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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中 8월 제조업 PMI 49.4 두 달째 위축 국면
중국 8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4p 소폭 상승한 49.4로 경기 위축세가 두 달째 이어짐. 신규수주·생산·원
자재 재고·종업인원·공급상 배송시간 등 모든 지수가 기준선 50 하회, 한편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0.9p
하락한 51.9로 서비스업 역시 2개월 연속 둔화세. 다만 숙박, 외식, 전자통신서비스업, 금융 서비스 등 업종은 55
를 웃돌며 경기 확장세를 보임 (출 처 ： 신 화 통 신 )
◈ 지리 전기차에 CATL의 세계 최고용량 배터리 탑재
지리(吉利)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极氪)가 CATL(宁德时代)의 고용량 배터리 ‘기린배터리(麒麟电池)’
를 탑재. 기린배터리의 체적 이용률이 72%를 초과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까지 높였
고, 삼원 배터리는 255Wh/kg으로 증가시켜 한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음 (출 처 ： 인 민 일 보 )
◈ 中 상하이, 대외무역 화물 수출입 및 외자유치 동향
상하이시 1~7월 대외무역 화물 수출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수입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4%, 32.9% 증가. 이외에 1~7월 외자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
가.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는 32개 늘어나 누적 863개에 달했고, 외자 R&D 기관은 12개 늘어나 누적 518개.
(출 처 ： 상 해 발 포 )

소비 인사이트
◈ 中 1~7월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 동향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국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하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5조 4,560억 위안(약 1,062조 8,288억 원). 같은 기간 소프트웨어 산업 총이익은
5,6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0.3%포인트 상승. (출 처 ： 인 민 일 보 )
◈ BYD, 상반기 판매 동향
30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비야디가 29일 발표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비야디 매
출이 1,506억 7백만 위안(29조 3,440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65.71% 급증. 같은 기간 순이익은 3억 9,500만
위안(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35% 폭증.(출 처 ： 북 경 일 보 )

중국 경제정책
◈ 中 국무원, 경제 안정화 추가정책 발표
우수 인프라 프로젝트 허가, 민영기업 발전·투자 지원 조치 발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방정부
별 유연한 신용대출 정책 운용 허용, 주택 구매 수요 충족 지원, 경제계 인사의 출·입경 편의 제공 등 추가정
책 발표(출 처 ： 국 무 원 판 공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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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메틸알코올
업계 시장 현황 분석
(출처:쯔옌산업연구)

1. 발전 배경: '탄소 피크(碳达峰)'를
실현하는 데 선두주자로 메틸알코올이
포함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메틸알코올 연료의 발
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음. 2009년에는
자동차용 연료인 메틸알코올 제품의 품질 기준을 지정.
2019년 산시 성, 섬서 성 등 지역에서 메틸알코올 자동
차를 보급하고 메틸알코올 자동차 제조 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자고 제안. 이어 2021년 발전개혁위원회 등 여
러 부서에서 내놓은 <145 전국 청결 생산 추진 방안>에
서도 이산화탄소 결합제 메틸알코올 등 탄소 감소 공사
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 공업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가
속화하고 탄소 피크(碳达峰), 탄소 중립(碳中和) 목표
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공신부와 시장감독관
리총국은 메틸알코올을 포함한 20개 업계를 선두주자로
선정.

2. 발전 현황: 공급과 수요 규모가 지
속적으로 확대
업계의 공급과 수요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공급 상
황을 보면 메틸알코올 생산량은 상승 추세를 보임.
2021년 중국의 메틸알코올 생산량은 6,728만 톤으로
2016년에 비해 2,414만 톤 증가했고 연간 복합 성장률
은 7.69%. 2022년 상반기에 중국의 메틸알코올 생산량
은 약 3,835만 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43% 증가.
수요 고조를 보면 하방산업 유기 합성, 의약, 자동차
등 분야의 수요에 힘입어 메틸알코올 수요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21년
메틸알코올의
수요량은
7,808.52만 톤에 달했고 연간 복합 성장률은 7.02%에
달함. 2022년 상반기 메틸알코올의 수요량은 4,426만
톤에 달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2.83% 증가.
메틸알코올의 수출입 상황을 보면 중국의 메틸알코올
수입 수량은 수출 수량보다 훨씬 큼. 2021년 중국의 메
틸알코올 수입 수량은 1,119.8만 톤으로 2020년 대비
13.49% 감소. 2021년 중국의 메틸알코올 수출 수량은
39.28만 톤으로 2020년 대비 224.14% 증가. 2021년 중
국의 메틸알코올 수입 금액은 38.6억 달러로 2020년 대
비 43.78% 증가. 중국의 메틸알코올 수출 금액은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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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2020년에 비해 373.10% 증가. 2022년 상반기 메
틸알코올 상위 3위 수입 지역은 오만, 이란과 사우디아
라비아로 수입 수량은 각각 163.6만 톤, 135.56만 톤과
81.25만 톤이고 수입 금액은 각각 6억 달러, 4.9악 달
러와 3억 달러. 수출 상위 3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대만으로 수출 수량은 각각 5.14만 톤, 3.12만 톤
과 1만 톤으로 수출 금액은 각각 2,305만 달러, 1,272
만 달러와 424만 달러.

3. 발전 추세: 업계 기술 업그레이드,
메틸알코올 업계 다원화 발전 전망
3.1 업계 수요량 한층 더 증가할 전망
메틸알코올 업계는 안정적이고 좋은 발전 추세를 유
지할 전망. 공급 상황을 보면 에너지 소모의 이중 제
어, '탄소 피크(碳达峰)' 등의 영향을 받아 수요에 있어
메틸알코올 생산량은 수축될 전망. 수요 구조에서 올레
핀은 여전히 하방산업의 주요 소비 구동력. 포름알데히
드, 초산 등 산업의 수요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신속한 보급은 메틸알코올 소
비량을 더욱 높일 전망.

3.2 메틸알코올제 수소는 업계 발전의 새로운 추
세로 되고 있음
쌍탄(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고 2060
년 전까지 탄소 중립 실현)'전략 목표 아래 국가와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음. 메
틸알코올 수소 제조 기술은 광범위한 시장 전망을 가지
고 과학 연구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메틸알코올 수
소 제조는 탄소 배출을 줄이며 '쌍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3.3 집중도가 점차 높아지고 업계가 다원화될 전
망
중국 국내 메틸알코올 생산 기업이 많아 시장 경쟁이
치열.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라 업계의 접근 조건이 높아져 생산 능력이 낙후되고
에너지 소모가 높으며 환경 오염이 심각한 기업은 시장
에서 도태될 것.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메틸알코올 시
장은 끊임없이 우세 기업으로 모일 것으로 전망. 기업
도 기존의 제품을 바탕으로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메
탄올 파생제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메탄올이 교
통, 연료, 저장 에너지 등 분야의 잠재 시장을 탐색하
고 에너지 제품의 공급 품목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메탄올 업계의 다원화된 발전을 추진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