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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제/산업�현황

1. 中，2022년 1분기�국내총생산(GDP) 잠정�결과
구 분

절대치(억원,위안)

전년동기대비�증감(%)

GDP

270,178

4.8

제2산업

106,187

5.8

제1산업
제3산업

10,954

153,037

6.0
4.0

농ㆍ림ㆍ목ㆍ어ㆍ업

11,570

6.1

제조업

78,098

6.1

공업

건축업

도ㆍ소매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
숙박,요식업

93,551
13,029
25,920
10,430

6.4
1.4
3.9
2.1

3,861

-0.3

18,930

-2.0

금융업

24,724

정보조달ㆍ기술서비스,소프트웨어

12,127

10.8

47,479

4.9

부동산업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기타업종

8,557

5.1

5.1

• 주석

① 절대치는�현재가격으로�환산하고�성장속도는�변동가격으로�계산함

② 3차�산업분류는�국가통계국이 2018년�개정한 “3차�산업�구분�규정”에�의함
③ 업종�분류는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7)”를�준용

④ 본 GDP 총량�데이터�중�일부는�각�산업(업종) 총계와�같지�않을�수�있는데�이는�수치�수정의�오차로�인함

출처 : 펑파이�뉴스

https://m.thepaper.cn/baijiahao_1768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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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세관�본부(관세청)의�수출입�실적ㆍ전망

• 전반적으로 1분기�중국의�대외무역은�좋은�실적을�보였으며, 금년 GDP 성장률의�목표치�달성을�위해�좋은�기반을
마련했다고�평가

• 1분기�중국�화물무역�수출입총액은 8조 4700억위안으로�작년�대비 29.2% 증가, 그�중�수출은 4조 6100억위안으로
38.7% 늘었고, 수입은 3조 8600억위안으로 19.3% 늘었으며�무역흑자는 7592.9억위안으로 690.6% 확대됨

• 1분기�중국과 14개 RCEP회원국�간의�수출입액은�전년�대비 6.9%(위안화�기준) 증가하였으며,
중국�전체�대외무역의�약 30.4% 비중을�차지함

• 중국의�분기별�대외무역�실적은 2020년 3분기부터 7분기�연속�전년대비�플러스�성장을�보였고, 3월에�수입이�감소된
주요�원인으로�코로나�확산에�따른�물류차질�등이�있으며 4월에도�수입�감소가�이어질�수�있으나�코로나�확산세가
완화되면�다시�반등할�것으로�전망

3. 국가통계국, 1분기�중국�부동산�개발�투자�현황�발표

• 4월 18일, 중국의�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따르면 2022년 1분기�주택�투자는�약 2조위안(한화�약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상업주택�매매�면적은 3.1억㎡로�전년대비 13.8% 감소했고�상업주택�판매액은
약 2.97조위안(한화�약 575조원)으로 22.7% 감소했다.

• 이어�국가통계국은 ‘주택은�거주하는�것이지�투기하는�것이�아니다’라는�입장으로 토지�가격, 주택�가격�및�시장

기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부동산�부문의�긍정적인�순환과�건전한�개발을�촉진하기�위해�지역별�조치를�취할
것이라고�밝혔다.

출처 : 포스터뉴스
앙광망

SINA재경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903573463492621&wfr=spider&for=pc
https://www.163.com/dy/article/H57RQDSS0514R9NP.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43973601201441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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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디자인분야�동향

1. 화웨이(华为) 접이식 AR안경�특허�출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약칭 AR) 기술의�발전에�따라 AR제품은�실용성이�뛰어나고�경제적으로�적용되는

가상현실�디바이스로�사람들의�생활에�점점�광범위하게�등장하고�있다. AR 디바이스는�보통�머리에�착용할�수�있는
헤드업�디바이스이다. 예를�들어 AR 스마트�안경은�안경+카메라+마이크로프로세서+마이크로프로젝터의�결합체로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실시간� 영상에� 가상� 데이터를� 더하여� 마이크로프로젝터를� 통해� 사람의� 눈� 앞에서� 화면을
보여줌으로써�다양한�응용�기능을�구현할�수�있다.

4월 19일�화웨이의 ‘AR 안경’ 특허가�승인됐다. 본�제품은�광기계�모듈과�프레임이�결합된�광기계�모듈이�독립적으로
설치되어�있는�템플릿의�일부로써�탈부착이�용이하고�유지비용이�절감된다. 뿐만�아니라�안경�부피를�줄여�접힘
기능을�구현할�수�있기�때문에�재료�사용량을�줄일�수�있어�전체�기기의�부피와�무게를�줄일�수�있다.

출처 : 쇼우모우칸쫜리
서우후/IT즈쟈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628654810639853&wfr=spider&for=pc
https://www.sohu.com/a/539265833_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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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Beijing International Design Week) 개최지 6월에�오픈
- 장쟈완에�중국디자인박물관�건설
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조직위원회는�베이징�부도심에�위치한�장쟈완(张家湾) 디자인타운�내�베이징�국제디자인

위크�상설�개최장소�건설�진행현황에�대해�언급했다. 현재�외관은�완공되었고, 내부�인테리어�단계에�들어갔으며�오는

6월에�사용될�계획이라고�했다. 상설�개최지가�조성되면�회의장, 전시�등�서비스를�바탕으로�점차�발전�시켜�중국
디자인�박물관으로�거듭날�예정이다.

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개최지�프로젝트는�연건평 1.7만㎡이고�지상 3층, 지하 1층�규모로�기존�베이퍼(北钢) 경공업

공장의� 오래된� 공장건물을� 개축한� 것이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샹우후(相虎)는 ‘현재� 실내� 인테리어와� 야외� 정원
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 1기�프로젝트는�오는 6월말�완공�예정으로�사용�조건을�갖추고�있다’라고�전했다.

내부�장식에는�공공�홀�안에�채광�천정을�설치했고�바깥쪽은�다양한�형태의�벽돌을�쌓았다. 상반부는�수작업�도자

벽돌로�건물�외면의�붉은�벽돌과�조화롭고�하반부는�투명한�유리벽돌을�사용하며�햇빛이�벽돌담을�통과하여�로비를
비추도록�하였다. 마치�붉은�벽돌이�공중에�떠�있는�것처럼�자유롭고�날렵한�디자인을�보여준다. 채광�천정�내부에
식물을�심고�기존�베이퍼(北钢) 경공업�공장�내의�오래된�나무�한�그루를�이�곳에�옮겨�현대�정원�예술의�상징적인
경관을�조성할�예정이다.

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개최지�프로젝트는�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회의와�전시�공간�외에�향후�중국디자인박물관
으로�거듭날�예정이다.

중국디자인박물관은�다양한�문화,예술업계를�포함하여�디자이너를�위한�전문적인�부대�시설과�젊은�층의�패션과

문화활동�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다. 중국디자인박물관은�샘플�센터를�건설하여�디자이너들이�디자인안을�빠르게

수정·보완하도록�할�예정이다. 현실적인�문제로�디자이너가�디자인을�완성한�후�가까운�곳에서�샘플�제작업체를

찾기�어렵기�때문에�디자인의�수정·보완�작업에�어려움을�겪었다. 샘플�센터가�건립되면�디자인�시안의�수정·보완의
효율을�높여�디자이너의�작품에�대한�표현을�더욱�편리하게�할�수�있을�것이다.
출처 : 인민망

http://bj.people.com.cn/n2/2022/0112/c82840-35091923.html

5

중국�디자인계동향

2022 Vol.3

3. Figma제재�이후, 국산�디자인�소프트웨어�새로운�계기�마련
최근�디자인�소프트웨어에�대한�한�뉴스가�과학�기술�및�디자인�업계에�큰�충격을�주었다. 유명 UI 디자인�툴�기업인
Figma가�중국�과학기술�중견기업인�다쨩(大疆)의�기업�계정을�일시�중단했다는�것이다.

Figma는�미국에서�온라인을�통해�협업하도록�디자인된 UI 툴로서, 웹에서�여러�사람이�실시간으로�협업할�수�있도록
지원한다.

Figma가�다쨩(大疆)에�보낸�메일에�따르면, 다쨩(大疆)이�미국의�제재�명단에�올라가�있기�때문에�더�이상�서비스를
제공할�수�없다고�전했다. 미국이�디자인�소프트웨어의�사용을�제제를�함에�따라�중국의�소프트웨어�회사들이�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른� 업계의� 소프트웨어도� 잇따라� 차단되지� 않을까? 이러한� 위협에�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국�시장에�특화된�디자인�소프트웨어를�만들어야�한다.
해외�디자인�시장에�비해�현재�중국�디자인�시장은�전체적으로�과잉이다. 2021년�통계에�따르면�중국의�소규모�기업
수는�약 8천만�개이고�디자이너는�약 1.9천만�명으로�소규모�기업�당�평균 0.2명의�디자이너가�근무한다.

UI디자인, 마케팅, 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서� 인터넷의� 발달과� 새로운� 소비패턴의� 등장으로 블루� 레이크(蓝湖),

고우띵(稿定)와�같은�온라인�디자인�플랫폼이�탄생했다. 그러나�그보다�침체된�시장인�식음료품�업계는�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농가도� 많다. 그들은� 브랜드� 이미지, 포장과� 제품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디자인� 자원을� 접하지
못하고�사용할�수�없기�때문에�중국의�실정에�맞는�전문적이고�효율적인�통합�디자인�서비스의�도입이�시급하다.

출처 : 수모지능설계

https://mp.weixin.qq.com/s/fBfbvHQ97Bt0CU4xli8xvA

6

중국�디자인계동향

2022 Vol.3

커브길에서�추월의�기회를�잡아라!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PS/AI/Sketch 등� 전문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부터 Figma/Canva와

같이� 템플릿형� 온라인� 협업� 플랫폼, 그리고� 중국에서는 Figma를� 벤치마킹한� 블루� 레이크(蓝湖)까지 3파전을
이루었다. Pixso, real-time design, Canva의�고우띵(稿定), 스티커(创客贴) 등도�이에�해당한다.

여기에�인공지능�기술로�구동되는�스마트�디자인까지 2년�동안�알리바바�스마트�디자인�플랫폼�루반(鹿班)은 1초에

8천회의�디자인을�할�수�있으며�누적 10억�건이�넘는�포스터�디자인을�완성했다. 구글 AutoDraw는�손으로�그림을
그린�듯�최적화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이번 Figma의 ‘제재’는�비록�단기적으로�다쨩(大疆)과�관련�기업에�어려움을�주었지만�중국의�디자인�소프트웨어의
상업적�가치와�시장�수요를�오히려�자극하여�중국�디자인�소프트웨어�성장의�가속화를�촉진하였다.

중국의�입장에서�오히려�중국�디자인�소프트웨어�업계에�더욱�큰�기회를�가져다주었다고�판단한다. 이러한�상황은
기술�발전, 산업의�디지털화와�시장의�기회이다.

보편적인�디자인으로�모든�국민을�상대하고 AI기술로�아름답고, 정확하며�빠르게�실용적인�디자인을�실현함으로써
머지�않아�모든�사람들이�디자인의�아름다움을�누릴�수�있는�시대가�다가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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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사/공모전

1. 제7회�중국�디자인�지능제조�대상(Design Intelligence Award)
• 접수기간 : 2022. 4. 9.(토) ~ 7. 8.(금)
• 접 수 처 : www.di-award.org
• 주

최 : 저장성(浙江省) 인민정부

• 주

제 : 디자인�시너지

• 주

관 : 중국미술학원

• 주요내용

- 중국�산업디자인�분야에서�가장�국제화된�공모전으로�총�상금 500만위안�배정

- 전�세계�디자인�회사, 재직�디자이너, 프리랜서�디자이너, 청년�디자이너를�대상으로�우수한�디자인�작품�모집

2. 2022 브릭스(BRICS) 新산업혁명�전시회
• 행사기간 : 2022. 9. 8.(목) ~ 9. 11.(일)

• 행사장소 : 푸젠성(福建省) 샤먼(厦门) 국제회의전시센터
• 주
• 주

최 : 샤먼시�인민정부, 공신부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등

관 : 샤먼시�공신국, 중국�국제무역촉진회�전자정보분회�등

• 주요내용

- 브릭스�신산업혁명�협력파트너�포럼�및�성과�전시, 공업창신대전, 공업�영역�기술협력�및�최신�제품�교류�등

• 비고사항

- 2022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통합�개최

출처 : 1. 동방망

https://caijing.chinadaily.com.cn/a/202204/11/WS6253d516a3101c3ee7acfd96.html

2. 공신부국제경제기술합작센터�요청함, 샤먼전시

http://www.0554xx.cn/anhui/baitui/nhqt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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