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정치/경제 현황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주요공휴일   

 

新年(1월1일),춘절(음력1월1일-3일), 노동절 (5월1일-7일),국경절(10월1

일-7일)

   

정치적 개황

-勞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

정부형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 으로 나누어지는데 黨은 "중

국 공산당"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음

지도자 胡錦濤 (國家主席,공산당 총서기),溫家寶 (總理)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입법기구로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 자치구, 인민해방군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

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北京에서 전체회의 개최)

정당

- 공산당외에 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동맹,민주건국회,민주촉진회, 농공

민주당,致公黨,九三學社 등 수 개의 정당이 병존하나 실제 유명무실

- 정부성향 : 인민 민주주의 국가

경제개황

GDP - 3조 8,600억 달러 (세계 GDP의 6.0%), 세계 2위(10년) 

        1인당GDP :2,440 달러(02년 1,000달러 달성)

   : 2007년 중국의 GDP는 32조 8,005억 위안(약 4조 2,051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

인구 : 13억 2,129 만명 (세계 인구의 20.0%), 세계 1위



명목GDP : 3조 8,600억 달러 (세계 GDP의 6.0%), 세계 2위

수출 : 12,180억 달러 (세계 수출의 8.8%) 

수입 : 9,558억 달러 (세계 수입의 6.7%)

외환보유고 (11년) : 3조 달러돌파 예상 (세계 1위)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2년 6,21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1,745억 달

러로 5년간 연평균   28.5% 씩 증가 

수출 : (02년) 3,257억 달러 → (07년) 12,182억 달러(연평균 30% 증가) 

수입 : (02년) 2,953억 달러 → (07년) 9,563억 달러 (연평균 27% 증가) 

주요교역대상국   : 미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 독일, 싱가폴 순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 미국, 홍콩, 독일, 싱가포르, 러시아, 영

국,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호주,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입중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의 수입액은 2005년 552억 달

러로 중국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734억 달러

로 확대

주요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 중국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은 홍콩.

    - 미국은 계약건수의 9.1%, 실행액의 8.1% 차지. EU 15개국은 계약

건수의 3.7%, 실행액의 7.6% 차지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9.8%의 연평균 실

질경제성장률 유지 

-  GDP : (78년) 3,624억 위안(2,152억 달러) 

→ (08년) 24조 662억 위안 6,619(3조 8,600억 달러) 

-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소득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02년 1



인당 GDP가 1,000  달러, 2006년 2,000 달러 초과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산업별 생산 구조를 보면, 1차산업 비중은 1978년 27.9%에서 2006년에

는 11.8%로 낮아진 반면, 3차산업 비중은 24.2%에서 39.5%로 높아짐. 

2. 중국의 경제정책

2-1. 2010년 장기 발전전략(1996∼2010)

- 5대 경제특구와 상해 푸동(浦東)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 

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의 단계적 개방확대

-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 그룹

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배양

- 농업개발에의 외자도입 및 황무지 개간을 적극 추진

- 2010년에는 2000년 GNP보다 2배 증가를 목표 설정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

  - 대외무역의 안정 성장

  - 산업구조의 조정

  - 서부대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