 이윤 획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여 억 위안의 손실을 초래한 셈
5) 핵심 기술의 제약
전통공업의 성장 방식은 핵심 자원을 국외에 고도로 의존(예컨
대, 중국의 주요 광산품의 대외 의존도는 50% 이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도 고도로 국외에 의존
즉 중국 핵심 기술의‘공동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바, 몇몇 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Ⅰ. 성장 유형전환의 기본 골격과 배경 15

- 중국 승용차의 연간 생산량은 이미 수백만 대에 이르렀으나,
단 하나도 세계에서 안정적인 상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비행기는 핵심기술이 결핍되어 있어, 제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IT 산업, 예컨대 컴퓨터는 월 생산량이 이미 1,000만 대 규모
에 이르고 있으나, 단 칩은 여전히 해외 제품임.
- 디지털 선반은 핵심기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 역시 제조
가 순조롭지 않음.
- 중국은 에어컨의 수출 대국이나, 단 고성능 캐비닛식 에어컨
은 여전히 미국산 부품과 일본 기술을 채용하고 있음.
총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일련의 국제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
는 산업 또는 제품에서도 여전히 상당히 강한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산업의 핵심 기술과 선도 기술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
가 장악
6) 사회 책임의 제약
현재의 시장경제는‘인도주의’요소를 가미, 사회 발전의 시각에
서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품의 품질은 물론 더 나아가 기
업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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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총체적으로 기업 발전의“사회성”
을 강조하고 기업이‘인권
공평’
과‘사회책임’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제약은 이를 기업 내부의 제약과 기업
외부의 제약으로 양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기업 내부의 제약은, 예컨대 SA8000 즉 <사회책임 국제표준체
계>를 들 수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5세 이하의 아동 직공 不雇用 및 고용 행위 不支持
② 강제노동의 不使用 및 고용 不支持; 강제 노동 엄금에는 범인
의 강박 및 노무 제공 계약도 포함됨. 공원으로 고용시 압류
금 혹은 신분증을 회사에 영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불가
함.
③ 건강과 안전；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 직원
에게 체계적인 건강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工傷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④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상의 권리, 공원들의 노조 설립 및 노
조 활동 참가와 단체 협상 권리의 존중, 어디에서나 법률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고용주 측이 유사한 방식으로 결사와 단
체협상의 권리를 제공할 것
⑤ 차별 행위에 不從事 및 不支持；인종, 사회계층, 출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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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성별, 동성연애경향, 사회단체 혹은 정치 신분 및 연령
측면에 따른 차별 금지, 성희롱의 금지
⑥ 징계성 조치；체벌, 정신 또는 육체적 압박 혹은 언어적 모욕
금지
⑦ 작업 시간은 매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7일마다
적어도 1일의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함；스스로 원해 초과근무
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작업에 비해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단 매주 초과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⑧ 임금 보수는 필히 법률 혹은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 표준 이상
이어야 하며, 공원 및 그 가정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며, 기율 징벌에 의해 삭감될 수 없음.
⑨ 관리 시스템；반드시 일련의 관리 시스템은 각 표준에서 요
구하는 기준을 장기적으로 관철 집행해야 함.
- 일련의 사회책임 정책을 제정 및 서명하고, SA8000 표준, 법
률법규를 준수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러한 정책
은 필히 공개 투명해야 함.
·과거 개점 시간의 연장, 기념일 휴일의 휴식 취소, 한 밤중
의 상품 판매, 초과근무 가점제 등은 중국에서는 거의 습관
처럼 되어 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이러한 류의‘고통을 무
릅쓰고 인내하는 노동’같은‘우수한 전통’
은 더 이상 존중
의 대상이 아니며, 경영의 정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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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의 제약에 대해서는, 예컨대 WEEE와 ROHS, 즉 EU
(유럽 연합)의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ipment：
폐 전자전기제품 처리 지침>과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전자전기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을
들 수 있음.
WEEE는 생산 업자(동 제품의 수입상 및 판매상을 포함)에게
2005년 8월 13일 이후 EU 시장에서 폐기처리되는 전기전자제
품을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요구
- 아울러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회되는 전기전자제
품에 회수 표지를 부착하도록 요구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잔류된‘역사적 전자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회수, 처리 비용을 시장 점유자의 시장 점유율
에 비례하여 분담
ROHS는 2006년 7월 1일 이후 EU 시장에 출회된 전기전자제
품 중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폴리브롬화 비페닐),
PBDE(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없다고 규정
계속하여 WEEE와 ROHS 이후 EU는 재차 EUP, 즉 <Ecodesign
reqirement for Energe-using Product：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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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U는 설계에서, 생산, 사용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 착안하여, 그 표준을 공업제품에 적용하여 향
후 환경오염을 규제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초점은 제
품 생명주기의 종점 단계로부터 기점 단계, 즉 제품의 설계
단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
이처럼 EU 시장이나 국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조
업은 제품 생명주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2) 공업부문 경제효율상의 문제
이 항에서는 현행‘11·5 규획’직전인‘10·5계획’
(2001~
2005년) 시기의 공업부문에서의 실제적인 경제효율이 중기적
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11·5 규획’에서
성장 유형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을 구명하기로 함.
“10·5”시기 경제운행의 기본적인 특징은 고정자산투자 규모의
부단한 확대와 공업과 수출입 무역의 지속적인 쾌속 증가이며,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으며, 자원성 산품 가격과 노동
코스트가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공업경제 효율은 점차 제고
- 공업에서 지속적인 고속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한편 경제운
행에서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지나치게 빠르고, 에너지
원재료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경지 점용이 과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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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1) 공업경제 효율 변화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2005년의 공업부가가치는 2000년에 비해
67.6% 증가
-‘10·5’시기 공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9·5’시기 공업 연평균 증가 속도에 비해 0.7% 포인트 높
음. 이는 공업경제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0~2005년 공업경제 효율 변화 상황은 아래 <표 Ⅰ-2>
및 <표 Ⅰ-3>과 같음.
<표 Ⅰ-2>와 <표 Ⅰ-3>에 의하면, 2001~2005년 중국 공업
경제 효율은 현저히 높아졌음.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 세 가지임.
- 첫째는 이윤과 세금 총액이 2000년의 9,512.9억 위안에서
<표 Ⅰ-2>

2000~2005년 전국 공업기업 주요 재무 지표

순고정자산 기업이윤총 세금총액 억위안고정자산 결손기업결손 결손총액/이
(억 위안) 액(억 위안) (억 위안) 利稅(억위안) 총액(억 위안) 윤총액 (%)
2000

52,798.4

4,393.5

5,119.4

0.1802

1,136.1

25.9

2001

56,626.3

4,733.4

5,572.0

0.1820

1,211.0

25.6

2002

60,820.3

5,784.5

6,237.6

0.1976

1,131.6

19.6

2003

68,233.5

8,337.2

7,537.0

0.2330

1,157.8

13.9

2004

82,137.5

11,929.3

4,718.8

0.2027

1,747.9

14.7

2005

92,802.6

14,802.5

11,518.3

0.2836

2,031.8

13.7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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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2000~2005년 전국 공업기업 주요 경제효율 지표

공업부가가 총자산 자산부채 유동자산회전 원가비용 전원노동생산 산품판매율
치율(%) 기여율(%) 율 (%) 차수(차/연) 이윤률(%) 률(元/人·年)
(%)
2000

29.6

9.0

60.8

1.6

5.6

45,679

97.7

2001

29.7

8.9

59.0

1.7

5.4

52,062

97.6

2002
2003

29.8
29.5

9.5
10.5

58.7
59.0

1.8
2.0

5.6
6.3

59,766
73,045

98.0
98.0

2004

29.3

12.3

59.2

2.2

6.5

90,582

98.1

2005

28.7

12.8

57.8

2.4

6.2

104,680

98.1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1~2006).

2005년에는 2조 6,320.8억 위안으로 상승
- 둘째는 기업 결손액과 실현 이윤액의 비율이 2 0 0 0년의
25.9%에서 2005년에는 13.7%로 하락
- 셋째는 전원 노동생산율이 2000년의 4만 5,679위안에서
2005년에는 10만 4,680위안으로 상승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10·5’시기 공업 부가가치율에는 변화
가 없이 줄곧 29% 전후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이는 중국의 공업 성장이 주로 에너지, 원자재 등 물질 산품
의 소모를 기초로 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시사
·자원 공급 부족과 국내 수요의 부단한 증가가 에너지, 원자
재 등 자원성 산품의 가격을 해마다 상승시켜, 공업기업의
생산경영 코스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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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강화 노력
자주 혁신 능력의 제고는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성장 유형을 전
환시키고, 경쟁능력을 제고하는 중심적 과제라는 점을 중국도 절
실히 인식
- 과학기술 수단의 이용률 제고로 당면 및 미래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중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
와 혁신을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강조
현재 세계에는 20개 가량의 국가가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들어
서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발명특허 총수는 세계의 99%로
서 대외의존도는 모두 30% 이하, 연구개발 경비의 대 GDP
비율은 모두 2% 이상이며, 그중 일본, 한국과 미국은 3%에
근접하며, 이스라엘은 무려 4.7%에 달함.
중국 연구개발 경비의 대 GDP 비율은 2001년에 0.95%이던 것
이, 2005년에는 1.34%로 높아졌음 (<표 Ⅰ-4> 참조).
- 그러나 중국이 <10차 5개년 계획>4)에서 2005년 연구개발
<표 Ⅰ-4>

2001~2005년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의 대GDP 비율

연구개발경비(억 위안)
R&D 경비/GDP(%)

2001

2002

2003

2004

2005

1,042.5
0.95

1,287.6
1.07

1,539.6
1.13

1,966.3
1.23

2,450.0
1.34C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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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GDP의 1.5%가 되도록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동 계획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님.
3) 생산재 가격의 변화
2005년 생산재 출고 가격 종합지수는 2000년 대비 23.3% 상승
- 석탄 가격은 63.58%, 석유 가격은 53.8%, 전력 가격은
8.5%, 흑색금속 가격은 37.8%, 화학공업원료 가격은 16.4%
각각 상승
- 주요 생산재 가격지수의 변화 상황은 <표 Ⅰ-5>와 같음.
자원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 하에서, 자원성 산품 가격의 상승
추세는 역전이 불가능

<표 Ⅰ-5>

총지수

2000~2005년 원자재, 연료, 동력 구매가격 변화 지수
(2000년=100)
연료
동력

흑색
금속

유색
금속

화학
원료

목재
펄프

건축
자재

농부
산품

방직
원료

2001 99.80 100.20 100.5 95.60 98.40 100.40 98.60 101.20

99.70

2002 97.50 101.20

96.81

98.7

92.25 95.94 99.10 96.82 96.85

2003 102.18 108.70 106.5 87.14 98.72 99.40 96.50 103.30 98.16
2004 113.83 119.20 128.2 116.70 107.50 102.18 101.42 117.90 102.80
2005 123.30 137.08 137.8 133.03 116.40 105.80 104.60 120.00 105.26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1~2006).
4)“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個五年計劃綱要”
,「中國經濟年鑑 200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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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2000~2005년 주요 가공 제조업 제품 출고가격 지수
(2000년=1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계공업

96.8

93.1

90.3

87.8

89.2

식품가공

100.5

100.2

101.1

100.4

1007.3

의류제품

99.0

97.8

97.6

98.5

99.3

일반일용품

98.3

96.2

95.8

97.6

99.4

내구소비재

95.3

90,7

86.3

83.0

80.3

자료：
「中國工業發展報告 2007」.

- 그 결과 필연적으로 기업의 생산경영 코스트가 상승하였는
데, 단 下游(down-stream) 가공공업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001년 이래 가공 제조업 제품의 출고가격의 변동은 에너지, 원
자재 가격의 변동과 상반되는 추세를 보였는바, 기계, 식품가공,
의류, 일반일용품, 내구소비재의 가격 변화 상황은 <표 Ⅰ-6>
과 같음.
-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下游(downstream) 가공 제조업 제품의 출고가격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
히려 하락하여 下游(down-stream) 가공 제조업 제품 생산
기업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제품 구조의 조정, 경영관리의
개선, 기술혁신의 추진, 에너지·원자재 소모의 감소를 압박
4) 기업 임금 코스트 상승 추세
“10·5”시기, 중국 제조업의 임금 코스트는 해마다 상승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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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에는 충분한 객관적 필연성이 내재
- 전반적으로 중국의 노동력 자원은 풍부하고, 현 단계에서 여
전히 임금 코스트가 싸다는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음.
·다만 이러한 평가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저임금 수준을 변
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한편 30년간의 지속적인 가족계획 정책으로 중국의 인구 총
량은 이미 저성장 시기에 들어섰으며, 도농 청장년 노동력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농촌,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정책을
부단히 조정하여, 농민이 종사하는 농업의 수익이 점차 제고
- 이러한 큰 배경 하에서 공업기업은 계속하여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심지어는‘임금착취 공장’
의 원시 축적 방식을 실
행, 향후 노동력의 공급 보증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03년 이래, 연해지역의 외래 농민공이 비교적 집중된 몇몇 지
5)
방에서는 이른바“民工荒”
이 출현

-“民工荒”
의 출현은 실제상으로는 노동력 시장 및 그 임금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강제적 성격의 조정이 진행된 것이었
음. 기업에게 반드시 농민공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현상이었음.
5) 농민 신분으로 임시로 도시에 나와 공업 부문 등에서 노동하는‘농민공’
의 일시적 부족 현
상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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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농민공의 임금과 사회보장 수준의
제고가 향후 기업 생산 코스트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하 몇 가지의 인식에 기초하여, 농민공의
임금 상승과 산업구조 조정의 추진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
- 첫째, 농민공의 임금 상승은 우선 기업주와 농민공 사이의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도와, 빈부 격차를 축소시켜, 사
회 공정(정의)을 실현하고, 사회적 富의 창조자로 하여금 능
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가져오는 이익을 나누어 향유하
게 함.
- 둘째, 저소득 집단의 구매력 제고를 도와, 수출 증가 속도의
둔화 상황 하에서, 국내 시장수요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셋째, 노동력 코스트의 상승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유도
- 넷째, 저가격에 의존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하던 것을 개변시
키도록 도와, 이미 국내 공원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항용 수입
국가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상황을
개선
목전의 사회분배가 불공평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순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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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국민수입의 일차 분배가 불합리하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다음 두 방향으로 표출
- 첫째는 독점 기업이 획득하는 초과이윤은 세수로 연결되지
않아, 국가의 재정수입을 변화시킴. 일부분은 독점 기업의 임
금과 복리비로 전환됨.
- 둘째는 민영기업의 고용주와 고용원 간의 분배 구조가 불합
리함. 사회 분배 불공정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우선 국
민수입 1차 분배의 불합리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일반 공원
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함.
‘10·5’시기 공업기업 임금 코스트의 변동 상황은 <표 Ⅰ-7>
과 같음.
기업 공원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은 해가 감에 따라 상승했으나,
다만 임금 총액이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해
<표 Ⅰ-7>

2000~2005년 임금지수(전년 임금=100)
국유공업기업

집체공업기업

기타 유형 공업기업

2000

111.4

107.6

110.9

2001

115.2

108.9

109.7

2002

115.5

112.7

109.9

2003

112.0

112.2

109.3

2004
2005

110.5
112.8

109.5
113.2

108.0
110.4

2000：2005

100：185.7

100：170.7

100：157.1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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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8>

2003~2005년 제조업 임금총액이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업 부가가치
(억 위안)

제조업 임금총액
(억 위안)

임금총액이 부가가치에
서 차지하는 비중(%)

2003

41,990.23

3,261.4

7.76

2004

54,805.10

4,125.9

7.53

2005

72,186.99

4,821.7

6.68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6).

가 감에 따라 저하(<표 Ⅰ-8> 참조)
5) 기업 자금 코스트의 변화
경제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통제하고
2003년 이래의 거시조정으로 줄곧 신용대출 규모의 통제 정책
을 실행해 왔으며, 대출 이율은 해마다 상향 조정
- 2002년 2월 은행의 1년 만기 대출의 기준 이율은 5.31%이
던 것이, 2004년 10월에는 5.58%로 올랐고, 2006년 4월에
는 5.85%로, 2007년 3월에는 다시 6.39%로 상향 조정
·2007년 3월과 2002년 2월을 서로 비교하면 은행의 1년
만기 대출의 기준 이율은 20.3%가 오른 셈
2005년 국유 및 국유주식제 공업기업, 사영 공업기업과 삼자공
업기업의 유동자산 부채율은 각각 5 6 . 6 6 %와 59.48% 및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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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9>

2002~2006년 공업기업 유동부채 및 이자 증가 상황
유동부채
(억 위안)

대출기준이율(%)

지불이자
(억 위안)

이자의 대공업 부
가가치 비중(%)

2002

61,663.60

5.31

3,274.34

9.92

2004

94,649.34

5.58

5,281.43

9.63

2006

108,411.70

5.85

6,342.08

8.79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3~2006).

- 국유 및 규모 이상 비국유 공업기업 전체의 2002년 이율 조
정 후의 부채 규모와 지불이자 상황은 <표 Ⅰ-9>와 같음.
6) 고정자산투자 증가의 영향6)
“10·5”시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빠른 증가를 지속,
2001~2005년, 전사회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전년비 13.0%,
16.9%, 27.7%, 25.9% 및 26.6% 증가
- 2003년 공업 고정자산투자는 2002년에 비해 138% 증가하
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는 수치
- 2003년 하반기에 거시조절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 공업 고
정자산투자의 증가 폭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4, 2005년
공업 고정자산투자의 전년비 증가율은 각각 1 8 . 5 6 %와
35.79%로 진정 양상
- 2003~2005년 공업 고정자산투자가 전사회 고정자산투자에
6) 中國社會科學院 工業經濟硏究所(2007),「中國工業發展報告 2007」,pp.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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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8%와 39.4% 및 42.5%
2003년 이래, 공업 이윤의 빠른 증가와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와
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
이 가능
- 첫째, 고정자산투자의 빠른 증가는 에너지, 원재료와 기계전
자 설비 등 투자재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투자
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 이들 산업의 판매수입과 이윤이 대
폭 상승
- 둘째, 공업 고정자산투자는 공업 생산능력의 대폭적인 증대
를 가져와 국유 및 규모 이상 비국유 공업기업의 고정자산 명
목가치는 2000년의 7조 8,646.3억 위안에서 2005년에는
14조 3,143.63억 위안으로 82%나 증가
- 셋째,‘10·5’시기 공업 고정자산투자의 주요 투자는 자본집
약적 중공업에 집중되어, 생산능력과 실현이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 또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영역에 집중
·예컨대, 2005년과 2000년의 고정자산투자 명목치를 비교
해 보면, 석탄 채굴업이 61.7%,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이
73.3%, 전력 및 열력 생산업이 85%, 통신설비 및 계산기
제조업이 253.7% 각각 증가
- 2001~2005년 공업제품 판매수입과 이윤 증가가 비교적 빠
른 산업은 <표 Ⅰ-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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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0>

2000년과 2005년 공산품 판매수입과 이윤 증가 상황
제품판매수입(억 위안)
2000

공업전체
석탄채광 선광업

2005

증가(%)

이윤(억 위안)
2000

2005

증가(%)

84,151.8 248,544.0 195.4
1,213.8 5,912.5 380.0

10,732.3 14,802.5
210.6
561.0

37.9
166.4

2,915.0 6,151.2 110.0

1,465.4 2,957.8

101.8

철금속제련, 압연가공업 4,887.1 21,594.1 341.9

563.6 1,067.4

89.4

비철금속제련압연가공
2,087.6 7,845.6 275.8
업

254.7

426.8

67.6

전력, 열력 생산공급업

944.7 1,157.7

22.6

642.7

991.1

54.2

2,618.0

324.7

24.0

6,699.7 7,486.5
(62.4%) (50.6%)

11.7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6,819.7 18,580.4 172.5

화학원료 및 제품제조업 5,422.1 16,165.2 198.1
전용설비제조업
7개 공업 합계

2,003.5 5,933.0 196.1
25,348.8 82,182.0
147.5
(30.1%) (33.1%)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1, 2006).
자주：( ) 안의 수치는 공업 전체에 대한 비중임.

<표 Ⅰ-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석탄 채광 등 7개 산
업의 판매수입이 전 국유 및 규모 이상 비국유 공업기업 판매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3 . 1 %인 반면에 실현이윤에서는
50.6%를 차지
- 이는‘10·5’시기에 중국의 공업이윤이 자원집약형 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제품 생산량과 판매
수입 증가가 매우 빠르지만, 또한 투자재 가격 상승 혹은 제
품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현 이윤이 이와 같은 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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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도 발생
예컨대, 2005년과 2000년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석유가공, 코크
스 및 핵연료 가공제품업의 판매수입 증가율은 163.2%이었으
나, 실현 이윤은 오히려 39.6% 감소
- 교통운수설비 제조업의 판매수입은 197.6% 증가하였으나,
실현 이윤은 2.6% 하락
- 통신설비, 계산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의 판매수입은
264.6% 증가했으나, 실현이윤은 단지 6.1% 증가에 불과
7) 공업생산의 에너지 이용 효율
국민경제 각 부문 중에서 공업은 에너지 소모 최대 부문임.
2005년 중국 에너지 소비 총량은 22억 3,370억 톤 표준탄으로
그중 공업생산에 소비된 에너지는 15억 8,100만 톤, 전체 에너
지 소비 총량의 70.8%로 2000년 대비 65.6%가 증가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2000년 억위안 당 공업 부가가치가 소모
하는 에너지는 2.38만 톤으로, 1995년의 3.86만 톤에 비해 약
38% 감소
- 그러나 2005년에는 이 수치가 2.35만 톤으로 5년간 절감률
은 단지 1.28%에 불과
중국 공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자원집약형 에너지 다소모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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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

2000년과 2005년 에너지 소비 증가 상황
2000년(a)

2005년(b)

(a/b -1)×100
(%)

89,634

158,058

76.3

9,305
7,411

13,252
11,882

42.4
60.3

화학원료 및 제품 제조업

12,701

22,494

77.1

비금속광물제품업

10,101

18,850

86.6

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6,792

35,988

114.3

공업 전체(만 톤)
채굴공업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전력, 석탄가스, 물 생산 및 공급업

3,606

7,189

99.4

10,812

17,123

58.4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1, 2006).

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5년 공업생산 에너지 소비 구성 가운
데, 광업(채굴공업)이 8.38%를 차지
-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 등 7개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모가 공업 에너지 소모 총량에서 점하는 비
중은 2000년에 68.52%, 2005년에는 71.83%로 상승(<표
Ⅰ-11> 참조)
‘10·5’시기, 중국 공업의 에너지 소모 총량은 대폭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단위 공업 부가가치 당 에너지 소모 절감은 완만하였
는데, 그 주요인은 에너지 다소모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현저히
상승했기 때문
- 공업 부가가치의 구성 중, 자원과 자본집약형 중공업이 이미
69%를 차지하고, 경공업은 2000년의 41%에서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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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로 비중이 하락
중국은 여전히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적으로 진전되는 단계에
처해 있어, 공업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총량은 부단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필연성을 구비
- 당면한 모순은 이미 에너지 총량 공급의 부족 문제이며, 보다
두드러진 문제는 에너지 다소모 공업의 기업 규모 구조가 불
합리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낮추고 있다는 점
2005년 중국 철강공업의 철강 톤당 에너지 종합 소모는 741㎏
표준탄이며, 그중 대형 철강기업의 톤당 종합 에너지 소모는
645㎏ 표준탄으로, 이미 톤당 종합 에너지 소모 650㎏ 표준탄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철강공업 평균 에너지 소모가 높은 주요 원인은 대량의 중소
철강 기업의 존재 때문
매 ㎾h 화력발전에는 374g 표준탄 소모가 표준이며, 100만 ㎾
대형 발전기 세트는 매 ㎾h 발전에 단지 287g 표준탄 소모가 표
준
- 대량의 소형 화력발전기 세트는 화력발전의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
2005년 중국에서 시멘트 클링커 벽돌 생산에 소모되는 에너지
는 평균 매 톤당 153㎏ 표준탄인데, 국제 선진 수준은 12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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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탄
전해 알루미늄의 매 톤 생산에는 1만 4,670㎾h의 전기가 소모되
는데, 국제 선진 수준은 1만 3,800㎾h
석유 정제 종합 에너지 소모는 매 톤에 78㎏ 표준탄인 바, 국제
선진 수준보다 32.1%가 높음.
이러한 상황은 자원집약형 에너지 다소모 중소기업의 생산을 정
지시키고, 대형화 설비와 선진 공법 채용이 중국의 에너지 소모
를 낮추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
8) 환경정비의 효과와 문제
공업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폐수, 폐가스, 분진과 고형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천
- 중국에서‘3폐’배출 총량 중, 2005년 공업 폐수 배출량은
총 폐수 배출량의 46.3%, 공업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85%,
공업 질산암모니움 배출량은 35%, 공업 분진 배출량은
80.25%를 차지
공업 오염의 방지처리는 환경 개선과 보호의 관건이며, 중국 공
업 오염 방지처리 전략은 부단히 개선되는 중
- 말단 처리 → 근원과 전과정 처리
- 농도 통제 → 총량과 농도의 통제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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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2>

‘10·5’시기 공업 오염 변화 상황

공업폐수 배출량(억 톤)
공업폐수 배출 표준 달성률(%)
공업화학적산소요구량배출량(만 톤)
공업이산화유황 배출량(만 톤)
공업연진 배출량(만 톤)
공업분진 배출량(만 톤)

2001년(a)

2005년(b)

200.3

243.1

(b/a)×100
121.4

85.6

91.2

106.5

607.5

554.8

91.3

1,566.6

2,168.4

138.4

841.2

948.9

112.8

990.6

911.2

92.0

공업 고형폐기물 생성량(만 톤)

88,745.7

134,448.9

151.5

공업 고형폐기물 이용량(만 톤)

47,285.2

76,993.3

162.8

공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공업 고형폐기물 잔존량(만 톤)

52.1
30,166.4

56.1
27,876.0

107.7
92.4

공업 고형폐기물 배출량(만 톤)

2,893.8

1,654.7

57.2

344.6

755.5

219.2

174.5

458.2

262.4

‘3폐’종합이용 제품 생산액(억 위안)
공업 오염 관리 투자액(억 위안)
자료：
「全國環境統計公報」
(2001, 2005).

- 點源 관리 → 유역 및 구역 종합 관리
- 단일 기업의 관리 → 산업구조의 조정, 청정생산과 순환경제
의 발전
‘10·5’시기 중국 공업 오염 변화 상황은 <표 Ⅰ-12>와 같음.
위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2005년 공업화학산소요구량, 공업 분진과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2001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3폐’종합 이
용 제품 생산액과 오염 관리 투자는 모두 현저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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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오염물의 배출 총량, 즉 공업폐수, 공업 이산화유황,
공업연진 배출량은 모두 증가
-‘10·5’환경보호 계획7)에서 이산화유황, 공업연진 배출량
등을 모두 2005년에 2000년 대비 절대량을 감소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었던 데 비하면, 환경보호 실적이 매우 부진
그러나 단위 공업 부가가치 당 폐수 배출량, 폐기(廢氣)와 고형
폐기물은 모두 현저히 감소
- 2005년과 2001년을 서로 비교하면, 매 억 위안 공업 부가가
치 당 폐수 배출량은 45.4% 감소, 공업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은 58.8% 감소, 공업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37.4% 감
소, 공업 연진 배출량은 49% 감소, 공업 고형 폐기물 배출량
은 31.7% 감소
- 이는‘10·5’시기 중국의 공업 오염 관리에 부족하나마 일정
한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
공업오염 처리관리의 주요 조치로는 우선 일련의 기술낙후, 오염
심각, 자원낭비 기업의 도태와 휴업 조치
-‘9·5’시기, 8만 4,000개의 자원낭비가 극심하고 환경오염
을 야기하는 소기업이 휴업
- 2001~2004년, 3만여 개의 자원낭비, 오염 심각한 기업이 도
7) 中國環境保護部,“環境形勢”
, 2008. 1. 18 (www.zhb.gov.cn) 참조.

38

태되었으며, 아울러 자원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철
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카바이드, 코크스, 사포닌,
크롬염 등 8개 다오염 발생 산업 1,900여 개 프로젝트에 대
해 집중적으로 정비, 건설정지, 건설연기 조치
2005년 오염이 심각한 철강, 시멘트, 철합금, 코크스, 제지, 방직
날염 등 기업 2,600여 개에 대해 조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시멘
트, 전력, 강철, 제지, 화공 등 오염이 심한 산업에 대해 종합관리
와 기술개조를 적극적으로 시행, 이들 산업의 생산량이 해가 갈
수록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주요 오염 물질 배출 강도는 지속적
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표출
중국‘11·5’규획은 2010년까지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의 배
출량을 2005년 대비 각각 20% 및 10% 줄이도록 제시하고 있
는바, 실제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아주 어렵
지는 않으나, 다방면의 노력을 요구
- 첫째는 시장 진입 규칙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선진기술 경제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
설을 불허
- 둘째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
염 발생이 적은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에너지 소모
가 크고 오염이 심각한 낙후기업을 휴업시킬 각오
- 셋째는 기술진보에 의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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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설비에 대해 전면적인 개조를 진행
- 넷째는 자원성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가격 메커니즘을 운용
하여 자원 절약형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며, 기업의 방만한 경
영 상황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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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장 유형 전환을 향한 조치

1. 자주 혁신 정책의 추진
(1) 자주 혁신 정책의 의의
‘11·5’규획 통해 국가의 자주 혁신 능력 제고를 강조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국이 항상 강조해 오던 임무이나,‘11·5’
규획에서 특히 자주적 연구개발 및 선진 제조업의 발전 등을 명
시,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변화를 강력히 시사
- 특히 자주적인 기술개발은‘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을강
조하고,‘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의 일환으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출 것을 강조하는 등 큰 비중을 두
어 언급
지금까지 외자 유치, 외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활동 전개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술이전 및 기술 발전을 기대해 왔던 중국의 기존
입장 (소위 市場換技術 전략)은 향후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산업구조 고도화’
의 임무와‘과학기술 및 인재 강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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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이 상호 결합하여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강화, 국방 및 우
주항공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11·5’기간 혁신을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
① 발전 경로：자주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을 부단히 증강
② 혁신 방식：중요 제품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집적 혁신의
강화로 핵심 기술의 집적과 돌파 실현
③ 혁신 체제：기업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 산학연이 결합된 기
술혁신 체제를 돌파구로 하여 국가 혁신체제 건설을 추구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 요강(2006~2020)> 발표, 국가
가 세수, 재정 및 투자 등 측면에서 자주혁신 체제를 지원하는 정책
틀을 마련

2006년 2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 요강(2006~
2020)(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 2020)>
발표
- 과학기술 투입, 세제상의 우대, 금융 지원, 정부 구매, 지적재
산권 보호 등에서 자주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세제상의 우대：
“기업이 당년에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 비용
의 150% 상당액을 당년 납세 소득 과표에서 공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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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 비용의 당년 공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5년 내에 추후 공제 가능”
- 정부 구매 규정：
“자주혁신 산품 인증제도를 마련, 인정 표준
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구매 자주혁신 산품 목록을 확
정, 각급 정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에서 재정자금을 사용하
여 물자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이 목록에 포함된 산품을 우선
적으로 구매”
해야 함.
자주 혁신을 위한 11·5 규획을 제정

전 사회·경제에 관한‘11·5’규획에서의‘자주 혁신능력 강
화’
의 요구를 반영,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2월「國
家自主創新(혁신)基礎能力建設
‘十一五’規劃」
을 제정, 발표
- 이 계획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요강 (2006~2020)>
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자주적 혁신’
을 슬로건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겨냥, 2010년까지 취해야 할 로드맵을
제시
중국은 균형잡힌 성장(외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의 탈피), 격차 시정, 소비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발전, 에
너지 절약, 환경보전형 경제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목표
- 동 규획은 그와 같은 경제구조의 전환을 도모하는 기초가 되
는 것으로서, 금후의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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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획은「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計劃綱要(2006~2020)」
(2006년 2월 발표)에서도 과학기술 사업은‘자주 혁신 능력의
향상을 주 임무로 하고, 혁신형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고
하여,‘자주 혁신’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의 실천을 위
한 구체적 정책 방침을 제시
- 이로서, 국가의 자주혁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
주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골격이 완성됨.

(2) 중점 분야
동 규획은 자주혁신을 위한 기초능력의 향상을 지향하는 5개의
목표를 제정(<표 Ⅱ-1> 참조)
- 5개 목표는 ① 독창성 있는 혁신능력의 대폭적인 향상, ② 산
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③ 기술의 도입·소화·흡수·재혁신
능력의 대대적인 발전, ④ 기업의 의식개혁：지재권 보호와
브랜드 강화를 추진, 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 이러한 5개 목표의 설정은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적정화와 혁신을 발생시키
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음.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수
립：5가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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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자주혁신 능력 건설 11·5 규획’
의 주요 내용

① 독창성 있는 혁신능력을 대폭 향상시킴. 기초과학 연구와 전략적 첨단기술 연구
에 대한 지원을강화하고, 과학기술과경제·사회 발전을 더욱촉진·강화시킴.
② 산업의 핵심이 되는, 공통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구체
화를 실행하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③ 기술의 도입·소화·흡수·재혁신 능력을 대폭 발전시킴. 기술장치의 연구개발
5개의 이나 중점 프로젝트의 계획, 연구시험시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능력의 향상
목표
을 도모함.
④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식을 개혁·강화시킴. 스스로 지적재
산권 보호와 브랜드 파워의 강화를 추진하여,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우량기업
을 다수 육성함.
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다수 육성함. 또 특히 전문
분야나 산업기술에서 선두에 있는 인재를 모음.
① 연구실험 시스템:
·IT, 바이오, 우주, 해양, 나노테크, 신소재 등의 전략적 분야에서 , 약 30개의 국
가과학센터와 국가실험실을 설치함.
·기타의 연구분야에 관해서도 약 300개의 국가중점 실험실을 설치함. 그중에서도
지방이 자체의 특징이나 발전의 필요성에따라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함.
② 과학기술 공공 서비스 시스템:
·과학연구소나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호한 환
경을 조성해 줌.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자원을 정리통합하여, 다층적, 합리적
인 배치를 행함.
5개의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광범위한 전개와 국민의 과학적 소질 향상을 촉진함.
지원
제도 ③ 산업기술 시스템:
·사회에 대한 투자나 산관학 제휴를 강화함. 연구소나 기업화 전환제도를 심화시
킴. 산업의 기초기술 개발 시설로서 100개의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을 건설하여,
선진기술, 핵심기술 등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산업의 자주적 발
전 능력을 증강시킴.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약 50개의 국가 프로젝트 센터를 건설함.
④ 기업 기술혁신 시스템：
·대기업 집단의 연구개발 센터를 거점으로 산관학 제휴를 가속화함. 300개의 국
가 인정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행하여, 기업의 기술혁
신,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에서의 레벨·업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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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에너지 절약, 환경 등에 관련된 인프라 정비를 지원함. 자주 기술, 자주
브랜드를갖춘 기업을 지원·육성하여, 현행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도모함.

5개의
지원 ⑤ 혁신 서비스 시스템：
제도 ·중소기업의 자주혁신 활동에 사회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중소기업 공공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
·공공 재정투자에 의해, 사회 전체에 대한 혁신 서비스 시스템을 내실화함.

① 중요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핵분열 중성자원, 강자기 장치, 대형 천문망원경, 해양과학 종합해양 탐사선, 항
공 리모트센싱 시스템, 결빙풍동(結氷風洞), 대륙구조 환경감시 측정 네트워크,
재료사용 안전연구평가 시설, 단백질 과학연구 시설, 자오선 프로젝트, 지하자원
및 지진 예측 저주파 전자(電磁) 탐사망, 농업 바이오 연구시설 등 12 항목의 인
프라 건설을 추진함.
② 과학기술 기초조건 플랫폼 건설：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참고하여, 법률 및 규정, 기술기준,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부
문이나지방에따라상이한과학기술의정의나자원의전국적인공유화를추구함.
·IT 등의 현대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 전체 과학기술 자원의 효율적인 배
치를 촉진함.
③ 지식혁신：
4개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구형의 대학을 건설함.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연
중요
구의 제휴를 촉진,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과학연구기지를 형성하여, 최고급
프로
인재 양성에 활용함.
젝트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장점을 결합시켜 과학연구센터를 건설하여, 기술혁
신과 고등교육의 융합을 도모함.
④ 기술혁신：
·첨단산업의 발전 가속화, 자원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효율 향상, 농업의 산업구
조 조정과 고도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촉진이라는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국
가 프로젝트 실험실을 건설함. 정보, 바이오, 전자디지털, IC, 소프트웨어, 차세
대 네트워크, 신약개발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자주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핵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환경오염의 저감이나 광물자원의 확보, 전력 시스템, 재생 가능 에너지, 석탄이
용, 수자원의 순환이용, 농업자원의 유효한 활용, 식품 안전, 신에너지,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화력·원자력 발전, 대형항공기,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
이며, 적용 가능성 높은 기술개발·연구·시험시설을건설함.
자료：
〈國家創新基礎能力建設
‘十一五’規劃>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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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① 국가실험실의 설치(연구·실험 제도), ② 과학기술연
구소나 고등교육기관 등의 연구환경 개선(과학기술 공공 서
비스 제도), ③ 산관학 제휴 등의 강화(산학기술개발제도),
④ 국가 인정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지원(기업 기술혁
신 제도), ⑤ 중소기업의 자주 기술혁신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혁신 서비스 제도)의 5가지임.
이 5가지 지원제도는 크게 나누어 보면, 과학기술 분야와 산업·
기업 분야의 두 분야에서 자주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임. 구체적인
목표치로는,
- 과학기술 분야：12개의 중점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의 정비,
약 30개의 선진적인 시설과 강한 혁신능력을 지닌 국가과학
센터·국가실험실의 건설, 약 300개의 국가중점 실험실의 설
치등
- 산업·기업 분야：100개의 국가 엔지니어링 실험실과 약 50
개의 국가 엔지니어링 센터의 신설, 300개의 국가 인정 기업
기술센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등
이 밖에 중점분야나 약한 부문에 대한 대처로서 4개의 중점 프로
젝트를 제정하여, 국가의 자주혁신 능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도모
- 설비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항공·우주비행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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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국의 공작기계산업을 예로 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
과 같음. 중국의 공작기계 산업은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일
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 대국임. 그러나 설비제조
업의 기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품위, 노동
집약형 제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항공이나 우주비행, 선박, 자
동차, 에너지 등의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들 산
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고도의 디지털 공작기계나 기초적인
설비가 부족함. 따라서, 이를 위해 설비 제조업에 대한 지원
에 역점을 두고 있음.
자주혁신의 또 하나의 돌파구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정보산업
- 정보산업도 핵심 기술과 자주 브랜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집적회로나 고부가가치 전자부품, 소프트에어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등에서 집중개발을 실시한다는 방침

(3) 행정 지원 체계
자주혁신 정책은 후진타오 정권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서, 이에
관련되는 산업은 광범위함. 정책의 실시과정에 관련되는 행정기
관도 상당수에 달해 20개 가까이를 헤아림.
- 그 중에서도 자주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은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이며, 여타 행정기관은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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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각기 각자의 자주혁신 정책의 제정과 실시를 담당하
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가 <國家科學技術攻關(난관 돌
파)計劃> 등의 국가 중대 연구계획을 실시하고, 자금 투입을 수
반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함.
- 또한 대학의 과학연구 자금은 주로 과기부의 예산에서 갹출
되고 있음.
산업·기업 분야에서는 發改委가 설비제조업이나 바이오산업 등
대부분 산업의 자주혁신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주로 각 산업의 발전정책을 제정하고, 특히 선진기술의 육성
에 중점을 두는 외에 기업의 R&D 기능의 구축 등을 지원하
고 있음.
- 한편, 과기부는 특히 첨단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첨단산업개발구의 정비나 첨단기업의 인증, 펀드 등을 통한
세제 측면에서의 우대나 자금의 제공 등을 도모하고 있음.
- 그 외에 상무부는 선진기업의 도입과 자주 브랜드의 육성장
려에 의해 기업의 자주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자금면의 지원에서는 재정부는 예산과 정부조달을 통해 기업의
자주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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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대출이나 융자 면에서 첨단기업과 자주혁신의 실적
이 양호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음.
- 국가세무총국도 세금감면에 의해 기업의 자주혁신에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있음.
- 인사부는 해외유학 인재의 귀국·창업의 유치·지원을 담당하
고 있음.

(4) 평가와 전망
중국의 자주창신 정책의 장점과 단점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보유
① 방침과 목표를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구체
적인 시책도 수립되어 있어, 종래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음.
② 제정된 정책은 포괄 범위가 넓고, 공표의 빈도가 잦음.
③ 다수의 정책이 법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 강함.
④ 근년에 자주혁신에 대한 자금 투입이 강화되고 있는 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도 보유
- 자주혁신이라는 개념만 확립되어 있을 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한층의 정책 체계 정비가 요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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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상응하는 실적이 있고, 정책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산업·기업 분야에서의 자주혁신 지원제
도는 빈약하고 역사도 짧아, 이 분야에서의 지원체제 구축이
향후 과제
중국 기업들은 목전의 시장 니즈에 좌우되고, 장기적인 수요나
발전을 창출하는 능력,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의식 등이 선진
국 기업들에 비해 박약
- 경쟁 기업과의 경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혁신을
통해 제조능력에 덧붙여 창조력을 체화함으로써 더욱 실력을
갖추게 하려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
그러나 현행 중국의 혁신 제도는, 면세나 자금 면에서의 지원
이외에 즉효성 있는 유효한 지원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음.
- 그 외에 정책제정·실시 부문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
는데다가, 각 부문의 직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개선이 필
요한 상황
자주혁신을 위한 일정한 환경이 정비되고 있으나, 금후는 행정의
운영능력을 제고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제반 문제를 정부와 기업
이 여하히 슬기롭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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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형 발전 조치
(1)‘11·5’규획：10대 프로젝트
중국은‘11·5’규획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 10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천명

① 저효율 석탄 보일러 설비 개조：순환 유화상, 분탄 연소 등
기술을 채용, 기존 중소 석탄 보일러(도자기 가마)를 개조 또
는 대체
② 지역 열병합 발전：熱電 병합 생산 혹은 熱電冷 병합 생산을
발전·채택하고, 분산식 소형 보일러를 집중식 열공급 시스템
으로 개조
③ 여열(餘熱), 여압(餘壓)의 이용：철강, 건자재 등 산업에서
여열, 여압 이용을 전개
④ 석유 절약과 대체：전력, 교통운수 산업에서 석유절약 조치
를 실시, 액화, 알콜에테르 연료 등 석유대체제품 개발
⑤ 전기기계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석탄 등 산업에서 전동기
로 송풍기와 물펌프를 구동시키는 시스템을 개량, 개조
⑥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에서 시스템
에너지의 최적화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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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축물 에너지 절약：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철저
히 집행하고,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하며, 신
형 벽체재료와 에너지 절약 제품을 보급
⑧ 녹색 조명：공공시설, 호텔, 상가, 오피스빌딩 및 주택에서의
고효율 전기절약 조명 시스템 사용을 보급
⑨ 정부기관의 에너지 절약：정부기관의 건물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추어 개조하고, 정부기관에서 에너지 절약 제
품의 사용을 확대
⑩ 에너지 절약 감독 및 기술 서비스 체계 구축：감독 설비의 갱
신, 전문 인력의 훈련 강화

(2)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시책
이 항에서는 2008년 3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
에서 발표된 <2007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집행상황과
2008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보고>의‘에너지 절
약·오염물질 배출 삭감’부분을 중심으로 최근 정책 방향을 점
검해 보기로 함.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의 목표책임제를 강화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관한 종합적 작업안을 철저
히 시행,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 관련 통계, 감시, 고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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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안이나 규정을 관철하며, 엄격한 문책제를 실행
에너지 절약 관찰 시스템을 정비하여, 단속과 검사를 강화
생산능력 낙후 설비의 도태 조치에 노력

2008년에는 1,300만 ㎾ 상당의 소형 화력발전설비를 폐쇄, 정
지하고, 시멘트, 철강, 선철의 낙후 생산 설비를 각각 5,000만
톤, 600만 톤, 1,400만 톤 도태
낙후 생산설비의 퇴출 메커니즘을 정비, 직원·노동자의 재배치
작업을 확실히 마무리
<참 고>
※ 上海 시의 <상해시 에너지 절약·오염물 배출 삭감 활동 실시 방
안>(2007년 8월 7일 발표)에 의하면, 낙후 생산설비의 도태 계
획, 주요 대상 산업과 관련 프로세스 및 제품은 다음과 같음.
낙후 생산설비 도태 계획과 실적
-‘11·5’기간 중 열위 기업·제품 및 노후 생산 설비 3,000건
전후를 도태 → 3,000만 톤 표준탄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계획
- 2007년 열위 기업·제품 및 노후화 생산설비를 600건 전후
도태시켜 100만 톤 표준탄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
-‘11·5’기간 중 시멘트, 철합금, 소규모 제철, 제동(製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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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上海市의 조정 가속화 대상 업종
업종

세부 사업
텅스텐, 몰리브덴의 제련

희토류, 희유금속 제련

희토류 금속의 제련
기타 희유금속의 제련

철합금제련
섬유소 섬유원료 및 섬유제품

철합급제련
화섬 펄프의 제조
인조섬유(섬유소) 제조
무기산의 제조
무산 알카리의 제조

기초화학 원료의 제조

무기염의 제조
유기화학 원료의 제조
기타 기초화학 원료의 제조
기계제지 및 판지의 제조

제지

수공지(手工紙)의 제조
가공지(加工紙)의 제조
초급 형태의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제조

합성재료 제조

합성고무의 제조
합성섬유 단(중합)체의 제조
기타 합성재료의 제조

제동(製銅)

동(銅)의 제련
차량 및 건설기계용의 타이어 제조

타이어의 제조

인력거 타이어의 제조
타이어의 재생가공

플라스틱필름의 제조
화학약품의 원약 제조
귀금속 제련

플라스틱필름의 제조
화학약품의 원약 제조
은의 제련
기타 귀금속의 제련

자료：<상해시 에너지 절약·오염물배출 삭감활동 실시방안>,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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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를 대상으로 조정·도태를 유도, 시멘트 기업 14개사 이
상, 소규모 철합금 공장 4개사, 소규모 제철·제동 기업 14개
사의 조업중지나 폐업을 목표로 노력
‘11·5’기간 중 상해시의 조정 가속화 대상 업종은 <표 Ⅱ-2>

<표 Ⅱ-3>

上海市의 제한·도태 대상 공법 및 제품
공법 또는 제품명

1

저수준의 용제계 도료, 사용 금지된 염료, 유기인농약, 조악한 규산나트륨 등 심각
한 오염 발생 또는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제품

2

철분환원기술, 교환막에 의한 가성소다 제조 등 엄중한 오염을 수반하는 제품이나
공법

3 의약업계의 thio(산소의 유황 치환)법을 채용한 유황 함유 약물 등
4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석면제품 및 제조 공법
5

국가가 제한, 도태를 명령하였으며, 기술이 낡고, 재료소비가 많고, 안전성이 나쁜
전기제품

6 심각한 오염을 수반하는 트럭용의 동제 물탱크 등
7 저압 철합금 전기로, 연 소결로, 개방식 가열로 등의 구식 설비나 공법
8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의 용선, 제강, 횡열형 압연기 등의 장치와 공법
9 철합금, 보통규소, 도료티타늄분, 일반적 비철주물 등의 장치와 공법
10 다이캐스팅, 반사로 용련(溶鍊), 크로스 천공압연 기술 및 제품
11 일반적 티타늄분 등의 노후화 기술과 제품
12 점토 벽돌, 지질아스팔트펠트 등의 제품
13 도가니 제조 유리섬유, 소규모 판유리 등 제품 및 생산기술
14

암 유발 방향계 아민류 등의 사용금지의 염료, 환경오염 및 인간 건강에 유해한 화
학물질을 함유한 직물, 특히 내의나 아동복 등의 제품

15

낙후된 면방추, 직기 및 표백, 염색, 프린트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는 가공기술
이나 장치

16 기계, 전기기기, 계기·전자기기, 경공업, 의약등 업계에서의 프레온 사용 제품
자료：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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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음.
한편, 도금, 열처리, 주조, 단조 등의 생산 공법을 집중적으로 조
정하여, 방직, 화공, 의약, 건자재, 플라스틱, 피혁, 세라믹 등 분
야에서도 노후화한 생산 공법 및 제품의 도태를 추진할 계획
- 구체적인 공법 및 제품은 앞의 <표 Ⅱ-3>을 참조
중점 업종, 중점 기업, 중점 분야의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과 중점
프로젝트의 건설에 박차

에너지 효율 향상을 겨냥하는 목표설정이나 캠페인을 널리 전개
하고, 에너지 감사와 청정 생산 심사제도를 내실화
- 중점 에너지 사용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원자재 소비의 저감
을 촉진, 2008년에 1,000개 기업의 에너지 2,000만 톤 표준
탄을 절약
<참 고>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주요 목표
- 중국은 <중국 에너지 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을 책정, 발
표(2007년 4월)하였는바, 여기에 적시된 주요 목표는 다음
과 같음.
·1만 위안 GDP당 에너지 소비：1.22톤 표준탄(2005년)
→ 0.98톤 표준탄(2010년)
·2006~2010년 연평균 에너지 절약률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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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주요 제품의 단위 에너지 소비 지표
단위

화력발전 공급측 석탄소비

g표준탄/kWh

鋼의 종합에너지 소비
鋼의 비교가능 에너지 소비

2000년 2005년 2010년
392

370

355

kg표준탄/톤

906

760

730

kg표준탄/톤

784

700

685

10종의 비철금속 종합에너지 소비 톤표준탄/톤

4.809 4.665 4.595

알루미늄 종합에너지 소비
銅의 종합에너지 소비

9.923 9.595 9.471
4.707 4.388 4.256

톤표준탄/톤
톤표준탄/톤

製油 단위에너지 요소에너지 소비 kg표준석유/톤·요소

14

13

12

에틸렌 종합에너지 소비

848

700

650

kg표준석유/톤

대형합성암모니아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탄/톤

1,372 1,210 1,140
1,553 1,503 1,400

가성소다의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탄/톤

시멘트의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탄/톤

181

159

148

건축도기의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탄/㎡

10.04

9.9

9.2

철도수송의 종합에너지 소비

톤표준탄/백만톤을 ㎞ 환산 10.41

9.65

9.4

자료：<能源發展
‘’
十一五
“規劃>, 2007. 4.

·이산화유황 배출량 삭감 목표는 840만 톤. 이산화탄소 배
출량 삭감 목표는 (탄소환산) 3억 6,000만 톤
·2010년의 주요 제품 생산의 에너지 원단위를 21세기 초의
국제적 선진 수준으로 향상시킴(<표 Ⅱ-4> 참조).
·2010년의 주요 에너지 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90년대
중기의 국제적 선진 수준으로 향상시킴(<표 Ⅱ-5> 참
조).
·일부 자동차,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국제적 선진 수준
으로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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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주요 에너지 소비 설비의 에너지효율 지표

석탄연소 공업 보일러 (운전)

단위

2000년

2010년

%

65

70~80

중소 전동기 (설계)

%

87

90~92

풍력기 (설계)

%

70~80

80~85

펌프 (설계)

%

75~80

83~87

공기압축기 (설계)

%

75

80~84

룸에어콘 (에너지 효율비)
전기냉장고 (에너지 효율지표)

%

2.4
80

3.2~4
62~50

가정용 가스연소 조리기 (열효율)

%

55

60~65

가정용 가스연소 온수기 (열효율)

%

80

90~95

ℓ/100㎞

9.5

8.2~6.7

자동차 평균연비
자료：앞의 표와 동일.

·에너지 업종 지표 중 화력발전에서는 1kWh당 석탄 소비량
을 355g에서 15g 감소시키며, 송전손실률은 7%에서 0.18
포인트 저하, 발전소의 이산화유황 배출총량은 10% 이상
저감
‘11·5’규획의 에너지 절약 10개 중점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
화하여, 연간 3,500만 톤 표준탄 에너지의 절약에 노력
- 고효율 조명제품 5,000만 개를 보급
- 에너지 절약, 공간 절약의 환경보전형 건축을 대규모로 추진
하는 한편, 대형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향한 운영·관리
와 개조를 촉진
자원의 절약, 대체, 재활용 및 오염대책에 적용하는 선진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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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에너지 관련 중점 추진할 선진적 실용기술
주요 내용

자원탐사개발

석탄의 고효율 채굴, 복잡한 지질조건의 석유가스 자원 탐사개발, 해
양석유가스 탐사개발과 탄층 가스개발 등의 기술

석탄의 청정 이용

석탄의 청정 선탄, 청정 고효율 발전, 석탄액화연료와 화학공업 등의
기술

원자력발전

100만 ㎾급 대형 선진적 가압수형 원자력발전 기술

유연성송전, 고압송전, 간헐식 전원전력망 병입(倂入), 전력 품질 모
초대규모 송배전과
니터링 컨트롤, 대규모 상호연계 전력망의 안전보장과 전력망 조정
전력망 2차 시스템
자동화 기술 등
재생가능 에너지 저
대형 풍력발전기, 농림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 발전, 연료 에탄
비용의 규모화 개발
올, 바이오디젤과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태양 에너지 개발이용 등
이용
자료：앞의 표와 동일.

을 개발,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에 관한 중요 기술과
모델 프로젝트를 실시
* 중국의 <에너지 발전‘11·5’규획>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표 Ⅱ-7>

에너지 관련 중점 추진할 첨단기술
주요 내용

수소에너지와 연료 고효율 저비용 화석 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수소 제조, 경
전지
제적 고효율 수소저장·수송, 연료전지 등
분산형 에너지 공 마이크로가스터빈, 열순환에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장, 열전 냉
급 시스템
각 시스템 종합기술 등
미래 원자력발전

고온가스냉각로, 고속증식로, 핵융합로 기술 등

메탄하이드레이트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지질 이론, 자원탐사 평가, 굴착과 안전채굴 기
술등

자료：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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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보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
진적 실용기술 개발, 첨단기술개발은 <표 Ⅱ-6>, <표 Ⅱ7>과 같음.
종합적인 정책을 충실화

생태보상 메커니즘의 구축을 가속화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에 긴요한 가격·재정·조세·금융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
- 에너지 절약 기술개량, 낙후 생산설비의 도태 및 에너지 절
약·환경보전형 제품의 보급 등 측면에서 재정 지지력을 강화
- 정부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강제조달제도를 충실
히 시행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약 평가·심사제도를 내실
화
에너지 절약·배출 삭감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진입 기준, 강제적
인 에너지 효율 기준, 에너지 소비 한도치 기준 및 환경보호기준
을 제정, 실시8)

8)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에너지 발전 11차 5개년 규획>에는 주요 제품 및 주요 에
너지 소비 설비에 관한 에너지 절약 및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와 이산화 유황, 이산화탄소 등
의 배출량 규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일차적으로는 이들 목표치의 달성에 주력할 것이나,
이차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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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환경제’
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킴

순환경제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청정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
폐기물의 재생이용과 낡은 기계·전자제품, 자동차부품의 재제
조를 촉진
광산물자원의 난개발 등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8년 8월 29일, <순환
경제촉진법>을 채택·공포, 9월 1일부터 시행,“순환경제의 발
전을 촉진하고,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보호·개선하
고,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동 법 제1조)”법적 틀을 갖추
게 되었음. 이에 의하면,
- 금후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건설용지,
용수에 대해 총량 규제의 지표를 만족시켜야 함.
-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강제회수를 행하는 제품과 포장물의 목
록을 국무원이 제정, 생산기업에 대해 사용만료 제품과 포장
물의 회수를 의무화
- 기술, 가공공법, 설비, 제품에 대해 장려·제한·도태로 구분
9) 순환경제가 전통경제와 다른 점은, 순환경제는 일종의 자원의 쉼없는 순환이용을 기초로 한
발전모델을 주창한다는 점임. 순환경제에서는 사람들은 합리적, 항구적으로 물질과 에너지
를 이용하며, 동시에 경제활동의 자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며, 각종 재
료의 최대한의 재생이용으로 낭비를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실현함. 각종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을 통해 순환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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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제정, 공포,‘도태’목록에 포함된 설
비, 재료,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는 금지
- 해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자제품에
는, 별도로 정하는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
- 전력, 석유가공, 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등의 기업은 연
료유에 대신하여 청정석탄, 석유코크스, 천연가스 등 청정 에
너지의 사용을 의무화
- 광물자원 채굴사업 허가 취득에는 종전보다 더욱 엄격한 심
사를 진행
- 모든 업종에서 절수가 장려되며, 도로청소나 도시녹화용의
물에도 수돗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 국가는 생산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
비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기 위해 세제
나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본 법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5,000
위안~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 사회의 실정에 따라 쓰레기 회수의 유료화를 추진
- 한편,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한 기술, 설비, 제품의 개발이나
도입에 대해서는 개발보조금, 가격보조금, 우대세제, 우선 융
자 등의 장려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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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대책을 강화

계속하여‘3개의 河’
(准河, 海河, 遼河),‘3개의 湖’
(太湖, 巢湖,
池) 등 중점 유역의 오염대책을 착실히 실행
- 환발해 환경보호 종합계획과 태호유역 물 환경 종합대책 총
괄안을 실시
중점 도시에서의 집중형 음용수 수원지의 수질 안전을 확보
중점 유역의 오수처리에 관한 국가 기준을 제고
석탄 탈황시설의 특허경영의 시험 작업을 가속화
도시부의 오수처리 공장을 정비, 대도시 오수의 전량수집·처리
를 실현
오염물질 배출 요금이나 오수처리 요금, 쓰레기 처리 요금의 기
준을 적절히 인상
농촌의 환경보호를 강화, 농촌의 음용수원의 보호에 중점을 두
고, 가축·가금의 대규모 양식에 따른 오염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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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성장 유형 전환의 성과 검토

이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유형 전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
두었는지, 경제실적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함.
-‘11·5’계획 기간이 2006~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
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때이른 감이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중
간 점검 정도의 검토를 행함.

1. 공업경제 효율
경영관리수준 향상, 원가절감 등에서 일정 성과 거둬

중국이 공업경제 효율의 대표적인 지표로 삼고 있는 6개의 주요
지표(<표 Ⅲ-1> 참조)를 일별해 보면, 공업부가가치율, 자산
부채율, 유동자산 회전차수 및 산품 판매율에서는 최근 2년간 미
세한 개선이 보일 뿐 큰 변화는 없음.
그러나 2007년 수치를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총자산기여율은
1.3% 포인트, 원가비용 이윤율에서는 1.2% 포인트의 상승이 이
루어져 공업경제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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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2005~2007년 공업경제 효율의 변화

공업부가
총자산
자산부채율 유동자산회전 원가비용 산품판매율
가치율(%) 기여율(%)
(%)
차수(차/연) 이윤율(%)
(%)
2005

28.7

12.8

57.8

2.4

6.2

98.1

2006

28.8

12.7

57.5

2.5

6.7

98.2

2007

28.9

14.1

57.5

2.6

7.4

98.1

자료：
「中國統計年鑑」
, 각년판.

- 총자산기여율은 기업의 총자산의 이윤 획득 능력을 반영하
며, 이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관리수준의 집약적인 표현이라
고 할 수 있어서, 기업의 잉여 창출능력의 핵심지표가 되고
있음.10)
- 원가비용이윤율은 기업이 투입한 생산 코스트 및 비용의 경
제효율을 반영하며, 이는 동시에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해 획
득한 경제효율을 반영하기도 함.11)
- 따라서, 중국의 공업기업은 2005~2007년 기간 중 경영관리
수준의 향상, 원가절감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
정됨.

10) 총자산기여율의 계산 공식：총자산기여율(%)={(이윤총액+세금총액+이자지불)/평균자
금총액}×100.
11) 원가비용이윤율의 계산공식：원가비용이윤율(%)=(이윤총액/원가비용총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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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증가, 그러나 목표치에는 미달

최근 중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2005~2007년 연평균 23.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연구개발 경비의 대GDP 비율도 1.34%에서 1.49%로
높아졌음.
- 그러나‘11·5’규획에서 2010년 R&D 경비의 대GDP 비율
을 2% 수준까지 높이기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R&D 경비 지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
·이는 R&D 경비/GDP(%) 비율이 5년간 0.66% 포인트, 연
간 약 0.13% 포인트 상승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인데,
지난 2년간 이 비율 상승은 0.15% 포인트에 그쳐, 목표치
(약 0.26% 포인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표 Ⅲ-2>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변화

연구개발경비(억 위안)
R&D 경비/GDP(%)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8」.

2005

2006

2007

2,450.0
1.34

3,003.1
1.42

3,710.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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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증가

연구개발 성과 지표의 하나인 특허 관련 동향을 보면, 특허 신청
및 특허 획득 공히 활발한 증가를 시현
- 특허 신청건수는 2001년에 연간 20만 건 정도이던 것이
2005년에는 48만 건, 그리고 2007년에는 69만 건으로 활발
한 증가세
- 특허 획득 건수도 2001년 1만 6,000건 수준에서 2005년에
는 5만 3,000여건, 2007년에는 6만 8,000건 수준으로 활발
하게 증가

<표 Ⅲ-3>

특허 신청 및 획득 건수 추이
2001

2005

2006

2007

특허 신청

203,573

476,264

573,178

693,917

(그중 발명특허)

63,204

173,327

210,490

245,161

특허 획득

114,251

214,003

268,002

351,782

(그중 발명특허)

16,296

53,305

57,786

67,948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6, 2008」
.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에 가시적 성과 거둬

최근 중국의 에너지 소비 절약은 상당한 정도 성과를 거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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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중국의 에너지 소비 탄성치 변화

에너지소비총량

단위
100만톤 표준탄

GDP

억 위안

GDP 억위안당
에너지 소비량

만톤 표준탄

에너지소비증가율 전년비 %
GDP 성장률
에너지소비탄성치

전년비 %

2001
1,432.0

2005
2,246.8

2006
2,462.7

2007
2,655.8

109,655.2 183,217.4 211,923.5 249,529.9
1.31

1.23

1.16

1.06

3.4

10.6

9.6

7.8

8.4

10.4

11.6

11.9

0.41

1.02

0.83

0.66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8」, GDP 억 위안당 에너지 소비량은 필자가계산.

GDP 억 위안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의 1만 2,300톤 표준탄
에서 2007년에는 1만 600톤 표준탄으로 기간 중 13.8%의 감소
를 시현
-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증가의 GDP 성장률에 대한 탄성치
또한 2005년의 1.02에서 2007년에는 0.66으로 낮아져, 에
너지 소비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
에너지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연료·
동력류의 구매가격이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승
률을 보여, 가격 앙등에 따른 소비 절약이 유도되었기 때문
- 2005년 대비, 2007년의 연료·동력 가격 상승률은 16.7%로
같은 기간 총원재료 가격의 상승률 10.7%에 비해 훨씬 높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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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2005~2007년 중국의 원재료, 연료, 동력 구매가격 지수의 변화
2005

2006

2007

{(2007/2005)1}×100

총지수

123.30

130.70

136.45

10.7

연료·동력

137.08

153.39

159.99

16.7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8」을 활용, 계산.

4. 환경오염 감소
환경오염 감소에 일정한 성과, 공업 폐수, 공업 이산화유황 배출 규
제 강화 필요

‘11·5’규획기간 중 2006, 2007 양년간 중국의 환경오염 상태
는 일정한 정도 개선 성과를 거두어, 오염 배출량은 정체 내지 감
소를 보였으며, 환경 규제 목표 달성률이나, 폐기물 재이용률 등
은 상승하는 등 환경보전 조치에 성과를 거양
- 2007년 공업폐수 배출량은 2005년과 동일 수준으로 억제되
었으며, 공업 이산화유황, 연진, 분진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3~23.3% 감소하였으며, 공업고형폐기물 생성량은
2005~2007년 공업성장률이 불변가격 기준 28.1% 증가한
데 기인, 기간 중 30.6% 증가를 보였으나, 고형폐기물 이용
량이 43.3% 증가하여, 공업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27.7% 감
소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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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최근 중국의 공업부문 환경오염 상황 변화
2005년(b)

2007년(a)

243.1

246.6

101.4

91.2

91.7

100.5

554.8

511.1

92.1

2,168.4

2,140.0

98.7

공업연진 배출량(만 톤)

948.9

771.1

81.3

공업분진 배출량(만 톤)

911.2

698.7

76.7

공업 고형폐기물 생성량(만 톤)

134,449

175,632

130.6

공업 고형폐기물 이용량(만 톤)

76,993

110,311

143.3

56.1

62.1

110.7

공업 고형폐기물 잔존량(만 톤)

27,876

24,119

86.5

공업 고형폐기물 배출량(만 톤)

1,654.7

1,196.7

72.3

755.5

1,351.3

178.9

458.2

552.4

120.6

공업폐수 배출량(억 톤)
공업폐수 배출 표준 달성률(%)
공업화학적산소요구량배출량(만 톤)
공업이산화유황 배출량(만 톤)

공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3폐’종합이용 제품 생산액(억 위안)
공업 오염 관리 투자액(억 위안)

(b/a)×100

자료：<표Ⅰ-12>,「中國統計年鑑 2008」, <全國環境統計公報(2007年)>.

- 2005~2007년 기간 중 공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이 6.0%
포인트 상승하고,‘3폐’종합이용 제품 생산액이 78.9% 증
가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
그러나‘11·5’규획에서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5년간 10%
이상 삭감하기로 계획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업 폐수, 공업 이산
화유황 배출 등에는 더욱 강력한 배출 규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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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장 유형 전환과 외국인투자

1. 외자 선별 이용의 강화
(1)‘양’
에서‘질’
로 전환
외자 이용,‘양(量)’에서‘질(質)’로 전환, 선진기술 도입, 에너지 절
약, 환경보호를 중시

중국은 2006년 <외자이용‘11·5’규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획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11·5’규획>의 외자 이
용 관련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11·5’규획 기간 중 외
자 이용의 기본 전략 목표와 주요 임무를 규정
- 동‘규획’
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교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중앙은행) 등 국무원의 40개 관련 부, 위원회, 직속
기관과 11개의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 2006년 11월에 발표
이 규획에 나타난 외자 이용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
음.
- 외자 이용의‘양’
에서‘질’
로의 근본적 전환을 더욱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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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 외자 이용의 중점을 자금·외화 부족을 보전하는
것으로부터 선진기술, 관리경험, 유능한 인재의 도입으로 전
환시키고, 생태계 건설, 환경보호, 자원·에너지의 절약과 종
합이용을 더 한층 중시
- 해외의 선진기술과 관리기법을 도입, 외자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견인작용, 파급효과를 이끌어내어, 중국의 종합적인 혁
신능력과 도입·소화·흡수 후의 재혁신 능력의 향상을 촉진
‘11·5’기간 중 외자 이용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①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에 의한 산업구조의 최적화, 고도화
②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의 추진
③ 서비스업 대외개방의 적극적, 착실한 추진
④ 더욱 개방된 자주혁신 시스템 구축의 추진
⑤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⑥ 외자이용 방법의 다양화 실현
⑦ 국외 차관 이용의 질과 효율 향상
⑧ 외채의 거시적 감시·감측과 전면적 관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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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고도화 지향
<外商投資産業 指導目錄>을 개정, 첨단산업, 에너지 절약, 환경보
호 분야 투자를 장려

중국의 외자도입 분야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外商投
資産業指導目錄>이 2007년 10월, 약 3년 만에 개정되어 공표
됨.
- 이 목록 개정의 의도는 첨단산업 육성, 서비스업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서, 단순한 수출장려에서의 탈피를 시도

<표 Ⅳ-1>

개정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다섯 가지 특징

(1) 대외개방의 확대 노선을 견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 첨단산업, 신소재 제조나 아웃소싱, 물류업 등을 장려
- 저부가가치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음.
(2) 에너지 절약·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
-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배려로, 다소비형·고오염형의프로젝트는 제한·금지
(3) 단순한 수출장려 정책을 개정
- 과다한 무역흑자와 급속히 증가한 외환보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
(4) 지역의 협조적 발전을 촉진
-‘서부대개발’,‘중부굴기’,‘동북진흥’의 각 시책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 번의 개정시에 편입
(5)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
- 국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민감 업종에 대한 개방은 신중히 대처, 국내 발전과
대외개방의 균형을 도모
자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웹사이트」(www.sdpc.gov. cn), 「ジエトロセンサ」,
2008. 8, p.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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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2007년판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2007. 12. 1부 시
행)은 위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음.

(3) 외자이용의 구조개혁 추구
R&D 센터 설립,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 등의 유치에 중점

위에서 살펴본 <외자 이용‘11·5’규획> 및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은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의 전략과 중점 분야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도목록> 발표 이전인 2007년 3월, 중국 상
12)
무부는“2007년 전국 외자유치 작업에 관한 지도적 의견”
을

발표, 외자 유치 중점 분야를 제시
외자유치 장려 분야
- 연구개발(R&D) 센터의 설립, 첨단기술산업, 선진기술을 동
반한 제조업,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 현대식 농업, 금융,
물류, 정보기술, 판매 등의 서비스업, 서비스·아웃소싱 산업
에 대한 투자
- 한편, 전통산업에서는 기술개조·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투
자：가공무역의 고도화도 중요 과제
다국적기업의 중국에서의 지역본부, 조달, 물류, 영업, 연수 등의
12) 中國硏究所編,「中國年鑑 2008」,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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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도 계속하여 강조
-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대해 선진기술과 R&D 기능의 이전을 진
행시키고 있는데,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480개사이며,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치한 R&D 거점은 1,000
개소, 중국에 지역본부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은 40개사에 달함.
한편, 엄격하게 제한될 분야
-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으며, 기술수준이 낮은 산
업, 또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
상무부가 발표한 이‘의견’
은 같은 해에 발표된 <외상투자산업
목록> 개정판과 궤를 같이 하는 흐름

2. 법제적 환경의 변화
(1) 개 요
내외자기업의 차별 철폐, 경제효율 제고에 역점

중국 정부의 외자 이용에 대한 기본 입장은 긍정적, 적극적이어
서,“국제 산업 이전의 기회를 포착,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외자
를 유효하게 이용하며, 외자 이용의 중점을 국외 선진기술, 관리
경험과 고급인재의 도입에 두며, 외자를 이용하여 국내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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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를 고도화하고 기술수준을 제고한다”
는 것임.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14)도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조치인‘기업소득세법’과‘노동계약법’이 제정되어 각각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
- 기업소득세법은 내외자 기업에 동일 소득세율을 적용, 내외
자 기업이 동일 조건 하에서 효율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산
업구조 고도화 촉진 효과를 기대
- 노동계약법 제정 시행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일차적 목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으로부터 보다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촉진이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
반독점법 또한 내외자 기업 공통으로 독과점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타파하고,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향

(2) 기업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었으
13)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의 제36장“提高利用外資質量”부분을
참조.
14) 외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는 ① 선진기술의 실질적 이전도입 곤란, ② 다국적
기업 독점에 대한 우려, ③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 ④ 산업 및 국민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등임. KIEP,“중국 내 외자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전망”
,「한중경제포럼」
, 제0704호(2007. 7.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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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금까지 외자계 기업에 대해 소득세율은 15%의 우대세율
이 적용되어 왔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세율 33%와는 현저한 차
이가 있었음. 개정 기업소득세법에서는,
①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 모든 기업에 대해 통일적인 기
업소득세법과 일률적인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
② 과세 전 공제방법과 기준을 통일하여, 규범화
③ 우대조치를 통일하여,‘산업 우대를 主로 하고, 지역 우대를
從으로’하기로 결정
- 이는 내외자 모든 유형의 기업에 공평한 시장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한 조치
중국 국무원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도 발표
- 기존 우대조치의 대상기업은 새로운 법의 시행 후 5년간 점
차적으로 법정 세율로 이행하게 함.
- 우대세율 15%를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에 18%, 2009년
에 20%, 2010년에 22%, 2011년에 24%, 2012년에 25%로
이행
- 우대세율 24%를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로 이행
* 이 조치는 2007년 3월 16일 이전에 공상등기를 완료한 기
업에 적용되며, 경과조치와 대상기업은 <기업소득세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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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대정책 표>에 기초하여 실시

(3) 노동계약법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으며(2007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외자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 기업은 근무내용이나 보수 등을 명확
히 하고, 계약서를 교환함.
- 고용 기한이 정해진 노동계약을 2회 체결한 노동자와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사실상의 종신 고용)을 체결
함.
지금까지의 대중국 투자의 주요인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었음. 그러나 최근 수년래 중국의 인건비는 급속히 상승
- 예컨대, 深 經濟特區의 최저임금은 3년 연속 인상되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4.9% 인상되어 월 850위안이 됨. 또 上海
市의 최저임금도 5년간에 5할 이상 상승하였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약법의 시행은 인건비의
추가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은,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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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법의 시행 전에 숙련 노동자에게 자진 퇴직을 종용
하여 일단 퇴직시킨 후 재고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잇따르는
등 새로운 마찰이 발생
상기 2개의 신법은 모두 이른바‘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胡錦濤 정권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산물

(4) 반독점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이라고 할 대규모 국유기업에 의한 다
양한 분야에서의 비효율적인 독점, 과점상태를 해소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이 2007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2008년 8월부터 시행
이 법과 관련, 외자계기업이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임.
① 이 법률은 판매량·액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사에서
50%, 2사에서 2/3, 3사에서 3/4 이상에 달하는 상태를 독점
의 판정 기준으로 삼아,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지닌 기업
의 경영자에 대해 카르텔 등에 의해 경쟁 상대의 배제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중국 진출 외자계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시장에서 독점에 해
당하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영 위축의 우려
② 동 법률은 국가 안전을 이유로 외자계기업에 의한 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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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 인수합병이 외국인투자의 유력한 형태의 하나이나, 독점금지
법 규정에 의해 그 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투자 활동
위축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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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전 망
기술혁신(특히 자주적 기술개발 강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의 고도화,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강화를 통한 지
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발전 등 전통적 성장과는 차별화되는 성장
전략의 추구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는 만큼, 중국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전망
특히 중국은 단순 노동집약형 제품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보이
고 있고, 자원·에너지의 공급 부족과 심각한 환경오염 등 전통적
성장의 후유증이 커서 성장 유형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
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
을 것임.
그러나 성장 유형 전환의 전반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정도의 제
약이 뒤따를 것인데, 이에는 ① 과거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 패턴
에 대한 관성, ② 전국의 지역별 공업화 수준의 큰 격차, ③ 기업
의 인재 및 기술개발 여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양적 성장 위주의 관념：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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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중국 각 지방 및 도시 간에는
경제성장률이 그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고착, 지방 성·시 지도자들은 여전히 양
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될 경
우,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질 가능성
- 지역별 공업화 수준의 큰 격차：중국의 공업화 수준은 지역
별로 큰 격차를 보여, 공업이 가장 발달한 上海, 北京은‘후공

<표 Ⅴ-1>

2005년 중국 각 지역의 공업화단계 비교
4대
경제권역

단계
후공업화 단계(五)
공업화 후기(四)

공업화 중기(三)

공업화 초기(二)

상해(100), 북경(100)

후반 단계

천진(96), 광동(83)

전반 단계 동부(78)

절강(79), 강소(78)

후반 단계 전국(50)

산동(66), 요녕(63), 복건(56)

전반 단계 동북(45)

산서(45), 길림(39), 내몽고(39), 하북
(38), 호북(38), 흑룡강(37), 영하(34), 중
경(34)

중부(30)
서부(25)

섬서(30), 청해(30), 호남(28), 하남(28),
신강(26), 운남(21), 감숙(21), 강서(26),
안휘(26), 사천(25), 해남(17)

후반 단계
전반 단계

전공업화 단계(一)

31개 省市區

광서(17), 귀주(13)
서장(0)

자료：陳佳貴 등,「中國工業化進程報告ㅡ 1995~2005年中國省域工業化水平評價與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 42,「中國工業發展報告2008」, p. 23에서재인용.
자주：( ) 안의 숫자는 상대적인 공업화 종합지수임.

Ⅴ. 전망과 우리의 대응 83

업화’단계에 처한 반면, 공업 발전이 지체된 중서부 지역은
‘공업화초기’내지는‘전공업화’단계에 처해 있어, 경제효
율 및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한계
·제반 기준은 공업이 가장 발달한 상해, 북경 및 동부연안 중
심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음.
- 기업의 인재 및 기술개발 여력 부족：성장 유형 전환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 현장에 가장 접근해 있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기업의 기
술혁신 관련 인재 및 역량이 아직도 취약
중국 기업의 자주혁신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주요인은 기업의
자주혁신을 촉진하는 제반 제도적 기반이 아직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 가능
- 첫째, 기업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단기 업적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자주혁신은 장기적인 자금 투입과 인력 투입이 요
구되고 있어, 기업의 자주혁신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곤란
- 둘째, 중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
고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구조 고도화 추진이 미흡한 상태
에서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프로젝트는 광활한 시장을 유지
하고 있어, 기업의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자주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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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려는 조치가 뒤따를
전망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유형 전환에 따라, 중국 당국이나 중
국 사회는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향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
으로 전망
- 2005~2007년 삼자(三資)공업기업(합자, 합작, 독자 등 외
국인투자기업)의 경제효율 지표는 국유 및 주식제국유 공업
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과거 국유기업
이 비효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효율이
높아 중국이 추격해야 할 사례로 거론되던 것에 비하면, 근본
적인 역전이 발생
·삼자공업기업의 공업부가가치율과 원가비용이윤율은 3년
연속 국유기업보다 낮은 반면에, 자산부채율은 3년 연속 국
유기업보다 높음.

<표 Ⅴ-2>

최근 삼자 공업기업의 주요 경제효율 지표

공업부가가치율(%)
삼자기업

자산부채율(%)
*

원가비용이윤율(%)
삼자기업

56.69

국유기업
56.66

5.58

국유기업*
8.44

삼자기업

*

2005

25.63

국유기업
32.45

2006

25.53

32.95

56.28

56.24

5.81

9.35

2007

25.17

33.40

57.25

56.50

6.45

9.90

자료：
「中國統計年鑑, 2006~2008년판」
.
자주：* 국유기업에는 주식제국유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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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효율 저하에 주목, 중국은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고도화(첨단산업 및 서비스 산업 투
자 유도), 가공무역의 효율 향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 감
독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책임 강조, 에너지 소모 절
감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경제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제
고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효율 제고를 촉구할 전망

2. 우리의 대응
단순히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형 투
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중국 진출시에도 국제경쟁력의 보
유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재인식, 투자 전략의 재정립이 절
실히 요구됨.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중국의 성장 유형 전환 움직임에 대한 대
응방안을 기업의 대응 및 정부의 대응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함.

(1) 기업의 대응
중국 진출 신중히 추진：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
효율 향상에 큰 역점을 두고, 성장 유형의 근본적 전환을 도모하
는 중이므로, 중국 진출시 중국이 요구하는 경제효율, 가술개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의 지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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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
- 전반적으로는 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진출 기업의 경영내실화
에 역점을 둘 필요
중국 현지 연구개발(R&D) 센터 설치：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중국 현지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R&D 센터나 관련 부서의 설치임.
- 중국 현지 R&D 인력을 활용, 기업에 필요한 R&D 활동을 전
개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산업기술의 중국 현지에서의 비
교우위를 견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중국 기술진에 대한 기술이
전 및 훈련에도 배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노력：중국 현지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 당국이 책정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는 갱신에 노력
-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지 진출
한국계 금융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바람직
경쟁력 향상 노력 강화：최근 중국 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효
율 저하에 주목하고 있는 데에 대응, 기업의 생산성 향상, 자원·
에너지 소모 절감, 오염물질 배출 억제 등을 위한 자체 노력 및
인센티브를 강화
- 활동 성과를 직원 및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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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회, 조합의 활동 강화：한·중 경제교류는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심도가 깊어지고 있어, 해당 산업을 전문적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는 협회(조합)의 역할 강화가 한·중 경제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필수적
- 해당 협회의 중국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한·중 간 산업정보
수집·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업계와 정부기관의 가교 역할,
중국측 협회와의 협상력 제고 등을 도모

(2) 정부의 대응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체제 강화：중국은 한국의 무역,
해외투자의 제1의 대상국으로, 중국의 정책 변화의 내용을 조기
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일의 중요성
은 한국 대외경제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음.
- 다수 기관별로 수집된 중국경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집약적
으로 정리·분석·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축이 바람직
- 중요 사항은 한국 및 중국 내 중국문제 관련 기관 및 기업에
효율적으로 전파, 피드백되도록 후속조치도 강화할 필요
중국 진출 기본 전략 홍보 강화：중국의 성장 유형 전환에 더하
여 세계 금융위기의 파급에 따라 중국의 투자환경도 발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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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기본 전략 및 현지에
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경제단체와의 협력하에 기업에 홍
보 강화
- 특히 정보 획득 및 대응책 수립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
력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비교우위 발굴：중국은 지역별, 산업
별로 상당한 발전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바, 중국 연구를 지역
별·산업별로 추진하고 현지 사정을 충실히 조사분석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교역 및 투자) 유망 분야를 발굴
- 이는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과 비용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추
진이 곤란하나, 한국경제 전체의 대중국 수출 증진, 투자 효
율화를 위해서는 매우 긴요
에너지 절감 및 오염 삭감 방안 가이드：중국 현지 진출 기업의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 억제 설비의 경신에 대비, 지식경제
부와 환경부의 유관기관 전문가를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효율적
인 설비 경신 방안을 가이드
- 영사관, KOTRA, 한국상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하고, 현지 기업의 애로 해결에 역점
대중국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기술 교류 강화：중국에 비하
여 한국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에 한발 앞서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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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의 한·중 간 기술교류 기반을 확대
- 기술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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