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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 간의 크로스보더 중심의 무역 확장
올 1~7월 중국-아세안 간 무역액은 5,4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 중국 수출입 총액비중이 15%까
지 높아짐.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특히 광시좡족자치구는 최근 수년간 중국-아세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지를 구축, 광시자유무역시험구의 1~7월 수출입액은 96억 4500만 위안(약 1조 92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출 처 ： 인 민 망 )
◈ 中, 올 7~8월 상하이 수출입액 동향
중국 상하이해관(세관)에 따르면 올 7~8월 상하이시 대외무역이 2개월 연속 성장세. 올 7월 수출입액은 4천42억2
천만 위안(약 80조2천215억원)으로 처음으로 4천억 위안을 돌파,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 8월 수출입액은 4
천154억위안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출 처 ： 상 하 이 세 관 )
◈ 中 메타버스 기업이 중국 최초의 AI 로봇 신임 CEO로 선임
환구시보(环球时报)에 따르면 중국 메타버스 기업 ‘넷드래곤웹소프트’(网龙网络)가 “AI 로봇 탕위(唐钰)를
CEO로 임명한다고 발표. 탕위는 조직관리 사무 및 전략 실행을 책임지고, 메타버스 조직 구축을 통해 조직 모
델의 최적화와 관리 효율 제고 및 인재 정책 등을 시행. (출 처 ： 환 구 시 보 )

소비 인사이트
◈ 中 비야디, 7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 2위 차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7월 비야디의 배터리 판매량은
6.4GWh로 CATL의 13.3GWh에 이어 2위를 기록. LG에너지와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 판매량은 각각 4.4GWh
와 2.9GWh로 3위와 4위를 차지.(출 처 ： 인 민 일 보 )
◈ 中 국물 요리계의 두리안 '뤄쓰펀'
류저우(柳州)시 상무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뤄쓰펀(螺螄粉·우렁이 쌀국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
가한 276억 위안(5조 4912억 원). 지난해 류저우 뤄쓰펀 매출은 501억 6000만 위안(약 9조 9798억 원). 이 중 봉
지 포장의 뤄쓰펀 매출은 152억 위안(3조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3% 증가. (출 처 ： 인 민 망 )

중국 경제정책
◈ 중국 우한 등 4개 도시, 국가 블록체인 발전 시범구로 선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우한, 쑤저우, 쿤밍 등 4개 도시를 국가 블록체인 발전 시범구(先导区)로 지정.
의료산업, 교육, 농업, 식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융합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
추진 계획.(출 처 ： 호 북 망 )
◈ 중국 국무원 판공청 소비가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라는 내용 문건을 발표
중국 국무원 문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소비시장 활성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문화적 콘텐츠 다
수 보유 등을 특징으로 한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클러스터 243개를 건설. 베이징, 상하이, 우시, 창저우
등 중국 곳곳에서 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출 처 ： 신 화 통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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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 시장 현황 분석
(출처:쯔옌산업연구)

➊ 업계정책

관련 정책이 업계에 대한 요구

를 제기하고 업계 감독 강도 강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에서
식품 첨가제 관련 식품 가공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녹
색, 무해한 첨가제 제품이 식품 업계에서의 응용을 명
확히 지원하며 식품 첨가제의 공업화 생산을 추진.
2022년 1월 중국 국무원에서 <'14.5'시장 감독 현대
화 계획에 대한 통지> (이하 통지)를 발표. 통지는 식
품 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등 기준을 보완하고 식품
관련 표준 샘플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 감독을 강화하며 식품의 안전 위험을 엄격히 방지
해야 한다고 주장.

➋ 발전현황

업계 발전 전망이 넓고 업계 발

전 기회와 도전이 병존
현재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는 초보적인 발전 단계를
겪고 업계 기회, 도전 발전 단계에 들어섬. 시장 수요
의 전환, 국가 정책의 요구는 업계 발전에 대해 더욱
높은 제품 연구 개발 기술 요구를 제기했고 업계 내 각
기업 간의 환경 보호 압력이 지속적으로 강화. 생산 설
비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생산 과정의 에너지 소모
를 낮추며 생산 오물 배출을 줄이고 고품질 제품의 종류
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 현재 업계의 주요 경쟁 관건.
최근 몇 년간 식품 첨가제 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도 끊임없이 커지고 있음. 2016년-2021년 중국 식
품 첨가제 업계의 기업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성장 속도
도 해마다 높아짐. 2021년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의 기
업 수는 약 11만 개로 전년도 동기 대비 79.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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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의 제품 생산량과
업계 생산액은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상태. 2021년 중
국 식품 첨가제 업계의 생산량은 1,197만 톤에 달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13.26% 증가.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
의 생산량 증가 속도는 업계 생산액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높고 업계 제품의 판매 평균 가격은 해마다 하락
하는 상태를 보임.

➌ 발전추세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기술 연구 개발은 여전히 업계 발전의 관건
3.1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계 발전 전망넓음
중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
라 식품 소비 수준은 점차적으로 향상될 전망.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 소비자는 점점 MZ 세대로 전환. MZ
세대 소비자들은 음료수, 인스턴트식품 등 제품에 대한
수용도, 수요도가 비교적 높음.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
의 관련 감독 제도가 점차적으로 구축되면서 업계의 발
전 전망이 양호하고 시장이 넓음.

3.2 업계 기술 연구 개발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점차적으로 외국 시장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식품 첨가제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입이 커지면서 업계 내의 제품 종류가 해마다 증가하
고 일부 제품 생산 분야에서 외국을 초월. 그러나 식품
첨가제 업계가 비교적 일찍 시작한 국가에 비해 종류는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일부 고급 제품은 현재 여전히 수
입 보충에 의존하고 있음. 중국 시장을 점유하고 기업
의 업계 지위를 더욱 안정시키며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식품 첨가제 각 기업은 연구 개발 투
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

3.3 업계 경쟁이 심해지고 선두 기업의 우세가
더욱 뚜렷
중국 식품 첨가제 업계의 발전 전망을 보면 기업의
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 식품 첨가제 업
계의 관련 감독 제도가 점차적으로 보완되고 관련 생산
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업계 내의
일부 기업은 점차적으로 도태될 전망. 업계 내의 경쟁
은 반드시 더욱 심해질 전망. 기업 제품 생산 기술은
업계의 입각 관건이 되고 선두 기업의 관련 기술 연구
개발 강도가 더욱 크며 생산 기술을 더 많이 파악하고
관련 생산 설비를 더욱 절약하고 배출을 줄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