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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제/산업�현황

1. 베이징시�외국인�우수인재�유치정책�발표

• 2022년 1월 6일, 베이징�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베이징의�외국인�우수인재를�위한�비자발급�관련�내용을�발표
• 외국인�박사�졸업생이�베이징에서�최고급�인력�비자(R자�인재비자)를�받도록�지원하고�베이징에서�창업하는
외국인�인재가�인큐베이터를�통해�취업허가를�받을�수�있도록�전폭�지원함으로써�최장 10년의�비자를
발급하고�배우자�및�자녀도�동일한�대우를�한다고�밝힘

• 동�정책은 2022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며, 자세한�절차는�베이징�해외인재센터(https://www.8610hr.cn)에서
확인�가능함

• 2021년 11월말까지�베이징시�전체�외국인�투자기업�수는 33,905개로�전년�대비 4.76% 증가함.

2. 중국 2021년 GDP 18조�달러, 교역액 6조�달러�돌파

• 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국내총생산(GDP)이�전년�대비 8.1% 증가하여 114조3,670억�위안(약 18조�달러,
한화�약 2경1,780조원)으로 ‘14차 5개년�계획’ 의�첫�해로�양호한�출발을�보임

• 중국 GDP가�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8%를�넘을�것으로�예상되며�세계 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 25%,

1인당 GDP는 8만�위안, 연평균�환율�기준 1만 2,551달러(한화�약 1,500만원)로�세계 1인당 GDP를�초과하여�고소득

국가의�하한선에�근접. 1인당�가 처분�소득은 3만 5,128위안(약 5,533달러, 한화�약 670만원)으로�가격요인을�제외한
실질�성장률 8.1%는�경제�성장률과�일치함

• 대외무역은�교역액이 6조�달러(한화�약7,260조)를�돌파하여�역대�최고�기록을�달성함. 2021년�수·출입은 30%
증가한 6조 515억�달러로�수출은 29.9% 증가한 3조 3,640억�달러, 수입은 30.1% 증가한 2조 6,875억�달러임.
중국의�교역액은 2013년 4조�달러를�돌파한�후�지난해 5조와 6조�달러를�건너뛰고�전년�대비�무려 1.4조�달러
증가하였음.

출처 : 베이징인민정부망http://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201/t20220106_2583694.html
+소호망 https://www.sohu.com/a/514146399_362042

인민일보해외판/한국무역협회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1/18/content_25899053.htm
+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1/15/content_258986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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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내 27개�도시�등에�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신규�실시

• 중국�국무원의�발표(2.8)에�따르면�너이멍구�자치구, 산둥성, 스촨성�등 27개�도시와�지역에�국경간�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새로�선정함(27개�도시의�세부명단�링크�참조)

- 중국�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2/08/content_5672535.htm
•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는�중국�전자상거래�모범�선행지역으로�구역�내�수출입�기업을�상대로�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감면�또는�면제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 감면, 통관�간소화�및�편리화�등의�우대�정책을�시행

- 중국�상무부�주관으로�각�부서별로�협의하고�분석해서�업무서비스를�진행하고, 정기적인�평가로�기업별�순위를
통해�신규�진입과�퇴출을�실시함.

4. 중국�국가지식재산국, 제품디자인에�대한�국제등록�헤이그협정�가입

• 중국정부는�금년 5월 5일�부터�국제등록�관련�헤이그협정에�따라�국제�디자인등록을�실시한다고�발표(2.5)
• 헤이그협정은�각�국가에서�디자인�관련�등록을�할�수�있는�국제조약으로�본�협정�가입을�통해�중국정부는�기업이
간편하고�빠르게�해외�디자인등록을�할�수�있게�되며�국제�제품디자인�분야의�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 향후�국가지식재산국은�특허법�시행령과�특허심사지침�등�수정�작업을�통하여�국내외�신청인이�헤이그협정에
따른�국제등록을�보장하고�편리를�제공할�것임.

- 우선적으로 2021년�새로�개정된�특허법은�외관디자인�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연장하는�등�조치를�취함

5. 중국�프리랜서�인구�규모 2억�명으로�부상

• 중국�상보망의�인민일보�해외판(2.9)에�따르면, 2021년�말까지�중국�내�동영상�제작, 인터넷�방송, 작가, 플랫폼
및�공유경제�등�다양한�직업군이�형성됨에�따라�젊은�층이�선호하는�프리랜서�취업인구가 2억�명에�달함

- 그�중�뉴스�앵커�및�관련�업종�종사자가�제일�많이�차지하여 160만�명�정도로 2020년�대비 3배�증가됨

• 2020년부터 2021년도�대학교�졸업생�중�프리랜서�취업인구�비중이 16% 이상으로�파악되며�매년 61.4%의
기업들이�프리랜서�인력을�활용하는�등�상승세를�나타냄.

• 중국의�제14차 5개년�디지털�경제발전계획은�프리랜서의�사회보험�가입과�노동자�권익보장�제도를�강화하고
그들의�주택적립금�가입도�추진�예정

출처 : 국가지식재산국 https://www.cnipa.gov.cn/art/2022/2/9/art_53_173132.html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2/202202090952551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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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자인분야�동향

1. 2021년도�선전(深圳) 디자인�위크�성료

2021년� 선전� 디자인� 위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10일간� 개최되어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디자인을�통한�문제�해결’ 을�주제로�디자인의�실천과�혁신의�가치를�보여주었고, 주�전시장과�권역별
전시장을� 통해� 도시와� 연동된� 도시경관� 디자인과� 디자이너� 축제� 등을� 만들어� 디자인� 도시의� 매력, 역동성, 활력,
창의성�등을�보여주었다.

선전에서�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 행사로� 선전� 디자인� 위크는� 선전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시당위원회� 선전부가

주관하는�선전의�중요한�국제문화�행사이다. 이번�디자인�위크는�처음으로�전시관을�벗어나�공동�기획자�제도를
실행했고, 설날�연휴기간에�개최하여�많은�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였다.

이번� 선전� 디자인� 위크에서� 향후� 중국의� 디자인� 전시에� 대한� 방향성� 보여주었고� 국제� 디자인� 전시에� 맞추어
시범적으로�체험을�제공하였으며, 선전의�디자인�기관, 디자이너와�함께�선전�디자인�역할의�힘이�되었다. 이러한
것이�선전�디자인�위크에서�공동�큐레이터를�활용한�취지였다.

이번�디자인�위크는�디지털화, 미디어화, 포스트�코로나의�시대배경과�맞물려�새로운�발전방향�구축의�요구에�맞춰
주제를 “디자인을�통한�문제해결”로�정했으며, 도시와�생활의�다차원적인�디자인�해결방안을�깊이�있게�탐색하고

“중국디자인, 선전의�식견”을�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은�디자인에�국한하지�않고 5대�핵심�분야를�기획하여 ‘디자인·

근성’, ‘디자인·융합’, ‘디자인·원조’, ‘디자인·시각’, ‘디자인·기기’ 를�포함하였다. 공공안전을�보장하고, 도시공간을

새롭게�하고, 현대의�아름다움을�찾고, 최첨단의�트렌드를�탐색하고�새로운�제품을�혁신하는�차원으로부터�디자인이
문제해결에서의�실천과�혁신의�가치를�나타냈다.

2021년�선전�디자인�위크에서는�새로운�주요�비주얼이미지를�출시하여�슈퍼기호 “s”를�창조하고�선전�디자인위크와
선전� 도시이미지의� 브랜드화� 구축을� 진행하여� 선전의� 국제화�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선명한� 패션� 디자인� 특색을

형성했다. 전시기간�특별히�디자이너와�예술가들을�초청하여 “s”를�주제로�창작을�진행하였다. 새로운�디자인위크
이미지를�위해�디자인�숍과�실험실도�특별히�설치하였다. 이번�활동을�통해�선전의�개방과�혁신의�이미지를�전달하고
선전의�도시이미지를�부각하고�전파하는�플랫폼이�되기를�희망하였다.

4

중국�디자인계동향

2022 Vol.1

이번 2021년�선전�디자인�위크는 ‘중국디자인, 선전의�식견’을�중심으로�온라인�생중계와�오프라인�활동의�방식으로
8회의� 포럼을� 개최했으며� 오프라인에서� 천여� 명이� 신청했다. 이 8회의� 포럼은� 디자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염병�상황에서�어떤�도시계획이�더욱�안전할�것인가�등�도시설계�주제로�심도�있는�토론을�하였다. 중국의�오리지널

디자인, 중국의�미래디자인�교육�등의�주제로�토론을�하여�미래의�청년디자이너들에게�깨우침과�깊은�생각을�하도록
하였다. 현재�선전�브랜드의�영향력과�결합하여�어떻게�디자인이�브랜드를�더욱�잘�구축하여�선전�브랜드의�글로벌
가치를�재수립할�것�인가를�모색해야�한다.

2021년�선전�디자인�위크는 10일�동안�지속성장이�가능하며�상시적인�플랫폼을�구축하여�선전의�디자인계가�연중
다채로운�활동을�통해 “디자인�도시” 이미지를�홍보하여�전세계�디자이너들의�시선을�모으게�할�것이다.

디자인과�혁신, 품질은�뗄�수�없는�관계이다. 디자인은�선전이라는�도시의�혁신�유전자와�태생적으로�연관이�있다.
수준� 높은� 선전� 디자인� 위크를� 진행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 창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도시성장�부분을�육성하여�전략적�신흥�산업과�미래산업의�발전에�새로운�가치를�부여하였다.
‘중국�디자인�선전�식견’을�통해�선전�디자인�위크는�이미�전�세계를�향해 ‘디자인�도시’의�목소리를�냈다.

출처 : 중국과학기술망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2-01/04/content_124407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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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홍미안�중국�디자인상에서�시각�전달상�수상

- 2021년 GD상품�선정�기업인�상하이�코리의 ofmom 브랜드북 -

중국산업디자인협회와� 광저우� 국제디자인위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홍미안� 중국� 디자인상에서 2021년도� 시각

전달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상하이코리� 문화전파� 유한회사� 베이징지사의� 출품작 “ofmom 브랜드북� 디자인”은

전국의�디자이너, 광고회사, 브랜드�회사의 530개�출품작과�치열한�경합을�벌여�최종적으로�유연성, 혁신,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확장성”을�갖춘�디자인�내용으로 “홍미안�중국�디자인상에서 2021년도�시각전달상”을�수상하였다.

“홍미안� 중국� 디자인상”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디자인상� 중의� 하나이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

철학과�독특한�스마트�생활방식을�중국의�소비시장에�꾸준히�도입하였다. 그�중에서도�국내�디자인�트렌드를�선도할
‘홍미안�중국�디자인상, 2021년도�비주얼�시각�전달상’은�시각�매체를�통해�고객에게�전달하는�디자인으로�시대적

특징을�살린�시각디자인과�풍부한�내용을�구현했다. 브랜드�디자인�발전의�새로운�트렌드를�모색하고�국내외�우수한
시각디자인과�전달디자인의�새로운�힘을�발굴하여�중국의�브랜드�디자인�발전을�위해�더욱�많은�가치를�창조하는데
그�취지가�있다.

상하이코리�문화전파�유한회사�북경지사�디자인팀이�이야기한�바와�같이�대중의�인지, 관점�및�태도에�영향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꾸준히� 혁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인 ofmom
브랜드북�디자인의�특징처럼�단순한�출판물에�그치지�않고�신제품과�연구�성과, 글로벌�네트워크�확장�등�개발내용을
꾸준히�확장하는�것이�특징이다. 브랜드북은�회사의�역사가�쌓이는�속도에�따라�발전한다. 이러한�유연성은�모바일�및
웹과�같은�다양한�플랫폼에서�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하여�콘텐츠�접속과�다운로드를�쉽게�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 각각의� 페이지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했다.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여� 토양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엄마와
아이에�대한 ofmom의�철학을�표현함으로써�소비자와�브랜드가�좋은�소통을�이루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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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코리� 문화전파� 유한회사� 북경지사� 디자인팀은� 다년간�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한미약품, 시안캉� 국제여행사·

육아용품�브랜드 Godis, 엄마사랑센터(CENTRE OFMOM) 등�수많은�고객에게�브랜드�정체성, 창의적�디자인, 광고

전략�등�전반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이번에�수상한 ofmom 브랜드북�디자인은�디자인팀의�탄탄한�실력을�증명함과
동시에�디자인�분야에서의�영향력도�확보했다.

아름다운� 디자인은� 심미적인� 변화를� 주며� 또한� 사람들의� 생활방식도� 바꾸어� 준다. 앞으로� 상하이코리� 문화전파

유한회사는�혁신과�함께�예술적�영감과�심미적�즐거움을�제품에�융합시켜�디자인으로�하여금�더욱�생명력을�가지게
하고�우수한�시각디자인을�소비자에게�전달하여�아름다운�생활을�경험하도록�할�것이다.

출처 : 중화망 https://hea.china.com/article/20211220/122021_958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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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디자인�전문인재의�역량을�평가하여�고품질�발전�도모
- 바이양�중국산업디자인협회(CIDA) 부회장 -

중국의�개혁개방이�심화되고�시장경제가�끊임없이�보완됨에�따라�산업디자인은�기업이�전�세계�경쟁환경에서�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가져온� 고부가가치는� 산업주체와� 정부차원의� 공감대를� 얻어�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을�추진하는�새로운�지표가�되었다.

현재�전국�산업디자인�회사�약 14,000개, 산업디자인�종사자 70만명�이상, 산업디자인�업계�조직 130여개, 국가급

산업디자인센터 299개, 국가산업디자인연구원 5개, 성급산업디자인센터 3,000개� 등� 비교적� 완벽한�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 산업디자이너는� 사회, 업계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성숙된� 직업형태를� 형성하며� 경제� 사회발전과
제조업의�전환을�촉진하는�중요한�힘이�되었다.

① 산업디자인계에서�인재�발전의�문제점

우수한�인재풀은�디자인산업이�핵심�경쟁력이�되는�기초이며, 산업의�높은�수준과�기업의�혁신�발전을�위한�관건이다.
그러나�산업의�급속한�발전, 산업의�변화�등�변화의�물결�속에서, 산업디자인�전문기술�인재의�발전은�많은�도전에
직면하였다.

기업은� 우수한� 산업디자이너의� 채용경로가� 부족하고, 모집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재를� 식별하기� 어렵다.
면접절차를�잘�모르고, 인원�유치율이�낮아�채용하지�못하거나�잘�채용되지�못하는�어려움이�있다. 디자이너는�직업

진입�통로와�안내가�부족하고, 전문가�되는�장이�제한되며�발전�동력이�부족한�문제에�직면하였다. 디자인�업계�역시
시장� 메커니즘이� 부실하고� 비용� 표준� 체계가� 부족하며� 디자인� 가치와� 비용에� 대한� 표준이� 없는� 등� 업종에

혼란스러움이�존재한다. 현대�기업의�발전�전략에�부응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인재�평가�제도를�수립하는�것은

인적자원�관리의�중요한�업무이며�인재�공급�사슬을�만들고�디자인업계의�질�좋은�발전을�실현하는�중요한�조치이다.

② 현재�산업디자인의�인재�평가모델�현황

산업디자인의�직업이�점차�성숙하고�완전해짐에�따라�특히�산업디자인의�시작과�발전이�빠르며�디자이너가�밀집한

지역에서는�이미�디자이너의�자질을�규범화하여, 인재의�혁신�창업�의지를�장려하고, 산업디자인계의�인재�체계를
수립하기�시작했다. 광동성, 저장성�등에서는�산업디자인�직업자격제도, 산업디자인�전문직명�평가�등�관련�업무를
진행하고�있으며, 중국�경공업연합회�등에서는�산업디자인�직업기능대회�등의�활동을�계획하고�있다.

현재�중국�산업디자인업계의�인재�평가는 “산업디자인�직업자격제도”, “산업디자인�공학기술�인재직명평가”,

“산업디자인�공학전문기술�자격심사”, “공정기술�산업디자인�전문직명�인정”, “산업디자인�직업기능경진대회” 등의

내용으로, 주로�정부부처가�주도하여�지역별로�나누어�진행한다. 그러나�각�지역의�인재�평가는�체계�설정·평가�기준

·평가�방향�등에서�통일된�체계와�기준이�마련되지�않았다. 또한�각�지역의�인증서는�단지�그�지역에서만�인정될�수
있고, 타�지역에서는�직업�자격증�등급과�인재�정책을�직접적으로�연계하는�장치가�마련되지�않아�그�권위성, 특히
대표� 디자이너의� 실력이�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이고� 전국적인� 산업디자인� 인재
평가제도의�체계�마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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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차원의�시장화, 사회화를�위한�인재�능력�평가

2019년 12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준평가� 기능요원의� 직업자격을
단계적으로�취소하고, 사회화된�직업기능�등급인정을�추진하여�관련�사회조직이나�사용자가�표준에�따라�직업기능
등급평가와�인증서�수여를�실시하도록�하였다. 기능인재�수준평가를�정부�인정에서�사회화�등급�인정으로�변경하고
시장과�사회로�부터�인정과�검증을�받도록�하였다.

최근�몇�년간�우리나라�인재평가�제도에�관한�정책적�의견에서도�산업디자인�인재�평가제도는�정부평가�실시�주체인

산업디자인� 직업자격제도의� 권장에서� 시장지향적� 사용자, 사회조직� 평가� 실시� 주체인� 인재� 평가제도의� 추진으로
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화와�시장화를�위한�인재평가�체제의�구축은�위에서�아래로의�혁명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새로운�인재평가�제도를�구축하는�데�중요한�의의가�있다.

④ 산업디자인의�전문인재�역량수준�평가제도�수립�추진

정부의 “시장�기능�강화와�서비스�개선” 개혁의�부단한�추진과�산업디자인계�체계적인�인재양성의�시급성, 현재의
산업디자인� 종사자의� 인재평가� 제도의� 미비함에� 직면하여, 산업계는� 전국적, 통일적,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전문인재의� 능력수준�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사회화, 시장화, 직업화된� 산업디자인� 인재의
능력수준을�인정하기�위하여�책임과�의무를�가지고�있다.

2016년부터� 중국공업디자인협회(CIDA)는� 등록제� 디자이너� 능력� 수준� 인증을� 모색하고� 있으며, 먼저� 디자이너의

디자인�스킬�능력, 디자인�소프트웨어�능력을�심사·인증하고�있다. 2020년�공신부(산업정보기술부)의�지원으로�전국
산업디자인� 인재의� 혁신능력수준을� 인정하는� 전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회인정, 산업수요, 시장화� 운영을
주요방향으로�산업별, 분야별로�인정범위를�설정하고, 전국�각�업종별 1위�핵심기업과�대학교와�공동으로�평가기준과

체계를� 수립하고� 발표하여, 산업디자인계� 인재� 능력수준� 인정, 산업디자인� 인역� 온라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고용주체와� 산업사회� 조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시장의� 평가체계� 역할을

수행하며�시장경제�체제에�더욱�적합한�인재평가�제도를�확립하여�중국�전문기능�인재평가�체계의�새로운�전환과
산업계의�발전을�촉진할�것이다.

출처 : CIDA https://mp.weixin.qq.com/s/ofE62bpGL1qjYNV4C3gD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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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사/공모전

1. 중국�소비자�가전�박람회(2022 AWE)
• 행사기간 : 2022. 3. 17.(목) ~ 3. 20.(일), 4일간
• 행사장소 : 상하이 新국제엑스포센터
• 주
• 주

최 : 중국가정용전기제품협회
제 : 스마트한�미래

• 주요내용

- 미국 CES, 독일 IFA와�함께�세계 3대�소비자�가전�박람회로�대형�가정용�전기제품, 전자, 주방가전,
환경�및�건강�가전제품�등�국내외 1,200여개�기업이�참가

- 한국디자인�순더비즈센터�입주기업과�순더구�공업�설계성�회원기업의�공동전시�및�개별부스관�운영

• 문 의 처 : 33122184@qq.com , +86)21 5470 0867

2. 2022년�제3회�동방창의지성�디자인공모전
• 행사기간 : 2022. 7. 10.(일) 까지

• 접 수 처 : https://www.ogdcn.com/contest/64.html
• 주

제 : 디자인의�시작·산업과�교육의�융합

• 주

관 : 방직의류산업�인터넷연구원, 중국해양대학�출판사�등

• 주

최 : 중국공신부국제경제기술합작센터

• 주요내용

- 국내외�관련�학부�교수�및�학생, 디자인기업�등을�대상으로�예비�디자이너와�정상급�디자이너의�작품
등의�공동참여로�최종�수상작은�상품화를�통해�시장진출

- 패션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예술, 디지털미디어�등�자유주제�유형과�중국의�우편을�주제로�한
디자인, 행사�트로피, 포스터�디자인�등�기업을�주제로�한�유형

• 문 의 처 : dfcyzx@126.com , +86)133 9121 9369

출처 : 엑스포/주최측사이트 http://www.expocme.com/col.jsp?id=106

디자인공모전�사이트 http://www.shejijingsai.com/2022/01/769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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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청두(成都) 국제산업박람회(CDIIF)
• 행사기간 : 2022. 4. 27.(수) ~ 4. 29.(금), 3일간
• 행사장소 : 중국�서부국제박람회장
• 주

최 : 청두시�인민정부, 스촨성(四川省) 경제�및�정보화청

• 주

제 : 에너지산업의�새로운�발전�도모

• 주

관 : 독일�하노버�전시회, 둥하오란�그룹, 스촨�텐부국제컨벤션센터, 스촨�펑찬미디어

• 주요내용

- 전시면적 8만여�평, 관람객 6만여�명�규모의�전문�전시회로써�중국�스마트�제조에�초점을�맞추어�자동화,
로봇기술, 차세대�정보기술, 금속가공, 에너지�절약과�신소재�등의�최신�기술과�솔루션을�보유하고�있는
국내외 900여개�기업�참가

• 문 의 처 : 836586454@qq.com, 왕팀장 +86)21 5667 6115

출처 : 주최측�사이트 https://www.cdii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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