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중국중국 IT IT 산업산업 현황현황

지속적 성장세를 구가하던 중국 IT 산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 진작 정책 효과 등으로 산업 매출 및
수출입 규모 면에서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 듦

중국 IT 산업 규모 중국 IT 수출입 규모

Ø 중국의 IT 산업 매출은 2004년 2조 6,500억 위안에서
2010년 7조 8,000억 위안으로 늘며 꾸준한 성장세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09년 성장 둔화
§ 이후, 내수진작 정책효과 가시화, 해외시장 수요 회복
→ 2009년 2H부터 반등세로 현재 안정적 성장 지속

Ø 중국 IT 제품 수출입 총액은 2004년의 3,884억 달러에
서 2010년 1조 128억 달러로 증가

Ø 수출액은 2004년의 2,075억 달러에서 2010년 5,912
억 달러로 증가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09년 수출입액 마이너
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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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산업 매출액 및 증가율

Ø 중국의 IT 산업 매출은 2004년 2조 6,500억 위안에서
2010년 7조 8,000억 위안으로 늘며 꾸준한 성장세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09년 성장 둔화
§ 이후, 내수진작 정책효과 가시화, 해외시장 수요 회복
→ 2009년 2H부터 반등세로 현재 안정적 성장 지속

중국 IT 산업 수출입액 및 증가율

Ø 중국 IT 제품 수출입 총액은 2004년의 3,884억 달러에
서 2010년 1조 128억 달러로 증가

Ø 수출액은 2004년의 2,075억 달러에서 2010년 5,912
억 달러로 증가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2009년 수출입액 마이너
스 성장

자료원: 중국공업신식화부, 2011. 9자료원: 중국공업신식화부, 2011. 9



전세계 IT 생산액의 30%를 차지하는 최대의 IT 시장 중국은 글로벌 규모의 IT 기업의 수 면에서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IT 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매년 높아지고 있음

중국發 글로벌 기업의 성장 중국, IT 생산 면에서 세계 1위

Ø 2011년 Fortune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은
대만 포함 총 69개사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2위 달성

§ 기업 수 면에서 일본(68개사)을 최초로 제침

Ø 2011년 중국의 IT생산액은 미국 등 주요국들을 압도하
며 세계 IT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육박

§ 2011년 중국의 IT생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5,227
억 달러로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

2. 2. 중국중국 IT IT 산업산업 성장과성장과 글로벌글로벌 입지입지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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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e Global 500 미･중･일･한 기업 수

Ø 2011년 중국의 IT생산액은 미국 등 주요국들을 압도하
며 세계 IT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육박

§ 2011년 중국의 IT생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5,227
억 달러로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

자료원: REED Electronics Research, 2011자료원: Fort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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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차세대 IT 산업을 선도할 주요 분야별 트렌드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Ø 중국 공업신식화부 S/W서비스국
국장 천웨이(陳偉)는‘제12차 5개
년계획’기간 동안 S/W산업은 r
네트워크화, r 서비스화, r 지능
화, r 플랫폼화, r 융합화 5가지
발전 추세 전망

Ø IT 서비스 시장의 높은 증가세에
반해 임베디드 S/W 시장은 성장
률 더딘 편

Ø OLED, Flexible Display, 생산
장비, 부품소재, 화학재료 등은
12.5계획기간 동안의 중점발전
분야

Ø 중국정부는 2012년 LCD 수입
관세를 7%-9%로 조정키로 결
정함에 따라, 로컬 기업들의 가
격 경쟁력 우위 요인 작용 전망

3. 3. 중국중국 차세대차세대 IT IT 핵심핵심 분야별분야별 트렌드트렌드 및및 전망전망

TFT-LCD 생산액SW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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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중국 공업신식화부 S/W서비스국
국장 천웨이(陳偉)는‘제12차 5개
년계획’기간 동안 S/W산업은 r
네트워크화, r 서비스화, r 지능
화, r 플랫폼화, r 융합화 5가지
발전 추세 전망

Ø IT 서비스 시장의 높은 증가세에
반해 임베디드 S/W 시장은 성장
률 더딘 편

Ø OLED, Flexible Display, 생산
장비, 부품소재, 화학재료 등은
12.5계획기간 동안의 중점발전
분야

Ø 중국정부는 2012년 LCD 수입
관세를 7%-9%로 조정키로 결
정함에 따라, 로컬 기업들의 가
격 경쟁력 우위 요인 작용 전망

4G: TD-LTE 클라우드 컴퓨팅

Ø 중국 독자 4G 기술인 TD-LTE
는 초기부터 세계적인 칩, 장비
업체와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 기술발전 및 산
업화 과정이 TD-SCDMA보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

Ø China Mobile, 2012년 내 TD-
LTE 상용화 계획 → 중국 국내
의 4G 표준으로 TD-LTE 조기
고착 가능성

Ø 2011-2015년까지 산업환경
조성, 비즈니스모델 탐색기 → 
성공적 도입 사례 증가에 따라
시장 내 클라우드 컴퓨팅 인지
도 및 수용도가 향상 전망

Ø 공공 클라우드, 사설 클라우
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동시 전개 전망

DTT TD-SCDMA M/S 클라우드 시장 규모



현대화 국가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신흥전략산업 발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는 12.5 규획을 주요
축으로 IT 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책을 펼치고 있음

현대화 국가건설

지속가능한 발전

신흥전략산업발전정책신흥전략산업발전정책 비전비전

대외수요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위주로

(從外需向內需)

고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從高碳向低碳)

강대국에서 부요한
국민시대로

(從强國向富民)

4. 4. 중국중국 IT IT 정책정책 프레임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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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수요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위주로

(從外需向內需)

고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從高碳向低碳)

강대국에서 부요한
국민시대로

(從强國向富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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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도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보화 수준향상

7대 신흥전략산업발전정책 10대 전통산업구조개선 정책

IT 정책 방향성

주요 IT 진흥 정책

12.5 규획 방향성

경제 사회 변화
방향성



저우추취 전략 특성

민간
기업
주도 81%

국유기업 투자 중 해외
직접투자액 비중• 중국 기업 해외 진출 본

격화에 따른 두드러진
특성으로 최근 민간 투
자 비중 급증

• 민간기업의 경쟁력 향
상과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장기적인 해외
투자 주도 역할 변화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투
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럽,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 중국의 해외 투자 동기가 자원 확보, 기술 및 브랜
드 획득 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선진국 및 자
원 부국에 대한 투자 지속 예상

자료원: 중국 상무부

1) 주요 특성
5. 5. 저우추취저우추취 전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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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주도

M&A형
투자
급증

81%

66%

2006 2010

• 중국 기업 해외 진출 본
격화에 따른 두드러진
특성으로 최근 민간 투
자 비중 급증

• 민간기업의 경쟁력 향
상과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장기적인 해외
투자 주도 역할 변화

6

2000 2010

해외 M&A 거래 금액
(억달러)• 기술, 유통 및 비즈니스

노하우의 단기간 전수
를 위해 그린필드 투자
보다는 기존 우량기업
M&A 방식 보다 선호

•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
에서의 M&A 비중은
50% 육박

297

유럽
북미
지역
투자
증가

77.9
% 65.2

%

2008 2010

아시아 지역 투자 비중

40%
24%

2006 2010

중남미 지역 투자 비중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투
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럽,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 중국의 해외 투자 동기가 자원 확보, 기술 및 브랜
드 획득 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선진국 및 자
원 부국에 대한 투자 지속 예상

자료원: 중국 상무부

자료원: 중국 상무부



559 569

688

중국의 연도별 해외 투자 현황(억달러) 글로벌 기업 M&A/투자 현황

렌샹렌샹
• 2004년 12월 IBM PC 사업부 인수(12.5억 달러)
• 브랜드가치, 생산기술, 품질혁신, 경영협력 체제
구축으로 글로벌 3위 부상

2) 투자 현황 추이 및 M&A
5. 5. 저우추취저우추취 전략전략

투자 현황 추이 및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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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기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지역에 진출한
경우가 중국 기업의 전체 해외 진출 중 절반 이상. 이어 유
럽 > 북미 > 남미 순

렌샹렌샹

하이얼하이얼

쑤닝쑤닝

• 2004년 12월 IBM PC 사업부 인수(12.5억 달러)
• 브랜드가치, 생산기술, 품질혁신, 경영협력 체제
구축으로 글로벌 3위 부상

• 2000년 이후 글로벌 브랜드 전략으로 해외 유
통망 투자 확대
• 해외 생산기지 29개, 해외 법인 19개, 종합
R&D 센터의 글로벌화로 R&D-생산-판매의 글
로벌 통합화

• 2010년 6월, 일본 가전유통 기업 LAOX 증자 주
식 매입(27.36%)으로 최대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