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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과기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현황

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정 자문

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위챗공식계정인 루이커지(@锐
科技)를 통해「과학기술통계보고서총집」(이하「보고서」)칼럼을 개

설하였다.「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한 최신 과학기술 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R&D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

기술산업개발구, 기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분석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9호에서

는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무역상황 분석>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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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하이테크제품 무역상황 분석

2017년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무역총량이 반등하여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하이테

크제품 수출의 기술분야는 여전히 컴퓨터 및 통신기술 위주이며, 하이테크제품 총수출액

의 68.7%를 차지했다. 하이테크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 시장은 홍콩과 미국으로 총 수입

의 43.7%를 차지하며 수입원은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 무역에 대한 일반 무역 수출 비중은 25.7%로 소폭 감소했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53.2%에 달하는 최대 규모

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은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과 수출에서 두 배의 성장을 이룩했다.

1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규모 반등

2017년 중국 하이테크제품의 총 수출입 규모는 11.5% 증가한 1조 2,575억 5천만 달러

를 기록했다. 그중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은 6708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하이테크제품의 수입액은 5,86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

다.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무역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3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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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하이테크제품의 수출입 총액 및 그 제품 수출입총액 차지비중(2007-2017)

❊(하이테크제품 무역데이터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제외한 중국 내륙만 포함)

2 컴퓨터 및 통신기술분야의 수출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반전

기술 분야의 구도를 보면 2017년에는 컴퓨터 및 통신기술과 전자기술 위주의 패턴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재료기술 분야의 수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생명공학 분야의 수입 증

가폭이 가장 컸다.

기술분야별로 하이테크제품 수출을 분석해보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하이테크 제품 전체 수출량의 68.7%를 차지하는 

4,607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p 증가했다. 전자기술 수출액은 1,200억 2,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하이테크제품 전체 수출량의 17.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2017년 하이테크제품 수입의 기술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전자기술 수

입이 여전히 1위이며 수입액은 3093억 4,000만 달러로 하이테크제품 수입 총액의 

52.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2위는 컴퓨터 및 통신기술로 수입액

이 수입 총액의 19.4%를 차지하는 1,140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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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하이테크제품 수출입의 기술분야별 분포 (2017년)

3 수출입 무역상대국 구도가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

2017년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 상위 5위 무역 상대국은 여전히 홍콩, 미국, 한국, 

일본 및 네덜란드로 각각 23.8%, 19.9%, 5.9%, 5.3% 및 4.8%를 차지했다. 하이테크제

품의 상위 5위 수입국은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및 말레이시아로 각각 19.4%, 17.8%, 

기술분야

수출액 수입액

(백만달러)
총액 

차지비중
(%)

전년 대비 

증가율(%)
(백만달러)

총액 

차지비중

(%)

전년 대비 

증가율(%)

합계 670815 100 11.03 586762 100 12.03

컴퓨터 및 

통신기술
460703 68.68 12.61 114013 19.43 6.17

생명공학기술 28037 4.18 13.34 33082 5.64 16.81

전자기술 120019 17.89 7.61 309339 52.72 13.57

컴퓨터집적
제조기술

14553 2.17 9.73 45797 7.81 26.21

항공우주기술 7259 1.08 1.41 35139 5.99 12.83

광전기술 31459 4.69 2.74 42276 7.21 0.71

바이오기술 706 0.11 10.66 1769 0.30 37.56

16.04 4.680.7242311.097300재료기술

-3.710.12778기타기술 1086 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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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2% 및 5.4%를 차지하였다.

하이테크제품 수출의 기술분야별 분포를 보면, 컴퓨터 및 통신기술 수출은 주로 미국, 

홍콩 및 EU에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각각 25.1%, 21.4% 및 15.4%이다. 전자기술의 

수출은 주로 홍콩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분야 수출의 40.5%를 차지하였고, 그다

음은 ASEAN, 한국 및 대만이 각각 15.1%, 9.9% 및 8.6%를 차지하였으며, 항공우주기

술은 주로 미국, EU 및 홍콩에 수출되었으며 각각 해당 기술분야 수출의 26.7%, 19.0% 

및 17.5%를 차지하였다. 

하이테크제품 수입의 기술분야별 분포를 보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은 주로 ASEAN과 

한국에서 수입되며, 해당 기술분야 중국수입의 28.0%와 13.1%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이 

7.5%를 차지하여 3위이다. 전자기술은 주로 대만, 한국 및 ASEAN에서 수입되며 각각 

해당 기술분야 중국수입의 29.0%, 23.1% 및 17.6%를 차지하였다. 항공우주기술은 주로 

미국과 EU에서 수입되며, 해당 기술분야 중국수입의 각각 53.7% 및 36.2%를 차지하였

다.

4
일반무역수출의 비중은 소폭 감소, 수출기업은 외국인 소유기업과 
중외합자기업이 지배적

2017년에는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 무역의 25.7%를 차지하는 일반 무역 수출이 전

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三来一补1)"를 대표로 하는 가공 무역은 중국 하이테크제품 무

역 수출 비중이 소폭 증가한 61.8%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1) 三来一补란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네가지 방식으로,  [‘三来’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来料加
工〕’, ‘견본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来样加工〕’,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것〔来件装配〕’, ‘一补’는 ‘물
건, 설비, 기술 등을 외상으로 수입해온 후, 생산된 상품으로 상환하는 보상무역〔补偿贸易〕’을 가리킴, 즉 
위탁가공, 녹다운 수출, 견본제품 가공, 보상무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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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하이테크제품 수출이 무역방식별 분포도 (2007-2017년)

기업유형별로 보면,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외국인 소유기업과 중외합자기업 위

주이며 2017에는 66.4%를 차지했다. 그중 외국인 소유기업의 비중은 49.7%에서 53.2%

로 소폭 증가했다. 민간기업 위주의 기타 유형의 기업은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의 24.0%

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2.4%p 감소했다. 국유기업의 하이테크제품 수출비중도 전년

도의 7.2%에서 6.8%로 소폭 하락했다.

그림 9-3❙첨단기술제품 수출의 기업유형별 분포(2007~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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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은 수출 및 수입에서 두 배의 성장 이룩

"일대일로"발전전략의 실시는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무역에 뚜렷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왔

다. "일대일로" 연선 65개 국의 계산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하

이테크제품 수출액은 1,42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하여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의 21.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p 증가했다.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수입

액은 987.4억달러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여 중국 하이테크제품 수입총액의 16.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참고자료

§ 我国高技术产品贸易状况分析 (2019.4.15.) 

https://mp.weixin.qq.com/s/iy19KASYwFA-4pVMYtl4Sw

KO
STEC   

  K
O

STEC   
  K

O
STEC



2019.06.06.  Vol.09

중국 과학기술통계 보고서 (제9호)

 발행일  2019.6.6

 발행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주소: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86)10-6410-7876/7886

http: www.kostec.re.kr 

           http: blog.naver.com/kosteci

http://www.koste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