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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제1 권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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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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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화된 글로벌 금
융위기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낮은 중국은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심
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책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여 2008년 말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2009년의 정책목표였던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거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미국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두 자릿수 실업률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
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의 석유자원과 천
연자원 확보에 힘 쏟고 있고, 자동차산업 등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선진 기술력을 흡수하고 브랜드 파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았
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현시점에서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금
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중국을 유일한 승자로 보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중국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종전과 다른 성장동력을 추구하

면서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소위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국은 세
계의 소비시장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중국 자체의 내
수시장을 진작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내부에서 모색하는, 경제성장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중국정부
의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무려 40%가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을 제치고 연간 1,300만대 규모의 세계 최대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시장
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에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
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2009년 3/4분기까지 중국시
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뿐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자원수출국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4조 위안 규모에
이르는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이제까지의 노력은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시장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시장이 결코 아닙니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연구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ㆍ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
별로 중국 부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을 거
의 총동원하였고, 본원에서는 중국팀의 이장규, 이승신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습니
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중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중국팀의 박월라 연
구위원, 동덕여대의 서봉교 교수, 무역연구원의 정환우 박사 및 익명의 평가자들에
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유
관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는 중국 부
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였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는 없었습
니다. 따라서 이번에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추가연구
가 진행되어 향후 본 보고서의 연구성과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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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치ㆍ
외교분야의 국가전략을 분석하였으며 제2권, 제3권은 경제분야의 국가전략을 분석
하였다.
제2권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30년
성과를 검토하고 성장 전망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ㆍ개방 이래 우
여곡절을 겪으면서도 30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으면서 글로벌 경제대국이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부상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 지도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개방 및 성장우선주의가 세
계경제의 호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양극화, 자산가격 급등 등
성장우선주의의 부작용도 가시화되어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미래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중국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는 정부통제력의 강약과 성
장/분배 지향 여부에 따라 ‘불안 속 고성장’, ‘내실 있는 저성장’, ‘혼란과 침체’,
‘경쟁과 갈등’의 4개를 상정할 수 있다. 가능성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내실 있는
저성장’, ‘불안 속 고성장’, ‘혼란과 침체’, ‘경쟁과 갈등’ 순이다. 확실한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는 현재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사업 전략을 중기와 장기로 구분
하여 검토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분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제대국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제8장은 금융부문의 최근 변화를 주로 분석하였다. 최근 금융감독 메커니즘 정
비, 겸업경영 확대, 해외 은행과의 협력 강화, 증시상장 증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본규모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미국 금융위기 전후 중국 금융사
의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미 달러 약세, 위안화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
고 있다. 중국정부는 달러화 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홍콩ㆍ마카오-광동성ㆍ장강삼각주 간 위안화 무역결제, 홍콩에서 위
안화 국채발행 등 위안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도국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금융부문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위안화 외환
보유고 확대, 한ㆍ중간 무역결제 시 양국 통화 결제검토,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과
협력, 중국투자유한공사와의 협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은행업의 경우 한국계 은행의 중국 도시(농촌) 상업은행 지분매입, 중간업무 확대
등이 필요하며, 증권업의 경우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나 전략적 기관투자가 등 시장
접근 확대와 한중 증권사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보험업의 경우 투자지역 다원
화, 은행 등 타 금융사와 동반진출이 필요하다.
제9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 내수시장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다. 중국은
11ㆍ5 규획을 통해 내수 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후 내수 진작을 위
한 각종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GDP 성장 대비 민간소비지출의 성
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민간 소비지출의 부진은 실질 임금의 감
소, 빈부 격차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 이용 실패, 사회보장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확대, 높은 주택가격, 높은 교육비 등 현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
급, 사회보장제도 개혁, 감세 조치 등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 시장이
며, 도농간, 지역간 격차확대에 따른 소비시장의 분화, 엥겔지수 하락과 소비구조
의 고도화, 적은 수입재 비중, 신세대 소비계층의 형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중국을 단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형태가 위주라
는 문제점이 있지만, 역으로 그만큼 진출확대의 여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
하고 합리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한다면, 중국 내수시장을 통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동부 연안
도시지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 상품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특수도 노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
서부 내륙의 소비시장을 겨냥할 수 있으며, 현지화, 브랜드 구축에 노력하는 동시
에 소비시장 고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0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중국은 빠른 속
도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기술추격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산업별 혁신
시스템(SSI)의 시각에서 반도체, 철강 등 6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혁신
및 추격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와 평판디스플
레이, 휴대폰산업은 혁신이 빈번하고 기술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속
한 마케팅을 통해 기술 전유성을 담보받는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지속적으로 빠른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혁신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한, 기술유출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만이 중국 전자산업의 빠른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그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하고, 향후 중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철강, 자동차, 조선 산업은 기술유출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기업들이 꾸준하게 혁신역량을
축적해오고 있으며, 또한 이들 산업은 기술경로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어 기술유출
이 발생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 번 기술추격을 허용해서 시장을 내어줄 경
우, 이를 다시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초과학분야의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지원, 인력수급체제 개선 등 노력
을 통해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내 기술의 중국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정
책이 필요하다.
제11장은 온라인 게임, 응용SW산업, IT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의 4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혁신시스템(SSI)의 시각에서 중국의 기술혁신 및 추격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이 서비스산업에서 한국
등 선도국가를 성공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온라인게임이다. 이 분
야에서 중국 정부는 심의ㆍ허가권을 강화하여 외산게임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
으며, 중국 기업은 초기 퍼블리싱 모델로 출발하여 자체 게임을 출시하고 해외시장
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기존 혁신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FTA 협상시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 등 협상력을 높여야 하며, 중국의
역공에 대비한 ‘신속-효율적 다작개발체제’를 갖춰, 콘텐츠 개발생산성을 높이고
게임 장르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응용SW, IT서비스, 임베디드SW산업은 미국, 인도 등 선도국가의 시장우위가
매우 확고한 분야이며, 현재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ㆍ중 양국은 모두 글로벌
선도기업과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응용SW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주로 ERP
와 보안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 중국기업은 중국의
분절된 시장구조와 특수한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점차 M&A 및 공
동개발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흡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IT서비스와 임베디드SW는 높은 기능신뢰성으로 인해 고급인력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높고, 국제표준이 현지특수성보다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산업간 융
ㆍ복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기회가 창출되는데, 최근 중국이 자동차, 조선, 휴대
폰 등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성장을 달성하면서 향후 이와 연계한 동반성장
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동시에 그간 제조업
에서 이룩한 혁신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산
업생태계 선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12장은 중국 유통업의 발전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유
통구조는 도소매 위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 유
통시장은 고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유통분야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
렴한 가격과 편리성의 장점을 갖춘 인터넷 쇼핑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포화상태에 이른 대도시 유통시장에 한계를 느낀 유통업체
들은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2, 3선 중소도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최근 유통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비준 권한을 성급 주
관 부처로 이관함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2, 3선 도시 진출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출업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롯데마트가 2008년 네덜란드계 대형 할인점 마크
로 인수하였고 2009년에는 현지 대형 마트 ‘타임스’를 인수하여, 중국내 매장 수를
75개로 확대, 본격적인 시장공략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유통시장 역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시장이며, 또한 중국은 지역별로 다른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중
국시장 진출에 앞서 주요 도시들의 소비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등 지역별 진출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지 오래되고 상당한 브랜드 인지
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업체와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현지 유통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밖에도 신흥 소비층으로 부상한 해외유학파(海歸派) 및 ‘80후’ 세대를 타겟으로
포지셔닝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류를 이용한 차별화된 마케팅도 필요하다.
제13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를 분석하고 한ㆍ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가
부여하는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최
근 들어 중국은 저부가가치ㆍ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ㆍ환경
문제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중국 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세계적 과
학기술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학술지라 할 수 있는 SCI 학술지 DB를 분석한 결과, 중
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주변부에서 역량을 키워 점진적으로 핵심부로 진입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의 기초과학 역량은 SCI 논문 총
편수 비교를 바탕으로 흔히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
당히 뒤떨어져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산업적 응용으로의 전화(轉化)가 보
다 쉽게 일어나는 매개과학 및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진대열에 진
입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국은 기초과학이 강하고 응용기술은 약하다’는 일반적인 인
식과 ‘중국의 과학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윈윈(Win-Win)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일정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는 대학보다는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이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 밝혀졌는데, 이는 한국의 학계와 산업계가 중국과학원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과학기술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중국-미국의 연계가 상당함

을 알 수 있고 그밖에도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아시아 국가/지역들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중국인 과학자와의 연계를 통한 한ㆍ
중 과학기술 협력의 가능성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 호주, 심지어 대만이 서구와
중국을 잇는 인터페이스(interface) 기능에 있어 한국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우선 현실적인 사회ㆍ경제적 수요
가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장기에 걸쳐 육성하고자 하
는 과학기술 영역의 포괄범주는 매우 넓다. 따라서 중국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틈
새(niche)를 찾기보다는 중국에서 수요가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논쟁을 중국보다 앞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
할 선진화된 교육과 공론의 장도 조성될 필요가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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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래 연평균 9.8%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였
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의 소비진작정책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의 시장’으로 급속도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특히, 2001년 WTO 가입으
로 글로벌 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된 이후 연평균 10.3%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물
가상승률이 2%에도 미치지 않는 ‘高성장-低물가’ 시대를 구가하였다.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보유
고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1) 2007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수출 및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 패턴도 2007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2)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직면했음에도 중국
의 소비증가율은 2008년 21.6%, 2009년 1~9월 15.1%에 달하면서 중국은 명실상
부한 글로벌 중심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로의 도약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 지도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세와 맞물렸기 때문
이다. 반면, 자산가격 급등, 환경오염 및 도농간 소득격차 등 각종 부작용이 가시화
되었고, 저임금 가격경쟁력도 중국산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담론이나 논리는 과거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졌다. 역대 공산당 전국대
표대회에서의 주요 경제관련 이슈였던 ‘계획경제-시장경제’ 간의 노선 갈등, 국유

1)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9년 9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2,276억 달러로 일본(1
조 526억 달러)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2) 크레디트 스위스(Credit-Suisse)는 “소득 확대에 힘입어 2007년도 중국의 소비수준은 2000년 이
래 처음으로 투자를 앞질러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소비의 시
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29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기업 개혁, 개방 확대 여부 등은 더 이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한 이후 급속한 성장과 경제의 글로벌화를 달성하면서 과거에 중요했던 이
슈들이 이제는 논의조차 불필요한 과거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어
떻게 하면 ‘고성장 지속’과 ‘경제의 질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
여 글로벌 경제대국이자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느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1980~90년대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 지도부가 주로 ‘고성장 지속’
에 집중했다면 현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경제의 질적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현 지도부가 환경파괴, 자원낭비, 소득격차, 산업의 저부가가치화 등의 부작
용을 초래한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전환하자는 의미를
가지는 ‘과학적발전관(科學的發展觀)’을 공산당의 ｢당헌(黨憲)｣으로 채택한 데에서
도 잘 알 수 있다.3) 중국경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비교적 정확히 제시하는 정책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의 개혁ㆍ개방과 산업정책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의 해결
이 향후 중국경제 발전의 주요목표인 ‘兩個根本轉變: 계획경제관리체제에서 시장경
제체제로의 전환과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
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산업고도화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
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 개혁, 기초 공업 발전,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
산업기술의 향상, 산업배치의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유
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혁ㆍ개방 이후 고도 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오는 2020년을 선진 산업국가
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3) ‘과학적발전관’은 ‘사스(SARS)’가 창궐했던 2003년 4월 15일 광둥성(廣東省)을 시찰한 후진타오가
직접 제기한 정책이념이다(｢科學的發展觀: 中央新一代領導集體的執政理念｣, 中國經濟網, 200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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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5년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
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과연 2020년까지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2강으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낙관론의 빈도가 커지고 있으나 비관론도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먼저 낙관론은 중국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중국
경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최근 30년에 걸쳐 고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향후
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내수시장의 비교우위, 후발주자 우위, 화교자본,
금융시스템 정비, 중국 특유의 이원화 구조, 공직자의 적극적 사고, 정치적 안정,
수많은 부도시의 존재 등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
이 비슷한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 경쟁적 시장 환경, 산학연계와 연구개
발투자 등 관련제도의 정비가 진전되어 있으며, 중국의 지속적 성장 실현에 요구되
는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공산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비관론은 2012년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된다는 시각이다. 비관론은 중국
의 체제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유기업ㆍ국유상업은행ㆍ정부 간의 불투명한
권리ㆍ의무관계, 상호의존체질이라는 ‘계획경제의 잔재’가 충분히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13억 소비시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개혁을 실시해도 사회주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도 잘되지 않거나 이익을 보기
어려우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 지속, 경제의 질적인 고도화, 글로벌
경제중심으로 부상 등을 어렵게 하여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다는 시각이다. 조 스터
드웰은 저서 The China Dream(2003)에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 드림’
을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였다. “중국은 트로이 목마처럼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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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고 매력적이어서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지만 파멸을 자초하는 꿈”이라는 것
이다. 다쿠쇼쿠대학 일본문화연구소 高文雄 교수는 ｢그래도 중국은 붕괴한다｣
(2004)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중화사상에 있고, 고대 관료제의 부활과 강화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며, 중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중국이 가지게 될 ‘최후의 거대 시장’
은 ‘최후의 묘지’일 뿐”이라고 폄하하였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중국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중국경제의 미래 향방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
요가 없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고도성장과 함께 각종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중국경제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단계는
중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이자 각종 경제사회의 모순이 현저히 표출되는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종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
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의 경제력은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중국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
화 속에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성장 전망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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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1) 경제총량의 확대: G10에서 G3로
중국은 개혁ㆍ개방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1978년 이후 30여년간 ‘중국의 기
적’으로 불릴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한 결과 GDP 규모가 1978년 세계 10
위에서 2008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고속성장
으로 인하여 중국은 개혁ㆍ개방 초기에 수립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戰略)4)을 조
기에 달성하여 1990년 1단계 발전목표인 1980년 대비 2배의 경제규모 달성목표를
3년 앞당겨 1987년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2번째 발전목표인 1990년 대비 2배의
경제규모 목표 역시 계획연도인 2000년보다 5년 앞서 달성함으로써 중국건국 100
주년이 되는 21세기 중반 중등 선진국으로의 도약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
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성장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5) 첫째, 1978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4대 경제특구 지정과 외자도입
등 개혁ㆍ개방 정책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시기였다. 둘째, 1980년대 중
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시장경제제도를 가미한 상품
경제론이 정착된 시기로서, 계획경제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었고 시장에서 상품가
격이 결정되는 영역은 계속 확대되었다.6)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국유기업의
4) 덩샤오핑이 1979년 제기한 현대화 발전전략으로 1步는 1990년 GDP를 1980년의 두 배로 확대
하는 것이고, 2步는 2000년 GDP를 1990년의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며, 3步는 정부수립 100주
년이 되는 2050년에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5) 김승채(2009), pp. 21-27.
6) 1978년 중국에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2006년에는 농산품의
97.1%, 공업 생산재의 92.1%, 소비재의 95.3%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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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이윤 유보제의 도입으로 사영기업의 활동 공간도 더욱 넓어졌다. 또
한 4대 경제특구에 이어 14개 연해 도시가 개방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로 경기과열에 대한 우
려가 확산되면서 고속 성장의 부작용과 시장경제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가 취해졌다. 1989년과 1990년 경제정책의 초점이 ‘거시경제 환경의 정비와 경제
질서의 정돈(治理整頓)’에 맞추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재정정
책이 실시되었고 가격자유화 확대 정책은 유보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GDP
증가율은 4%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 WTO 가입 전까지로 1992년 덩샤
오핑의 남순강화(南巡讲话)를 계기로 개혁ㆍ개방 정책이 재점화되었다. 장쩌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배급제 폐지, 사영기업의 성장 촉진, 대
외개방 확대와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 번째 시기는 2002년 WTO 가입 이후부터 2007년까지로 중국 경제가 전
면적으로 개방되면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였다. 후진타오는
균형발전과 과학적발전관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주창하면서 과거 경제성장 제
일주의 발전 패턴에서 벗어나 환경과 복지,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균형발전 전략이나 과학적발전관도 기
본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7) 아직은 시기상
조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중국경제에도
미증유의 수출부진이 찾아오면서 내수 위주의 성장이 본격화된 2009년은 새로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타났음. 양평섭ᆞ나수엽(2009), pp. 4-5.
7) 정상은(2007b), p. 6.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301

그림 7-1. 시기별 중국경제 특징과 추이

주: 2009년 통계는 전망치.
자료: 統計摘要(2009).

이에 따라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8%에서 2008년
7.2%로 30년간 5.4%p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PPP(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보
면 중국경제는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선 8.1조 달러로 추산되어 미국(14.4조 달러)에 이
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사실상 평가되고 있어, G3를 넘어 G2로의 부상을 앞두
고 있다.
그림 7-2.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추이
<중국GDP/세계GDP>

<중국무역/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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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외환보유고의 경우 1978년 1.67
억 달러에서 1990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6년에는 1,000억 달러,
2006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9월 현재 2조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수출입의 경우 1978년 206억 달러에서
2008년 2조 5,616억 달러로 124.4배 확대되어 무역규모 세계 29위에서 3위로 올
라섰다. 수출의 경우에는 2009년에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
인다.
1)

표 7-1.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2009년 9월말 현재)
(단위: 억 달러)

순위
1
2
3
4
5

국 가
중
국
일
본
러 시 아
대
만
인
도

외환보유액
22,726
10,526
4,134
3,322
2,803

순위
6
7
8
9
10

국 가
한
홍
브 라
싱 가 포
독

국
콩
질
르
일2)

외환보유액
2,542
2,269
2,216
1,820
1,646

주: 1) 잔액 기준.
2) 2009년 8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9. 11. 2), ｢2009. 9월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

한편 개혁ㆍ개방 이후 30년간 경제구조도 농업 위주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었다. 2008년의 1, 2,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11.3 대 48.6 대 40.1
로 1978년 대비 1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도농간 인구구성비에도 영향을 미
쳐 1978년 도농간 인구구성비(17.9 대 82.1)는 1994년 28.6 대 71.4, 2008년 45.7
대 54.3으로 개선되었다. 공업화가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유
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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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산업별 구성비 추이

그림 7-4. 도농간 인구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2)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가) 무역의존도 제고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개혁ㆍ개방 이후 연평균 17.4%의 무역증가율을 기록한 중국은 1978년 무역규
모 207억 달러로 세계 29위에서 2008년에는 무역규모 2조 5,616억 달러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ㆍ개방 이후 높은 무역증가율
을 기록한 중국경제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수출생산력을 확대시켜 중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
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무역구조는 수출주도의 높은 경제성
장을 이룩한 동아시아국가의 초기 경제발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및 중간재
를 수입, 제품을 조립ㆍ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져, 수출증
가가 다시 수입증가로 이어지는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
역의존도는 1978년 10%에서 2008년에는 67%로 7배 가까이 높아져 BRICs 국가
인 브라질(24%), 인도(40%), 러시아(4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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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무역방식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국가통계국.

개혁ㆍ개방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꾸준히 증가하여 UNCTAD 통계기준
2007년말 현재 투자잔액(Stock)은 3,270.8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투자실행액 기준 누계(Flow-sum)는 7,897억 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8) 한편, 중국 상무부 통계기준 2008년말 현재 FDI 실
행 누계액은 8,83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1979년(800만 달러) 이후 49.2%에
달해 30년간 중국이 외자유치의 블랙홀로 급성장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경제 성장
에 크게 기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전체 제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7년말 현재 30.9%,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현재
55.1%(1조 4,105억 달러)인 것에서 알 수 있다.

8) 국별 FDI실행액 누계통계(Flow-sum)는 1970~2007년까지 자료의 합으로 계산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http://stats.unctad.org/FDI/TableViewer/downloa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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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국가별 FDI 유치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세계

투자잔액

투자실행액(실행기준 누계)

15,210,560

1,833,324(13,516,801)

1

미국

2,093,049

232,865(2,571,305)

2
3

영국
홍콩

1,347,688
1,184,471

223,966(1,279,474)
59,899(395,943)

4

프랑스

1,026,081

157,970(821,195)

5
6

벨기에
네덜란드

748,110
673,430

40,628(232,600)
99,438(510,010)

7

독일

629,711

50,925(573,072)

8
9

스페인
캐나다

537,455
520,737

53,385(420,887)
108,655(497,290)

10

이탈리아

364,839

40,199(243,073)

11
12

브라질
중국

328,455
327,087

34,585(297,718)
83,521(789,725)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3)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UNCTAD 기준 2007년말 현재 해외투자 누계액은
총 957.9억 달러를 기록하여 28위(662억 달러)9)를 기록한 한국을 이미 앞서 세계
26위의 해외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 상무부 기준 해외투자 누계액은 2007년
말 현재 1,179.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홍콩이 전체투자액의 58.3%
인 687.8억 달러로 1위, 케이맨제도와 버진제도가 각각 2, 3위를 기록, 1~3위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78.2%(922.2억 달러)에 달하며10) 미국, 호주, 싱가포르,

9) 2007년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기준 한국의 해외투자(실행액 기준) 누계액은 946.1억 달러,
2008년말 현재 누계액은 1,163.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10)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홍콩을 포함한 조세회피지역을 우회한 중국내 재투자, 즉 자본 세탁을 통
해 외자로 신분을 바꿔 본국으로 투자하여 중국정부의 인허가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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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한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7-3. 국별 FDI Outward(Flow&Stock) 현황(2007년)
(단위: 백만 달러)

Stock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러시아
덴마크
타이완
버진제도
싱가포르
아일랜드
노르웨이
브라질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중국
포르투갈
한국

Stock
15,602,339.2
2,791,269.0
1,705,095.2
1,399,036.0
1,235,988.6
1,026,587.0
851,273.8
636,830.1
612,641.0
603,622.0
542,614.0
520,736.8
520,083.8
308,563.0
277,916.7
255,210.6
166,213.1
158,361.0
154,862.4
149,525.7
144,069.9
133,273.6
129,840.0
126,747.7
113,046.0
96,281.7
95,798.8
69,237.2
66,220.0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Flow
1,996,513.8
313,787.0
26,5791.2
224,650.2
167,430.7
53,187.3
31,161.8
119,605.2
49,667.0
50,967.7
73,549.0
53,818.1
90,780.9
37,707.3
37,707.3
45,651.6
16,992.1
11,107.0
22,591.4
12,300.0
20,773.6
11,167.6
7,066.6
31,436.9
8,622.9
51,649.1
22,468.8
6,217.0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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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지분투자가 주류인 상무서비스(26%)가 가장 많고, 이어 도소매
(17%), 금융업(14%), 채광업(13%), 교통운수(10%), 제조업(8%) 등의 순으로 집
계되고 있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의 가격경쟁력이 큰 제조업보다는 지분투
자 등을 통한 해외자산 매입과 도소매, 금융업 및 자원확보 목적의 채광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국의 국부펀
드(SWF: Sovereign Wealth Fund)가 오일달러를 앞세운 아랍권의 국부펀드와 함
께 해외투자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내 국부펀드는
총 4개로 운영자산규모는 6,16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7-4. 중국내 국부펀드(SWF) 현황(2007년)
펀드(Fund)

운영자산

설립연도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SAFE)

3,116억 달러

1997

China Investment Corporation(CIC)

2,000억 달러

2007

Central Huijin Investment Corporation

1,000억 달러

2003

50억 달러

2007

China-Africa Development Fund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Rodrik(2005)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 국가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4가지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과 중국경제를 비교하면서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1] 급격한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출발은 아주 작은 범위의 정책 개혁과 관
련된다. 즉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의 태도가 시
장중심의 사적 경제를 신뢰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범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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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 그 자
체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사실 2] 경제성장의 전환기 국가에서 정책 개혁은 경제적 정설과 함께 제도적
관행의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성장과정에서 경제적 정설(예를 들어
재산권 보호, 시장중심의 경쟁, 적절한 동기부여, 안정적인 통화관리 등)은 그 지역
혹은 국가의 기회와 제약에 민감한 제도적 요인을 동반할 때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장한다.
[사실 3] 제도적 혁신이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동일한 제
도적 혁신을 사용할지라도 동일한 결과로 보장하지 않는다. 즉 어떤 국가에서 성공
적인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하
지 않는 사례는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 혹은 국가의 경제성장
을 위한 제도적 혁신은 그 지역 혹은 국가의 특수한 제약조건이나 기회 등에 기초
하여 설정해야 한다.
[사실 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일은 경제성장의 출발에 비
해 훨씬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
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한 국가의 제도적 관행에 의한 부패는 성장에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척결과 함께 제도
적 개혁이 요구된다.
이상의 4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중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성공여부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난 30년간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사실 1]을 정확히 반영한다. 즉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
장은 개혁ㆍ개방 이후 계획경제관리체계에서 시장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서 시작하였다. 즉 중국경제의 엄청난 인적ㆍ물적 자원의 잠재력이 시장중심의 사
적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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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간 불평등, 자원배분의 왜곡, 산업구조의 왜곡
등 많은 왜곡과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의 중국은 경제성장의 전환기 시점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 2]에서와 같이 경제적 정설과 낙후된 제도적 요인
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정설의 대표적 사례로는 산업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의
지속적인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만연, 거버넌스(governance)의
취약, 정치적 불안정성 등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2]에
서와 같이 경제적 정설이 중국의 제도적 요인과 적절히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예: Mauro,
1995), 중국과 같이 제도적 장치나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에서 부정부패는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뇌물(bribe)은 급행료(speed money) 혹은 윤활제(grease
payment)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패가 경직성 및 과잉집중 등을 줄여 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뇌물은 대기 비용(waiting costs)을 최
소화하여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을 수행하여 부패가 공공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Huntington 1968; Liu 1985).
[사실 3]에서의 지적과 같이 제도적 혁신의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부패를 없
애려는 노력보다 거버넌스와 법과 질서를 정립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
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사례 이외에도 중국경제는 여전히 경제
적ㆍ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중
국경제는 낮은 농업생산성,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률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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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낮은 농업생산성, 생산유인의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과 실업률 증가, 독과점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
한 문제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기여
하였지만(사실 2 참고), 향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개혁이 요구
된다(사실 4 참고).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위한 단순한 경제적 원리를 요약하면 다
음의 [표 7-5]와 같다.
표 7-5. 중국경제의 제도적 장치를 위한 경제적 원리
문제점

해결책

낮은 농업생산성

가격 자율화

생산유인의 부족

토지의 민영화

재정수입의 상실

조세 개혁

도시 근로자의 임금 상승

국영기업의 민영화

독점의 피해

무역 자유화

기업의 리스트럭처링* 부족

금융부문 개혁

실업률 증가

사회 안정망 확충

*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비교 우위
에 있는 사업에 투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함.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중국은 2020년을 중국이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개혁ㆍ개방과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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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이 향후 중국경제발전의 주요 목표인 ‘兩個根本
轉變’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을 추구하기보
다는 ‘과학적발전론’에 입각한 질적, 합리적 성장에 주력하여 저부가가치, 환경오
염 산업 등을 지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자체 기술표준 도입, R&D투자
확대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외개방에 있어서
도 속도조절과 수출 지상주의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WTO 가입시 약정했던 시
장개방 일정이 2006년 완료됨에 따라 개방의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국내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수위조절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수출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저부가
가치 가공무역 위주인 수출제품의 고도화, 통상마찰의 주범인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국내산업의 고도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공정, R&D 등을 위주로 선별 유치
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의 위상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경제는 8%대
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또는 2010년에 실질GDP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1위의 수출대국이자
자본 수출국으로서 중국경제의 행보가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
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물론 중국 관료의 말 한마디가 전세계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2010년 상하이엑스
포를 통해 중국의 국격(國格)이 제고될 경우 중국경제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커
질 수 있다. 이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상실한 중
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나 아직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빈부격차, 환경오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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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등 내부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현 후진타오 2기 지도부
는 물론 향후 중국의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질적
발전을 통해 경제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개선하면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
이다.
2008년 새롭게 출범한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질적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을 위한 경제운용 방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채택하
였다. 지난 장쩌민 지도부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에 이어 ｢당헌｣에 삽입된
‘과학적발전관’은 낙후지역의 발전, 친환경 성장 등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가속화하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경제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성
장(成長)’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발전(發展)’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부주임(副主任) 주즈신
(朱之鑫)이 “사회의 성숙과 문제점 해결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장’이라는 용어
대신 ‘발전’을 사용한다”고 발언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향후 경제발전의 슬로건으로 제시한 ‘우호우쾌(又好又快)’는
양질의 빠른 발전을 의미한다. ‘호(好)’를 ‘쾌(快)’의 앞에 둔 것은 양적인 성장보다
는 ‘과학적발전관’에 입각한 질적인 발전을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호우쾌’가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
지만 이전 지도부의 성장전략을 ‘우쾌우호(又快又好)’라 비판하면서 차별성을 부각
시키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11) 후진타오는 중국경제의 장기목표로 ‘1인당
GDP를 2020년까지 2000년의 4배로 확충’을 제시하였는데 과거와 달리 ‘1인당

11) ｢從‘又快又好’到‘又好又快’：中國經濟發展思路轉變｣, 人民日報, 2006.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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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를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성장과 균형을 모두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6]과 같이 후진타오는 ‘과학적발전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8가지 과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7-6. 과학적발전관 실천을 위한 8대 과제
科學的發展觀

산업경쟁력 제고

개혁ᆞ개방 심화

균형발전

①

自主創新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

③

도시, 농촌
균형 발전

⑥

시장경제체제
완비

②

산업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 쇄신

⑤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최적화

⑦

재정, 세무,
금융체제 개혁

⑧

대외개방 확대
및 심화

④ 에너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주: 번호는 8대 과제의 발표 순서.
자료: 필자 작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강조한 것은 ‘자주창신(自主創新)을 통한 혁신국가
건설’, ‘산업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 ‘에너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이다. 후진타
오는 중국경제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해왔
으며, 특히 과거 외국에 의존해온 기술습득의 방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을 지적하고 독자적인 기술역량 제고를 의미하는 ‘자주창신’을 제기하였다.12) 실

12) 자체 기술역량 축적을 의미하는 자주창신(自主創新)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0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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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동안 중국정부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
진했던 1980년대의 ‘중외합작(中外合作)’, 1990년대의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
전략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3) [그림 7-7]은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기술개발 전략이 ‘중외합작’에서 ‘자주창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7. 중국의 기술개발 전략 변화 추이
<1980년대>

<1990년대>

<2006년~>

中外合作

市場換技術

自主創新

외국 합작파트너를 통
한 기술 습득

기술 이전 조건으로
중국시장 진출 허용

R&D 투자 확대 등으로
자체 기술역량 제고

자료: 필자 작성.

‘중외합작’의 경우에는 중국기업의 역량 부족, 인프라 미비, 외국기업의 기술이
전 기피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합작대상 외국기업에게 중국시장만 내주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4) ‘시장환기술’ 전략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 대량 진출하
였으나 기술도입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반면 시장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만 심
화시켰다. 특히,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행태가 ‘합
자’에서 ‘단독투자’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외국기술 도입 전략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6년 이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서 R&D투자를

‘전국과학기술대회(全國科學技術大會)’에서 “자주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천명한 이후 ‘자주창신 보고회’가 2월 16일 베이징(北京)을 시작으로 상하이(上海), 광둥성(廣東
省), 쓰촨성(四川省)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 바 있다.
13)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은 외국기업에게 국내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받겠다
는 전략이다.
14)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 도입에 의존한 자동차산업은 시장의 대부분을
다국적 자동차 기업에 내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예컨대 2006년 중국 승용차시장 점유율 10대 브랜
드 중 8개가 폭스바겐, GM, 현대 등 다국적브랜드이다[중국기차공업신식망(中國汽車工業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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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1.2%에서 2020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중국 독자 기
술표준을 확대하는 ‘자주창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자 기술표준
전략은 국제 표준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도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TD-SCDMA가 선정되는 등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
성하였다.15)
산업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는 에너지 소모형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산업, 바이오, 신소재, IT 등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반도체, IT 등 첨단업종조차도 중국 내 공정은 단순 조립 등
저부가가치 공정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고도화는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의 경제안보 및 지속가능 성장에 중
요한 영역 중 하나인 에너지ㆍ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책임할당제 실시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다.
‘화해사회(和諧社會: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
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최적화’가 제기되었
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사회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지속적 경제발전의 필
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장쩌민(江澤民)이 ‘3개 대표론’에서 인민의 이익을 3
번째로 언급한 것에 비해 후진타오는 인민 중시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16)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최적화’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내륙지역 개발 프로젝트인 서

15) 일례로 2006년 6월 7일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서 무선LAN 기술 국제
표준을 논의하던 중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중국이
밀고 있는 독자표준 WAPI가 2006년 3월 실시된 ISO 가맹국 투표에서 미국이 개발한 802.11i
에 밀려 국제표준화가 좌절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던 것이다. 중국은 이후에도 미국의 국제표준을
무시하고 여전히 WAPI를 고집하고 있다(정상은 2007a).
16) 2003년 12월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후진타오는 “반드시 인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인민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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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개발(西部大開發)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등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후진타오는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 내륙지
역의 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내륙지역의 발전을 강조했다. 또
한, 연해지역의 경우도 기존의 선전(深圳), 상하이 등 화남(華南), 화동(華東)지역에
집중되었던 지역개발을 톈진(天津) 등 환발해(環渤海)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혁ㆍ개방 심화 분야에 있어서는 대외개방 확대 및 심화가 주목할 만하다. 이
전 지도부가 개방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로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국내 기업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강조된 것이다. 이는 양적인 팽창에 비해 중국기업의 글로벌
화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
함된 중국기업은 2000년 10개사에서 2009년 43개사로 증가했으나 그 내용을 보
면 여전히 기간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석유화공(中國石油化工, 9
위) 등 국영기업이 대부분이다.17) 반면, 하이얼(海爾), TCL 등 가전, IT 등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진입’에
실패하였다. 최근 수년간 브랜드력 제고, 핵심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선진
기업의 인수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18) 이는 주로 중국기업의 브
랜드 파워가 약한 데다가 중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인데
후진타오는 중국기업들의 국제화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중국기
업, 글로벌 중국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금융자본의 해외진출도
자본의 수익성 제고,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17)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총 43개이나 그중 대륙기업은 34개이며 나머지 9개는 홍
콩(3개), 대만(6개) 기업이다. 중국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은 9위에 오른 SINOPEC이며
민영기업으로는 중국 3대 철강기업 중 하나인 장쑤사강그룹(江蘇沙鋼集團)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18) TCL의 경우 2003년 브랜드파워 제고를 위해 RCA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톰슨을 각각 인수
했으나 북미시장에서 RCA의 브랜드 파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톰슨의 핵심기술은 신기술로
대체되면서 TCL의 기술역량 제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TCL그룹, 중저가전략으로 세
계화에 재도전｣, 日經비즈니스, 200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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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지원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발전전략의 3대 키워드는 민생개선, 환경, 에너지가 될
것이다. ‘12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1~2015)’에서 중국정부는 경제규모 확
대보다 교육, 의료, 취업 등 민생 개선사업에 보다 치중하고 아울러 환경보호와 에
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2ㆍ5계획’ 제정에 참여하는 국가정보
센터 경제예측부 왕위안훙(王遠鴻)은 “12ㆍ5계획의 주안점이 기존 국력신장에서
민생개선으로 바뀌며 이는 국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언급하였다. 민생이 우선시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소득분배 구도 개선을 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으
로 빈부격차를 축소시켜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
정을 통한 산업고도화에 주력하며 낙후설비 퇴출,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중지 등을
통해 국제분업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자 할 것이다.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1) 주요 기관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기록한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은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경제가 과거 30년과 같
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중국의 대표적 국책연구소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는 ｢11ㆍ5規劃基本思
路和2020年遠景目標硏究｣19)를 통해 2020년을 전략적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로 보
고 2020년의 중국경제에 대해 표준성장, 협력발전, 리스크 등 3가지 시나리오를

19) 卢中原(2005), ｢“十一五”期间至2020年我国经济社会发展的突出矛盾, 基本任务, 前景展望和政策
取向: 国务院发展研究中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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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한 바 있다.20)
이는 중국경제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따른 각종 기회와 도전에 대해 중국정
부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표준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과
거의 발전추세를 전제로 보수적인 경제성장을 가정하고 있다. 한편, 협력발전 시나
리오의 경우는 각종 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추진과 자원배분의 시장역할 및 구조조
정의 강화로 표준성장 시나리오보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끝으
로 리스크 시나리오의 경우는 향후 중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
과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금융 및 기업개혁의 차질, 도시화를 통한 잉여 노동력
흡수의 지연, 인구의 노령화와 부양률 제고에 따른 저축률 하락,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무역마찰 증대 등의 위험 요소를 가정하고 있다.
먼저, 표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오는 2010~2015년과 2015~2020년 연평균 경
제성장률을 각각 7.5%와 6.8%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시기 중국경제성
장의 주요 동력은 여전히 높은 자본축적률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데, 이 같은 자본
축적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저축률과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협력발전 시나리오에서는 2010~2015년과 2015~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
각 8.2%와 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는 여전히
빠른 자본축적을 감안하고 있으며, 특히 총요소생산성(TFP)의 GDP 대비 기여도
가 표준성장 시나리오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한편 리스크 시나리오
(風險情景)에서는 표준성장 시나리오보다 현저히 낮은 일종의 비관적 전망으로
2010~2015년과 2015~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각각 5.8%와 4.8%로 예측하
였다.

20) 본 전망치는 중국의 CGE모델 DRCCGE2004 버전으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개발한 CGE 연
산모델결과임. 卢中原(2005), ｢2005~2020年 中國經濟增長前景分析: 国务院发展研究中心｣,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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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예측한 중국의 GDP와 발전수준을 보면 표준
및 협력발전 시나리오의 경우 2015년까지 중저소득국가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에는 고중소득국가 수준에 달해 1인당 GDP 규모가 3,200~3,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7-6. 시나리오별 예측치

표준
시나리오
협력발전
시나리오
리스크
시나리오

연도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발전수준
GDP
1인당 GDP
발전수준
GDP
1인당 GDP
발전수준

2010
2015
23,990.4
34,421.7
1,742.2
2,407.1
중저소득국가
24,430.2
36,235.5
1,774.2
2,534.0
중저소득국가
23,266.7
30,834.5
1,689.7
2,156.3
중 저소득 국가

2020
47,879.8
3,252.7
고 중소득 국가
52,384.7
3,558.7
고 중소득 국가
38,945.4
2,645.7

자료: 상동.

그러나 이상의 시나리오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과 함께 추정된 전망치
로 이미 GDP 규모와 1인당 GDP 모두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中國發展高層論壇 2008｣에 발표한 ‘中國 2020’21)에서는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새로 발표하여 2020년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GDP 규모와 1인당 GDP 모두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
을 기록하고 있어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2)

21) 張玉台 主編(2008).
22) 2010년과 2020년 각각 1인당 GDP 규모는 2,628달러와 5,569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08년 1인당 GDP 규모가 이미 3,000달러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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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2010~2020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예측 항목

2010년

2020년

GDP(억 달러)

35,744

80,749

GDP성장률(%)

10

8.5

1인당 GDP(달러)

2,628(달성)

5,569

자료: 張玉台 主編(2008).

전반적으로 미래 중국경제는 중국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부상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EIU는 2020년 중국의 GDP 규모가 14.9조 달러에 달해 미국
(21.5조)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1인
당 GDP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중국은 더 이상 저소득국가가 아닌 중등소득국가
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2030년에는 GDP 규모가 36.9조 달러로 미국(36.8조)을 상
회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인당 GDP는 시장환
율 기준으로 2.5만 달러(미국의 2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당초 예측한 것과 달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로 수
출입 규모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다. 기존 전망치의 경우 2020
년 GDP 18.2조 달러, 2030년 53.7조 달러로 수정치에 비해 월등히 크다. 이는 경
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중국에도 수출부진, 소비부진이 장기화되어 장기적으로 성
장세가 둔화될 것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2030년 전망치가 기존
의 18조 달러에서 11.4조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소비시장 규모도 23.5조 달러
에서 15.5조 달러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국과학원은 2006년 발표한 ｢中國現代化報告 2006｣에서 중국경제가
2050년에 1인당 GDP 2만 6,749달러, 노동생산성 5만 4,647달러, 1인당 무역액 1
만 2,341달러에 달하여 중국경제 현대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단계는
2010년까지이며 이 시기에 시장경제체제 정비, WTO체제 적응, 중진국 평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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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인 2단계에서는 정보화와 글로벌화에서 세계평균수준에
도달하며 2050년까지인 3단계에서는 지식산업ㆍ녹색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통해
경제현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7-8.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치
연도

2008

2010

2020

2030

인구

1,328

1,341(1,342.5)

1,414(1,422.0)

1,445(1,453.7)

GDP(10억 달러)

4,196

5,104(5,827)

14,981(18,170)

36,941(53,714)

주요국 GDP

2008

2010

2020

2030

미국

14,459

14,007

21,511

36,862

일본

5.071

5,812

7,351

10,552

1인당 GDP

3,158

3,810(4,340)

10,590(12,780)

25,560(36,950)

주요국 1인당 GDP

2008

2010

2020

2030

미국

47,398

45,280

63,950

101,330

일본

39,843

45,640

59,330

90,190

한국

17,479

24,650

50,860

108,180

소비시장(10억 달러)

1,531

1,838(2,162)

6,136(7,255)

15,486(23,502)

1인당 소비(달러)

1,150

1,370(1,610)

4,340(5,100)

10,720(16,170)

수출(10억 달러)

1,589

1,307(2,392)

4,354(7,276)

11,447(18,042)

수입(10억 달러)

1,237

1,052(1,954)

4,097(6,499)

9,356(17,305)

주: ( ) 안은 China economy: Ten-year growth outlook의 수정 전 전망치(2008. 4).
자료: http://viewswire.eiu.com

이상의 전망치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 측이 발표하고 있는 중장
기 전망치는 국외 전망치보다 상당부분 보수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경
제에 대한 경계의 시선과 그로 인한 시장개방 압력증대를 우려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반면, 단기의 경우에는 국외기관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
치를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산당 지도부의 임기 중 정책적 부담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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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시나리오 분석
중국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요인을 선정하고 개별 요인의
불확실성과 영향 정도를 조사하였다. 정치, 제도ㆍ정책, 경제ㆍ금융, 사회, 산업 등
5개 분야의 세부 요인을 선정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고려항목 수는
정치(18개), 제도ㆍ정책(12개), 경제ㆍ금융(18개), 사회(24개), 산업(22개) 등 총
94개 항목이며, 개별 요인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불확실성과
영향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불확실성 및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전제요인과 구성요
인으로 분류하였다. 영향도가 큰 요인 중 불확실성이 낮은 시나리오의 ‘전제요인’
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변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논증이나 설명이
불필요하다. 중국 미래에 대한 영향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가변성이 높은 변수인 ‘구
성요인’은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중국경제의 미래 시나리오는
구성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7-8. 시나리오의 결정요인
불확실성
低

高

영향도 大

前提요인

構成요인

小

參考요인

參考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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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2013∼2025년 전망 시나리오의 전제요인ᆞ구성요인
정치(A)

제도 ․ 정책(B)

1. 실질적인 다당체제
2. 공산당내 파벌갈등 심화
3. 소수민족 독립운동 확산
4. 강권 정치 약화
5. 한반도 남북관계 호전
6. 소외 계층의 정치 세력화
7. 인권문제 정치 쟁점화
8. 군부에 대한 통제력 유지
9. 민주화 정착
10. 대만의 통합
11. 지방분권형 연방제 정착
12. 중앙정부의 통제력 유지
13. 사회주의 기조 강화
14. 중국분할(지방분리독립)
15. 중미관계 악화
16. 민주적 선출제도 정착
17. 정치 개혁세력 등장
18. 순조로운 권력승계

1. 개혁ᆞ개방 가속화
2. 한ᆞ중일 FTA 성사
3. 토지사유화 실시
4. 민영화/사유화 확대
5. 법률의 국제화 가속
6. 균형개발정책 성공
7. 분배정책의 강화
8. 국제 이벤트 성공 개최
9. 신용사회 도래
10. 법률 미비문제 해소
11. 정부 친노동정책 지속
12. 호구제도 폐지

사회(D)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식 확대
2. 과도한 세금 부담
3.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심화
4. 일반인의 윤리의식 약화(배금사상 등)
5. 계층간 격차 확대
6. 도농간 격차 확대
7. 지역간 격차 확대
8. 노사관계 악화
9.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0. 환경문제 악화
11. 식량문제 악화
12. 중국내 민족간 갈등
13. 빈민층/비기득권층의 불만 고조
14. 파룬궁, 서방종교 확산

경제 ․ 금융(C)

1. 경제 고성장(7% 이상) 지속
2. 高인플레이션 발생
3. 저금리 지속
4. 중산층 확대
5. 도시화 확대
6. 환율 자유화
7. 에너지 가격 합리화
8. 부동산 가격 버블의 붕괴
9. 사회간접자본 확충
10.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
11. 중미간 통상마찰 심화
12.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13. 은행시스템 개선
14. 외국 자본의 지속적 유입
15. 고비용구조 도래
16.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 위
주의 경제성장
산업(E)

1. 로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2.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변화
3.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기술 확보
4. 전자상거래 등 신용판매 활성화
5. 적대적 M&A 허용
6. 중국 독자 기술표준 확대
7. 외국인투자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
8. 로컬기업 우대/외국인투자 기업 우대 축소
9. 선도기업들 간의 담합(신규진입 장벽 구축 등)
10. 고급인력 부족
11. 경쟁 우위 업종에 대한 공격적 진출
12. 산업구조의 선진화(서비스업 비중 확대)
13. 에너지문제 악화
14. 선진기술 흡수를 통한 기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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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계속
사회(D)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산업(E)

실업문제(mismatch) 확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임금 불만 고조
지식인층의 불만 누적
중화사상 고조
인터넷 등 언론의 민주화
제2의 천안문 사태 발발
반외국정서 고조(경제국수주의)
산아제한 폐지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15.
16.
17.
18.
19.
20.
21.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핵심R&D 거점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 기술인력 네트워크 활용
유통 시스템의 선진화
차세대 생산기지로의 인도 부상
기술인력 경시 풍조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표 7-10. 분야별 고려요인
분야

전제요인
공산당내 파벌갈등 심화
강권 정치 약화
한반도 남북관계 호전
인권문제 정치 쟁점화

1. 실질적인 다당체제
3. 소수민족 독립운동 확산
8. 군부에 대한 통제력 유지
9. 민주화 정착
10. 대만의 통합
11. 지방 분권형 연방제 정착
12. 중앙정부의 통제력 유지
13. 사회주의 기조 강화
16. 민주적 선출제도 정착
17. 개혁 정치세력 등장
18. 순조로운 권력승계

2.
4.
5.
7.

한ᆞ중일 FTA 성사
민영화/사유화 확대
법률의 국제화 가속
분배정책의 강화

1. 개혁ᆞ개방 가속화
3. 토지사유화 실시
9. 신용사회 도래
12. 호구제도 폐지

정치
(A)

제도
ᆞ
정책
(B)

구성요인

2.
4.
5.
7.

4. 중산층 확대
5. 도시화 확대
경제
6. 환율 자유화
ᆞ
10.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
금융
12.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C)
15. 고비용구조 도래

1. 경제 고성장(7% 이상) 지속
2. 高인플레이션 발생
8. 부동산 가격 버블의 붕괴
16.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 위주의 경제
성장
17. 금융위기 발발
18. 정부 재정 위기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식 확대
사회 5. 계층간 격차 확대
(D) 8. 노사관계 악화
9.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1.
20.
21.
22.

식량문제 악화
인터넷 등 언론의 민주화
제2의 천안문 사태 발발
반외국정서 고조(경제국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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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계속
분야

전제요인

10. 환경문제 악화
13. 빈민층/비기득권층의 불만 고조
15. 실업문제(mismatch) 확대
16.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1. 로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4. 전자상거래 등 신용판매 활성화
6. 중국 독자 기술표준 확대
11. 경쟁 우위 업종에 대한 공격적 진출
산업
12. 산업구조의 선진화
(E)
13. 에너지문제 악화
16.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17. 해외 기술인력 네트워크 활용
18. 유통 시스템의 선진화

구성요인
24.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19. 차세대 생산기지로의 인도 부상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선정된 구성요인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개념을 시나리오의 축으로 선정하였다. 방향과 전개 형태에 직접적ㆍ결정적 역할
을 하는 두 축을 선정하여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Grouping
을 통해 구성요인을 대표하는 두 축은 ‘정부통제력’과 ‘분배(질적 성장)/성장(양적
성장)’으로 결정하였으며 ‘정부통제력’과 ‘분배/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시나
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정부통제력’은 중국 정부가 국내 정치ㆍ사회 등 현안뿐 아니라 미국, 일본, 한
국, 대만 등 대외적인 경제ㆍ정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대
처하는가를 의미한다.

① 정부통제력 ‘强’
- 공산당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정부, 군, 의회, 공안, 무장경찰 등을 장악
해 국가 통제
- 법ㆍ제도 정비, 투명성 제고 등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책 여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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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방송, 정보의 해외유출입 등도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상태
- 공산당은 명분으로는 중국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실상은
공산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파워 이용
-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패권주의적 성향 강화
- 공산당의 통제력 유지를 위해 중화사상을 적절히 이용
② 정부통제력 ‘弱’
- 공산당이 정부, 군, 의회, 공안, 무장경찰을 부분적으로 장악
- 언론, 방송, 정보의 해외유출입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약해져 다양한 견
해와 소식들이 전파
- 공산당은 번영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이나 민
간으로 이양(실제로는 중앙 통제ㆍ계획에 의한 국가 통치가 어렵다는 것
인정)
-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 갈등 관계보다는 협조적 동반자 관
계 지향
- 다자ㆍ다원주의의 원칙하에서 개방과 자율 중시(민간의 시장 기능 제고, 민
간으로의 권한 이양, 민간의 정치 참여를 통해 해결)
‘분배 지향/성장 지향’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 측면의 방향 및 성향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발전하는가를 의미한다. ‘분배 지향’은 단순히 지역 및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소득격차,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의미하며 ‘성장 지향’은 ‘질적 성장’과 대비되는 양적인 성장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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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장 지향
-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는 중국의 발전도 없다는 인식하에 성장 중
시 정책 전개
- 정부는 성장 동력을 우선하는 경제 정책과 함께 자본주의 생리(이윤추구)를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외국인투자 자유화 추진)
-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 양극화 문제도 결국 성장 우선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공산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인식(인
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정권도 안정)
- 민간에서도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있으나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
② 분배 지향
- 정부는 안정된 중국의 미래를 위해 균형 발전 등 분배를 최우선으로 추진
- 정부는 성장 동력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동반 발전을 도모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부 후퇴하는 경향(대외적으로는 주요 시장 개방 중단, 핵심 산
업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 성장을 통해 사회 불균형 문제 해결 목소리가 있지만 고도 성장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분배 우선 정책이 우세(기간산업 보호, 사회복지 정책, 실업 및
농촌문제 해소에 주력)
- 공산당도 권력 유지를 위해 성장 우선 정책보다 분배 중시 정책이 중요하
다고 인식(인민이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중시)
- 민간에서도 소외 계층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확산되며 분배 중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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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대 시나리오
정부통제력(강/약)과 분배지향/성장지향에 따라 미래 중국경제에 대한 4가지 시
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정부통제력이 강하고 성장 지향인 국면
으로 ‘불안 속 고성장’이며, ‘시나리오 II’는 정부통제력이 강하고 분배 지향인 ‘내
실과 저성장’이다. ‘시나리오 I’은 군사정권하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권위주의적
성장모형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시기의 중국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II’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성장 대신 분배를 적극 추구하는 모델이다. 현 후진타오 지도부의 ‘조
화로운 사회’, ‘과학적발전관’이 ‘시나리오 II’에 해당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여
전히 성장 우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II’라고 하기는 어렵다.23) ‘시나
리오 II’가 시행된다면 중국경제 고유의 경제성장 모형에 해당할 것이다. ‘시나리
오 III’는 정부통제력이 약하고 분배를 지향하는 모형으로 유럽식 복지국가형이 이
에 가깝다. ‘시나리오 IV’는 정부통제력이 약하면서 성장을 지향하는 모형으로 약
한 정부하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고성장을 추구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모형에 해당
한다.
그림 7-9. 중국경제 4대 시나리오

23) 예를 들어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선정한 ‘2008년 8대 경제과제’ 중 첫 번째는 ‘안정적 경제성
장의 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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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I: 불안정한 고성장

① 정치: 공산당은 성장 우선주의를 통해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며 정치 개혁
에는 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후진타오의 후계자들은 권위주의적 성장우선
주의를 계승한다. 성장과 분배의 노선 갈등이 표면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결국은
성장우선주의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공산당은 급격한 정치개혁이나 민주
화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중국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당제,
직선제 등 정치민주화를 유보한다. 공산당이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나 빈부격차
등 당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고착화ㆍ구조화
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② 경제: 대외지향형 성장 우선주의의 지속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내수기
반이 취약한 구조가 지속된다. 공산당은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성장세 유
지가 필수라는 판단하에 성장위주 정책 기조를 견지한다. 한편, 공산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내륙개발 등 다양한 경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가 호조세를 지
속하고,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유입은 견
조한 증가세를 보인다. 개발독재의 부작용인 경제의 후진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는
있으나 중국경제는 7%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 GDP는 17조 달러, 1인
당GDP는 1만 2,000달러를 상회한다. 반면,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어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농촌 도시화
를 적극 추진한 결과 중국의 도시화율은 상승하나 농촌에서 도시로 이름만 바뀐
허울뿐인 도시화일 뿐 중산층 확대는 한계에 봉착하고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상류층이 소비를 선도할 것이다.

33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③ 사회: 지역 및 빈부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부정부패가 지속되는 반면
NGO 등의 활동은 제약되어 사회 불만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통제
력이 여전히 강해 이로 인해 심각한 소요 사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
산당은 전국적인 공안, 인터넷 망을 통해 불만세력을 근원부터 차단하여 불만세력
의 정치 쟁점화, 세력화를 막을 것이다. 중국인의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경향, 개인
주의적 성향 등도 불만 세력의 조직화 및 세력화를 지연시킨다. 급격한 도시화, 농
촌인구의 도시 이동 등으로 대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NGO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나 공산당이
통제력 유지를 위해 NGO 활동을 제한한다.
④ 산업: 중국정부가 전략 산업인 기간산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 증가를
주도하여 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후장대형 장치
산업과 자동차 등 산업유발효과가 큰 업종은 정부 지원 확대로 고성장을 구가할
것이다. IT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에도 정부가 독자적 표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
과 대규모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고성장이 지속된다. 반면, 기간산업, 첨단산
업 등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농업은 계속 쇠락하고 경공업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다. 산업 전반에서는 개발독재형 성장의 부작용으로 질적 고도화가 지연될 것이다.
기간산업, 첨단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로 인해 내수호황은 연해 지역에
국한되며 자동차, 철강, 부동산 등이 고성장하지만 낮은 생산성 때문에 세계시장에
서는 낮은 점유율에 그칠 것이다. 국유부문의 민영화는 정치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미진하고 정부의 전략산업 위주의 지원으로 서비스업 발전은 지체될 것이다.
(2) 시나리오 II: 내실 있는 저성장
① 정치: 공산당은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절한 분배정책과 제한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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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혁으로 통제력을 유지한다. 공산당은 통제력 유지를 위해 ‘시나리오 I’과 달리
성장이 아닌 분배를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내륙, 분배 지향적인 지도부가 정권을 장
악하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의 통치가 한계에 봉착할 것
이라고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 이들은 성장 우선주의 지속이 양극화 심화, 부패 확
산 등의 부작용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산당은 효과적
인 분배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따라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다당제, 직선제 등 급진적 정치 민주화는 지양하나 효과적 분배를
위해 당내 제도화, 투명화 등 당내 민주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여론
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언론 자유화 등도 일부 허용된다. 공산당이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면서 성장률
의 소폭 하락에도 정치, 사회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다. 공산당의 분배 강화, 점진적
당내 민주화 등으로 인해 정치 민주화 세력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세력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경제: 분배위주의 정책 기조로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악화되었지만 양극화 해
소로 인해 내수기반은 확대된다. 중국 경제가 5%대의 저성장세로 전환되어 2020
년 GDP규모가 15조 달러,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그치나 내수시장 확대에 힘
입어 대외적 영향력은 강화된다. 정부는 빈부격차,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에 주력한다. 실속과 품질
을 중시하는, 도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소비가 내수의 주류를 형성하여
중국은 글로벌 핵심시장으로 부상한다. 한편,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세금관련 정책 등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사업환경은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정부는 자원배치의 효율화 및 중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통합을 중
심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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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연구개발, 내수 및 수출을 포함한 완결형 구조를 구축한다.

③ 사회: 빈곤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중산층 및 연해지역의 불만이
커지며 저성장으로 인한 구조적 고실업이 고착화된다. 정부의 강력한 분배정책으
로 농민과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층의 불만은 완화될 것이나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분배정책으로 사회 불만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중산층에 대한 과
세 확대, 연안지역 재정의 낙후지역에의 활용 등으로 이전에 없던 중산층과 연안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실업 문제가 악화된다. 정부는 근로
자, 실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단행하나 분배 위주의 재정 투입,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약화되고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채용도 축소되면서 실업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한편, 관 주도의 분배정책으
로 관료의 횡령, 농민단체, 노동자 단체와 정부 간 유착관계 등 새로운 양상의 부
정부패가 발생한다. 정부의 소외 계층 지원사업 확대로 ‘눈먼 돈’이 많아지면서 관
료들의 횡령, 관료와 농민단체, 노동자 단체 등과 연루된 부정부패도 발생할 것이
다. 공산당은 NGO의 정치적 활동은 계속 제한하나, 사회불만을 완화하고 분배정
책에 도움이 되는 NGO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한다.

④ 산업: 산업간ㆍ지역간 균형 발전을 지향하며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농
업,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공산당은 공업화 일변도의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1차
산업과 3차산업을 정부 주도로 균형되게 발전시키고 동부연해지역에는 첨단기술산
업과 서비스산업,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서부로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다. 서부지역에서는 에너지, 광물산업, 식품산업
이 성장하고 중부지역에서는 물류거점화, 농업현대화가 추진되며 동북3성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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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업 현대화와 기계플랜트산업이 육성된다. 특히, ‘신농촌운동’ 등 정부의 지
속적인 지원으로 농촌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촌 정착의 기초가 마련된
다. 농민들을 도시로 이동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을 발전시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나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농업과 서비스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산업간 균형
발전이 촉진된다.
(3) 시나리오 III: 혼란과 침체

① 정치: 공산당이 구심점 부재로 통제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국민의 성장한 정
치의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공산당이 후진타오 지도부 이후
구심점 부재 상태에 빠지면서 최고 지도부의 잦은 교체 정쟁 등으로 강력한 통제
력을 상실하고 공산당 외부의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과 압력이 커지면서
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로 전개된다. 집권 세력의 잦은 교체 속에 다양한
정치 실험이 진행되며 당내 민주화는 물론 다당제, 직접선거 등 정치 민주화가 점
차 확산되나 강력한 추진 세력의 부재와 정당, 사회단체 등 새로운 정치조직의 형
성으로 민주화는 혼란을 동반하며 진행된다.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면서 보다 폭
넓은 민주화 요구, 생존권 확보, 소수민족 자치 확대 등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되면
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한국이나 대만처럼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안정된 체제로 이행할지 아니면 남미, 동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정치적 혼란과 일시
적 안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장기화될지 기로에 선 상황이다. 분배와 성장 중 어
느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사회 혼란 등이 심화된다.

② 경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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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원도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중앙 정부의 지도력 약
화와 정치혼란은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의 표류로 이어짐으로써 국가의 성장
동력이 감소하여 성장률이 4%대 이하로 급락하고 2020년 1인당 GDP가 7,000달
러 수준에 그친다. 서부대개발, 대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동력
이 상실되면서 정책이 표류하는데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정부 주도
의 개발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고성장 경제에서 감춰져 왔던
금융부실, 부동산버블 등 중국 경제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점들이 일시에 표출되
면서 대량의 기업도산과 실업이 이어지고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발할 우려가 크다.

③ 사회: 소외계층의 정치세력화와 시위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극심해지며 사회
주의 복귀, 반외국 정서 등이 만연한다. 중앙집권적인 강권정치하에서 잠재되어 있
던 사회적 욕구가 급격히 분출되면서 대정부 불만과 이익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다.
소외 계층의 경우 대정부 시위에 그치지 않고 세력화로 발전하는데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정당을 결성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정부 정
책을 비판하고 압박한다. 소외 계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한다.

④ 산업: 중앙 주도의 일사불란한 산업정책이 실종되면서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저하된다. 교통 및 통신인프라, 발전설비 건설의 지체로 산업의 성장과 지역
개발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된다. 민간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지만, 비즈니스 환경의 혼
란 속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로컬기업의 경쟁력 정체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향력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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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IV: 경쟁과 갈등
① 정치: 실용주의적 개혁 인사의 주도로 정치개혁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통제력이 약화되고 과도기적 혼란이 발생한다. 개혁적 성향의 학자, 해
외유학파 등이 정치 및 정책입안에 깊이 관여하면서 공산당 주도의 정치개혁이 본
격화되어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집권그룹은 정치개혁 요구를 계속 힘으로 억
압할 경우 궁극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공산당 주도하의 정
치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당내에 개혁을 통해 ‘당정 분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자유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공산당은 혼란 방지를 위해 속도조절을 하고자
하나 일단 시작된 정치개혁은 가속을 띠면서 전개되어 과도기적인 혼란이 발생한
다. 그러나 공산당 주도하의 정치개혁으로 급격한 혼란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
다. 공산당이 대만의 국민당과 유사하게 정치개혁을 주도하여 공산당은 거대 집권
당의 위상을 확립할 가능성이 크다.

② 경제: 경제 개방이 확대되고 민영화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의 자율적 자원분배
기능이 강화되지만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된다. 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과거의 전형
적인 투입형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경쟁시스템
이 경제 전반에 도입된다. 그러나 효율성 우선으로 인해 지역간, 업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전체 경제성장률은 5%대로 둔화된다.
지역 성장이기주의의 팽배로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가 크게 증가하여 중
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이 다수의 인민들을 배고프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시장 기능을 강조하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가속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은 개
선된다. 인위적인 산업육성정책이나 인허가정책을 지양하고 경제 전 부문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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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치적 안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
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③ 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소외 계층이 약화
되는 한편 시민단체의 활동이 증가한다. 정치 지도자와 민간에 향후 중국 경제 발
전 모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민간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등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소외 계층의 시위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복
귀를 위한 세력이 등장하나 여론의 전반적인 호응을 받지는 못한다. 소외 계층의
조직화 및 세력화는 진행되나,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흐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어 조직화 및 세력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시민활동이 활성화된다.

④ 산업: 중급인력이 필요한 기간산업이 도태되고, 저임노동 산업과 고급인력
산업으로 양극화된 발전 형태를 보인다. 성장 위주의 경제 시스템하에서 상업적 농
업이 전통농업을 대체하고 호구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주하여 내륙의 내수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반면, 호구제도의 폐지와 전통농
업의 몰락으로 농촌으로부터 잉여노동력이 대량 공급됨에 따라 연해지역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경공업의 경쟁력이 상승한다. 한편, 국방, 자원, 환경 등 일부 부
문을 제외하고 민영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생산성이 뒤처진 국유기업들이 민간기
업과의 경쟁에서 낙오된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
제도를 정비하고 민영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서비스업, 금융업의 민영화ㆍ개방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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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대응전략
중국경제는 중기 이후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타오 2기 지도부의 임기인 2012년까지는 ‘불안정한 고성장(시나리오 I)’이 계
속될 것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2013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내실 속 저성장(시나
리오II)’의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 중국인 전문가들은 ‘내실 속 저성장’으로의 전
환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불안정한 고성장’ 국면이 지
속될 것을 전망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대만의 전문가들의 의견 중 절반은 ‘불안
정한 고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경제의 미래는 아직 불안한 상태로 민간의 불만 증대와 공산당의 권력 유지
를 위한 밀고 당기는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대규모 시
위, 노사관계 악화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정부패, 소득격차,
에너지ㆍ환경문제 등으로 민간의 불만도가 고조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
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자
의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노사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산당의 통제력
유지로 인해 파국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민주화 및 격차 해소에 대한 민간
의 요구와 불만은 점진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중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제
2의 천안문사태, 노사갈등 폭발 등은 조기에 봉합될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되어 있던 불안이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민주화의 욕구가 증폭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
해야 할 것이다.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혁, 호구제 폐지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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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이다. 공산당이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내부 불만 완화용 정도에 그치는 표면
적 정책이라면 주의 깊은 주시가 요구된다.
2020년 이후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1998년
이후 중국경제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제성장 목표=8%’의 달성 외에 지
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내외적 당면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대내적 과제는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Extensive Growth)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자원ㆍ에너지 효율형의 질적
성장(Intensive Growth) 방식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생산요소 확대에 따른 고투입-고생산 내지는 한계생산체감에 따른 고투
입-저생산의 저효율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통한 저투입-고생산의 효율
적 생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외적
과제는 외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지역블록화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경제의 침체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중국의 나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중기와 장기에 중국 사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조기에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 사업을 단선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전개 가능한 시
나리오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중국의 특징상 정치 성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환경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반적으
로 법ㆍ제도 투명성 증가, 내수확대, 경쟁심화 등은 중ㆍ장기에 모두 존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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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요인이나 [표 7-11]과 같이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의 환경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7-11.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환경 변화
시나리오I

시나리오Ⅱ

- 로컬대기업 육성
- 사회복지/환경 부담금 증가
- 상류층 소비중심
- 연안중심의 발전 지속 - 내수시장의 내륙화 - 중산층소비 중심
-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Ⅳ

금융위기 발발가능성 - 연해지역 소득 증가로
증가
격차심화
소요사태 발발가능성 - 신용사회 진전
증가
- 경쟁격화(무한 경쟁 시
대 도래)
정책일관성 감소

‘시나리오 I’의 경우는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나 ‘시나리오 II’의 경우에는 현재
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업 전략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시나
리오 II’의 경우 내륙시장, 농촌 및 도시중산층, 고가보다는 중저가시장에 주력해야
하며 대정부 관계뿐만 아니라 NGO, 소비자단체 등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내수시
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경제의 미래는 현재보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각
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 사업 전략을 중기와 장기로 나누어
다시 검토하거나 주요 시나리오별로 마련하고 중국 기회 및 위협을 중국 사업의
level-up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대국 중국과
의 새로운 경제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중국 교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렸으나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이 부품ㆍ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조립 가공하는 형태의 수직적 분
업의 유지전략은 점차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ㆍ중 분업관계에서 우리는 수직적 분업형과 수평적 분업형을 동시에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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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부가가치 기능에 특화하는 수직적 분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주도의
수평적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산업 내에서도 중
국이 따라올 수 없는 중간기술(Medium-end product) 및 고부가가치 제품(Highend product)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대국 중국에 대하여 새로운 한ㆍ
중 경제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 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의
입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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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중국의 금융부문은 감독기제 미비, 높은 부실채권 비중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
약한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중국이 WTO 가입 직전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상업은행, 특히 국유상
업은행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 공적 자금투입으로 부실채권 비중 인하 → 증시상
장으로 자본조달 → 상업은행의 국제화(해외진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
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주식시장은 비유통주 개혁의 성공에 힘입어 2006~07년 사상 최대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24) 주식시장의 성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중국 금융업이 성장하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우선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후 연평균 근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
속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환경오염 악화,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단순히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의 단계로 접어
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
업에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산업구조를 조정해가고 있다. 금융
산업은 중국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중국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24) 물론 비유통주 개혁은 2009년 상반기 현재 여전히 비유통주의 보호예수기간 해제로 인해 주식시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상장기업이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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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수준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둘째, 금융업의 성장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국의 실물경제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
나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하였다. 이는 중국 금융부문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금융시장의 겸업경영 완화, 해외진출 완화 등 점차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
적 공백을 정비하면서 금융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 금융기관이 추
진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의 사업기회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중국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 실물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금융업은 그 특성상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중국 상업은행은 국내외 증시상장에 힘입어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함으
로써 실물기업에 대출할 여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상장기업들은 2006~07년
중국 증시의 호황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금융정책의 경
기조절 기능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04년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
융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장쩌민정부는 당시 소비확대를 위
해 주택대출을 크게 증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후진타오정부
는 2004년 당시 지나친 부동산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자 주택대출을 억
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또한 후진타오정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
반기 사이 근 8%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중국경제가 위축되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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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중국 금리변화 추이
(단위: %)

금리
인상

시기

예금금리

대출금리

2004.10.29

2.25

5.58

2006.4.28

2.25

5.85

2006.8.19

2.52

6.12

2007.3.17

2.79

6.39

2007.5.19

3.06

6.57

2007.7.21

3.33

6.84

2007.8.22

3.6

7.02

2007.9.15

3.87

7.29

2007.12.21

4.14

7.47

2008.9.16
금리
인하

7.20

2008.10.9

3.87

6.93

2008.10.30

3.60

6.66

2008.11.27

2.52

5.58

2008.12.23

2.25

5.31

주: 상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모두 1년 만기 금리를 의미함.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국유상업은행의 높은 부실채권 비중은 오랜 기간 중국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공적자
금을 투입하여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을 크게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유상업은행의 추가적인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
다. 특히 금년 들어 과잉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추가 부실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
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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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실채권 비중이 과거처럼 급상승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2003년 은행감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
며, 또한 국유상업은행이 증시에 상장된 후 회계제도의 투명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투입할 공
적자금(재정)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과잉 유동성 공급이
부실채권 비중 제고, 금융위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중국 금융시장은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분업주의, 금리
규제 등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창영 2008, pp. 16-17). 최근에는 중국 금융제도와
시장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2003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설치로 기존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와
함께 삼각 감독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은행감독위원회의 설치는 기존 은행감독
업무가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업무에서 벗어나 중앙은행 고유 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분
업주의에서 점차 겸업경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세 영역에 대한 감독의 중복, 공
백 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적인 감독 시스템을 도입
하기 위한 정책이나 논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중국 금융기관이 겸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
국 금융시장은 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은행, 증권, 보험이 타 분야의 업무
를 취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이 중간업무의 연
장선상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추진하는 등 겸업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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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사에 총자산의 5% 범위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중국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중국 국내은
행의 제휴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중국 국내은행
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해서도 지분매입, 자회사 설립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중국 금융사 지분매입으로 중국
금융사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게 되었으며, 선진적인 금융기법이나 경험, 상품 등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넷째, 중국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증시 상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
다. 은행 부문에서는 중국, 건설, 공상 등 국유상업은행을 비롯하여 주식제 상업은
행, 일부 도시 상업은행이 증시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였다. 보험사의 경우 중
국인수(中国人寿), 중국평안(中国平安), 중국태보(中国太保) 등 3대 보험사가 상장
을 하였다. 비교적 상장이 늦어진 증권사의 경우 2009년 들어 에버브라이트증권과
초상증권이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였다.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1) 적격 역내기관투자가 제도
적격 역내기관투자가(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란
QFII와 함께 소위 ‘쌍Q’로 불리는 제도이다. QFII가 역외기관투자가의 중국 역내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인 반면, 동 제도는 중국 역내기관투자가가 중국증권감독위
원회의 허가를 거쳐 역외에 투자하는 제도이다. 2007년 현재 QDII 자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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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금융기관은 50개로 투자한도액은 353억 달러에 이른다.
표 8-2. 적격 역내기관투자가 명단 및 투자한도
(단위: 억 달러)

은행

투자한도

북경은행

3

중국공상은행

20

도이치뱅크주식회사

3

중국건설은행

20

상해포동발전은행

5

중국은행

25

합계

166

중국교통은행

15

동아은행 내지 분행

3

자산운용사

투자한도

HSBC(중국)유한공사

10

화안국제배치기금

5

초상은행

10

남방기금관리유한공사

40

중신은행

5

화하기금관리유한공사

50

항생은행

3

가실(嘉实)기금관리유한공사

50

미국CITI은행

5

상투(上投)모건기금관리유한공사

50

SC 내지 분행

5

합계

195

흥업은행

5

중국민생은행

5

보험

투자한도

중국광대은행

5

평안보험주식회사

17.5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 내지 분행

3

중국인수보험

15

크레디트 스위스 상해 분행

3

중국인민재산보험

2.38

중국농업은행

10

기타 보험회사

30.82

남양상업은행유한공사 내지 분행

3

합계

65.7

자료: 陈琳琳ㆍ黄凯(2008).

2) 상업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중국 상업은행의 해외진출은 해외지점 개설과 해외은행 인수합병이라는 두 가
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해외지점 개설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이 모스크바,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미국 뉴욕에서는 초상은행(2007)과 중국공상은행(2008), 중국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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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2009.2)이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교통은행은 서울과 프랑크푸르트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한편 중국 상업은행은 해외은행 지점 개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은행 인수
에 나서고 있다.

표 8-3. 2006년 이후 중국 상업은행의 해외 인수합병 및 지분매입 현황
은행

중국건설은행
국가개발은행

해외 인수합병 및 지분매입 대상
인도네시아 Halim 은행
남아공 Standard Bank
마카오 誠興은행
태국 국유은행 ACL
BOA(아시아)
영국 바클레이 은행

중국민생은행

UCBH Holdings Inc.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지분보유 및 거래액
90% 지분
54.6억 달러, 20% 지분
45.65억 달러, 79.9333% 지분
37억 1,800만 위안, 51% 지분25)
97.1억 홍콩달러, 100% 지분
22억 유로, 3.1% 지분
99% 지분
(20% 까지 증가시킬 권리 확보)

La Compagnie Financiere Edmond
2.363억 유로, 20% 지분
de Rothschild Banque

자료: 각 은행 관련 공고.

3) CIC의 투자동향
2007년 2,000억 달러의 규모로 조성된 중국투자유한공사(CIC)는 초기 미국 블
랙스톤에 30억 달러, 모건스탠리에 56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미국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입고 한동안 투자에 신중을 기했다.26)
CIC는 2009년 들어 원유ㆍ천연가스ㆍ광산ㆍ부동산ㆍ사모펀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2008년 48억 달러에 그쳤던 해외 신규투
자 규모를 10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25) 연합뉴스, 2009. 10. 1.
26) 헤럴드경제,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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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CIC의 투자내용(2009년)
발표(혹은
시행) 시기
7월

분야

내용

광산

9월 22일

원자재

9월 24일

광산

캐나다 광산업체 텍리소시스의 지분 17% 를 15억 달러에 매입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홍콩 원자재 중개업체 노블그룹의 지분 15% 를 8
억 5,000만 달러에 매입
인도네시아 최대 석탄채굴업체 PT부미Tbk가 발행한 채권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세 건의 원자재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총 42억 5,000만 달러
2억 호주달러를 호주 부동산 개발회사인 굿맨그룹에 투자
카타르홀딩스 및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산위기의 영국 부동산회사에 투자. 투자금 8억 8,000만 파운드는 당사
의 채무 상환에 쓰였으며, CIC 는 19% 지분 확보.27)
CIC 는 카자흐스탄 석유ᆞ가스업체 JSC 카즈무나이가스(JSC KazMunai
Gas)에 9억 3,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GDR) 11% 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힘.28)
미국 버지니아 소재의 전력생산업체인 AES의 지분 일부 인수 추진과 더
불어 몽골의 철광석 채굴업체인 홍콩 룽밍 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 전환사
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
미국계 사모펀드 오크트리(Oaktree) 캐피털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의사를
밝힘.
러시아 석유회사 노벨 홀딩스 인베스트먼트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5% 를 인수.29)
미국 발전회사 AES의 15% 지분을 1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함.
CIC 는 AES 의 풍력발전 사업에 5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해 35% 의 지분
을 갖는 투자의향서에도 서명함.

소계

6월

부동산

9월

부동산

9월 30일

석유,
가스

9월 15일

전력,
철광석

9월 26일 사모펀드
10월 16일

석유

11월 6일

전력

자료: 각종 언론보도.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1) 미국 달러화의 위상 약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엔화, 위안화, 유로화
27) 아시아경제, 2009. 9. 24.
28) 아시아경제, 2009. 9. 30.
29) 아시아경제, 2009. 10. 16.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353

등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미
국이 금융위기 수습책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달
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중국인민은행장은 현 달러화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IMF의 특별인출권(SDR)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점
차 대체하자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2009. 3. 24). 중국의 새로운 기
축통화 논의에 대해 러시아, 브라질 등 소위 BRICs 국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
을 표명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가 새 기축통화를 필요로 하
고 있다”고 표명하였다(2009. 6. 15).
한편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걸프 아랍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되었다.30)
미 달러화의 추가적인 가치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 기간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 외환관리국
장이자 현 중국건설은행장인 궈수칭(郭樹淸)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미 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통화가 조만간 미 달러
화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009. 6. 2).
2) 중국 위안화의 지역통화 위상 제고 추진
미 달러화의 위상이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가 지역통화로서
활용도가 제고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위상이 빠르게 제고되고 있다.
30) 연합뉴스, 200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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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일본, 한국, 홍콩ㆍ마카오, 동아시아 각국뿐만 아
니라 아르헨티나와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표 8-5. 중국의 각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국가(지역)

규모(억 위안)

시기

교역규모(억 달러, 2008년)

한국

1,800

2008.12.12

1,293

홍콩

2,000

2008.12.19

2,483

말레이시아

800

2009.02.08

372

벨로루시

200

2009.03.11

395

인도네시아

1,000

2009.03.23

220

아르헨티나

700

2009.03.30

100

또한 홍콩ㆍ마카오-광동ㆍ장강삼각주 간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허용하여
지난 7월 8일 실제 위안화 결제를 통한 첫 무역거래가 이루어졌다. 2009년 8월 현
재 위안화 결제는 추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주로 위안화
환차손 위험, 낮은 결제의 편의성 등에 기인한다.31) 동남아지역에서는 ‘중ㆍ
ASEAN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결제시 위안화 결제의 움직임이 나타나
는가 하면, 일반 상거래시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
아의 나지브 라작 총리는 “중국과 달러가 아닌 서로의 통화로 무역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09. 6. 3).
한편 2009년 9월 28일 중국 재정부는 홍콩에서 6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국채
발행을 시작하였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국채는 중국대륙 이외에서 발행된
첫 중국 국채이다. 중국발전연구기금 탕민(湯敏) 부비서장은 이 조치를 장기적으로
홍콩을 위안화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32)

31) 연합뉴스, 2009. 8. 24.
32) 연합뉴스,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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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국가들과 중국 등 주요 석유 수출ㆍ수입국들이 석유 거래에서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09년 10월 6일 보도했다.
한편 중국 정샤오숭(鄭曉松) 재정부 국제사장은 중국이 금융위기 중 아시아 각국
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통화의 다변화, 아시
아채권시장 발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는 아시아 각국이 IMF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
티브(CMI)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아시아 공동
외환보유고 구축과 아시아 공동 채권시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33)
요컨대 ASEAN 회원국들은 중ㆍASEAN 무역결제시 위안화 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여전히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홍
콩은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규모
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는 등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홍콩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은행장은 2009년 3월 현 미 달러화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대체하자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
다.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치훈(2009)은 중국의 이 같은 문제제기 배경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3) 중국신문사, 2009. 10. 22; 연합뉴스,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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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대의 미 국채 보유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
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
다.34) IMF 지분도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 뒤지는 3.72%(6위)를 보유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IMF에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10월 17일 고테가와 다이스케(小手川大助) IMF 일본 사무소장은 글로벌
국제포럼에 참석해 2011년 1월 끝나는 IMF 개혁 후 중국의 IMF 투표권이 현재
6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35)
표 8-6. 주요국 IMF 지분 현황(2009년 3월)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투표권

16.77

6.02

5.88

4.86

4.86

3.66

1.33

SDR

17.09

6.13

5.99

4.94

4.94

3.72

1.35

2009년 9월 15일 중국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IMF 쿼터 재편에 대한 의사
를 밝혔다. 중국인민은행 궈칭핑(郭庆平) 행장보는 “표결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
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현 IMF와 세계은행에서 선진국
에 각각 57%와 56% 부여한 쿼터를 각 50%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그동안 소위 BRICs 국가는 IMF 지분 중 7%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미국은 5% 정도만 이전하자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36)
그러나 궈칭핑 행장보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여전히 자격이 불충분하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4) 중국은 2009년 7월 현재 8,005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35) 연합뉴스, 2009. 10. 19.
36) 9월 25일 G20 정상회의는 개도국의 IMF 투표권 비율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봄까지 세계은행 투표권도 신흥국과 개도국에 최소 3%를 이전하는 방안을 합의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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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국은 달러화의 위상 약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
고자 하는 동시에 BRICs 국가로 대표되는 개도국 경제대국들과의 제휴를 통해 개
도국의 영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1) 중국 은행업 주요 현황
은행대출이 중국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전후로 여전히 절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규모는 2001년 1조 2,558억 위안
표 8-7. 중국의 외부자금조달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위안,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6,555
(100.0)

23,976
(100.0)

35,154
(100.0)

29,023
(100.0)

31,507
(100.0)

39,874
(100.0)

49,705
(100.0)

59,984
(100.0)

은행대출

12,558
(75.9)

19,228
(80.2)

29,936
(85.1)

24,066
(82.9)

24,617
(78.1)

32,687
(82.0)

39,205
(78.9)

49,854
(83.1)

국채

2,598
(15.7)

3,461
(14.4)

3,525
(10.0)

3,126
(10.8)

2,996
(9.5)

2,675
(6.7)

1,790
(3.6)

1,027
(1.7)

회사채

147
(0.9)

325
(1.4)

336
(1.0)

327
(1.1)

2,010
(6.4)

2,266
(5.7)

2,178
(4.4)

5,446
(9.1)

주식

1,252
(7.6)

962
(4.0)

1,357
(3.9)

1,504
(5.2)

1,884
(6.0)

2,246
(5.6)

6,532
(13.1)

3,657
(6.1)

자료: 中国人民银行, ｢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各 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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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였으나 2008년에 4조 9,854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근년 주식과 회사채 비중
을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채 비중이 점차 하락하면서 은행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규 대출 증가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 현재 국유상업은행은 1조 8,022억 위안
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제 상업은행(1조 1,479억 위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상업은행과 농촌 금융기관 역시 대출액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표 8-8. 은행별 인민폐 대출 신규증가액
(단위: 억 위안)

2006년

2007년

2008년

정책은행

3,148

4,280

5,791

국유상업은행

12,199

13,055

18,022

주식제 상업은행

7,358

7,716

11,479

도시 상업은행

2,773

2,978

3,952

농촌 금융기관

4,246

5,085

5,908

외자 금융기관

969

1,704

628

주: 농촌 금융기관에는 농촌합작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사 등이 포함됨.

2) 중국 은행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상업은행의 다원화와 확대
중국 상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에서 벗어나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상업은행과 농촌 상업은행은 신용합작
사가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것이며, 전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그동안 정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
가개발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업은행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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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구성 다원화
최근 14개 상장은행의 주주 구성이 점차 다원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4
개 상장은행의 제1주주는 국가(4개), 국유기업(5개), 지방재정(2개), 외자주주(2개),
민영기업(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주주의 구성이 다원화된 것은
상장 전 외국 투자은행에 지분매각, 상장 후 민간자본 유입, 비유통주 개혁 후 민
간자본 유입 확대 등 요인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상장은행은 여전히
국가가 제1주주로서 국가의 은행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8-9. 14개 상장은행의 지분보유 현황
은행

제1주주

주주 성격

지분비율(%)

공상은행

회금공사/재정부

국가

35.33/35.33

중국은행

회금공사

국가

67.49

건설은행

회금공사/중국건설

국가

59.12/8.85

교통은행

재정부/회금공사

국가

20.36/6.12

초상은행

초상국윤선(輪船)주식회사

국유기업

12.10

중신은행

중국중신집단공사

국유기업

62.33

민생은행

신희망투자유한공사

민영기업

5.90

포동발전은행

상해국제집단유한공사

국유기업

23.57

흥업은행

복건성재정청

지방재정

20.40

화하은행

수강(首鋼)총공사

국유기업

10.19

심천발전은행

신교아주(新橋亞洲)

외자주주

16.70

북경은행

화란상업은행

외자주주

16.07

남경은행

남견시국유자산투자관리지주회사

국유기업

12.99

영파은행

영파시재정국

지방재정

10.80

자료: 각 은행 연보.

37)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은 재정부와 중앙회금공사가 각각 지분의 51.3%와 48.7%
를 보유하면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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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유상업은행의 건전성 제고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힘입어 크게 하
락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3년 말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각각 22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비율을 투입 직
전 16.3%와 9.1%에서 2004년 5.1%와 3.9%로 대폭 낮추었다. 2005년 4월 중국
공상은행은 정부로부터 150억 달러, 2008년 11월 중국농업은행은 1,300억 위안
(약 19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채권 비중을 대폭 낮추었다.
표 8-10.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교
(단위: 억 위안, %)

연도

국유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2004.3

18,898
(19.2)

1,878
(7.1)

20,776
(16.6)

2004.12

15,751
(15.6)

1,402
(5.0)

17,176
(13.2)

2005

10,723
(10.5)

1,473
(4.2)

12,196
(8.9)

2007

11,150
(8.05)

860
(2.15)

512
(3.04)

131
(3.97)

32
(0.46)

-

2008

4,208
(2.81)

737
(1.51)

485
(2.33)

192
(3.94)

61
(0.83)

5,682
(2.45)

외자은행

합계

자료: 中国金融发展报告(2009).

라) 중간업무 규정 정비
21세기 초반까지 중국 상업은행의 업무는 여수신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중국 상업은행이 여
수신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중간업무’로 표현되는 다양한 업무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원화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중간업무는 2001년 7월 ‘상업은행 중간업무 잠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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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商业银行中间业务暂行规定)’이 제정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 잠정규정 제7~8장은 상업은행의 중간업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
은 열거조항이 아닌 예시조항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업무를 취급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7장 허가제(审批制) 중간업무: 어음인수, 신용장개설, 신용장, 파생금융업무 등
제8장 신고제(备案制) 중간업무: 각종 환어음 업무, 수출어음할인 및 수입대납, 정부채권의 대
리발행ᆞ인수 및 지급, 대리수납업무(代收代付) 등

3) 중국 은행업 시장 변화

가) 상업은행의 증시상장
최근 국유상업은행(공상, 중국, 건설)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채권비율
을 대폭 낮춘 후 홍콩과 상해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
다. 공상, 건설, 중국은행은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위축된 2009
년 6월 현재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 상업
은행 역시 증시상장 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표 8-11. 중국 상업은행의 증시상장 현황
홍콩증시
심천발전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중국민생은행
초상은행
화하은행
교통은행

상장시기
상해증시

1999.9.23
2000.12.19
2002.4.1
2003.9.12
2005.6.23
2007.5.15

심천증시
1991.4.3

공모규모

10억 위안
39.55억 위안
41.3억 위안
109.5억 위안
56억 위안
22억 달러
252.01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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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계속
연도
중국건설은행

홍콩증시
2005.10.27

상장시기
상해증시

2007.9.25
중국은행

2006.6.1
2006.7.5

중국공상은행
흥업은행
중신은행
영파은행
남경은행
북경은행

2006.10.27

2007.4

공모규모

심천증시

2006.10.27
2007.2.5
2007.4
2007.7.19
2007.7.19
2007.9.19

715.78억 홍콩달러
580.5억 위안
860억 홍콩달러
200억 위안
1249.5억 홍콩달러
466억 위안
159.96억 위안
462.74억 위안
41.4억 위안
69.3억 위안
150억 위안

나) 중간업무의 확대와 다원화
중국 국내상업은행은 여전히 여수신 중심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중간
표 8-12. 상장은행 중간업무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공상
중국
건설
교통
초상
포동발전
흥업
민생
화하
심천발전
중신
북경
남경

2005
6.4
7.4
6.6
6.0
8.2
2.2
2.4
2.9
2.6
4.4
3.1
1.4
3.5

자료: 中国金融发展报告(2009).

2006
9.0
9.7
9.0
6.6
10.1
3.0
3.2
6.0
3.0
4.3
4.4
3.0
3.9

2007
13.5
15.2
14.2
11.2
15.7
4.0
5.6
11.0
3.2
4.1
5.99
3.07
2.8

2008.9.
14.9
17.9
14.8
10.9
13.76
5.0
8.73
13.0
4.5
6.2
7.02
4.36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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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비중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유상업은행과 국유지주상업은행
(교통은행),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초상, 민생은행 등)의 중간업무 확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현재 중국 14개 상장은행의 비이자수입은 전년대비 67.5% 증가한
1,120.4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수속비 및 중개수수료 수입이 전년대비 115.5% 증
가한 1,154.4억 위안에 달한다.
표 8-13. 2007년 상장은행 부문별 수입규모
(단위: 억 위안, %)

은행

순이자수입

비이자수입

수속비 및
중개수수료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공상

2,245

37.3

297

73.0

344

110.4

중국

1,528

25.9

279

13.0

275

91.9

건설

1,928

37.3

267

171.1

313

130.7

교통

537

35.0

86

134.7

72

137.9

소계: 국유지주 상업은행

6,237

34.1

929

67.8

1,004

112.4

초상

339

57.6

71

116.3

64

156.1

중신

262

58.9

17

22.9

21

174.0

민생

226

39.7

27

112.0

24

133.0

포동발전

242

36.0

17

47.9

11

98.4

흥업

209

56.8

12

230.3

15

250.6

화하

113

52.3

30

12.3

5

48.4

심천발전

96

37.2

12

46.8

5

50.6

소계: 주식제상업은행

1,485

49.1

186

70.0

145

144.1

북경

72

31.1

4

30.9

3.0

69.1

남경

20

44.7

-0.3

-119.1

0.7

13.8

영파

21

39.0

1.8

54.2

1.7

52.7

소계: 도시 상업은행

112

34.7

5.9

-3.1

5.3

54.5

총계: 14개 은행

7,834

36.7

1,120

67.5

1,154

115.5

자료: 각 은행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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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국유지주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은 비이자수입(각각 67.8%
와 70.0%)과 수속비 및 중개수수료 수입(각각 112.4%와 144.1%)에서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하는 반면, 도시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현재 중국 상업은행의 중간업무 수입구조를 보면 대체로 대리업무가 비중
이나 성장률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카드 업무는 전반적으로 13~25% 수
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급결제업무는
11~17%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신탁서비스는 대체로
그 비중이 아직 크지 않으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초상은행은 신
탁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다른 상업은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8-14. 2007년 상업은행 중간업무 수입 구조
(단위: %)

은행카드
공상
중국
교통
건설
초상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13.2
49.9
13.1
28.4
25.1
95.7
17.3
32.7
25.8
83.9

지급결제

17.3
23.7
16.6
23.7
15.1
6.0
11.9
22.5
12.5
33.9

대리업무

39.8
252.7
40.0
143.3
28.1
6262.5
45.6
246.5
22.0
147.0

신용대출승인
신탁서비스
(信贷承诺)
2.2
4.5
44.5
118.2
14.0
3.6
30.3
95.6
5.2
11.8
5.0
380.9
3.1
9.2
50.5
80.9
6.4
26.5
46.2
921.8

기타

22.9
34.1
12.7
52.0
14.7
51.7
12.9
60.8
6.9
47.2

다) 소매금융의 확대
중국의 소비대출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는 주택대출의 빠른 증가에 힘입
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장쩌민정
부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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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5. 소비대출 규모
(단위: 억 위안, %)

연도

2001

소비대출

주택대출

규모 증가분 증가율 규모

6,990 2,755

5,598

2002 10,684 3,694

8,269

2003 15,733 5,091

11,780

2004 20,060 4,327

15,853

2005 22,056 1,996

18,297

2006 24,120 2,064

-

증가율

자동차대출

학비대출

기타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07 32,783 8,699

36.1 27,031

36.1

1,107

17.0

238

31.0 4,407 42.2

2008 37,267 4,611

13.7 29,831

10.4

1,309

19.1

277

16.7 5.850 32.7

자료: 中国人民银行, ｢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各 年版.

라) 투자은행업무의 확대
중국의 상업은행은 중간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투자은행업무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
다. 상업은행의 업무 중 중간업무와 투자은행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일이며,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최근 상업은
행이 투자은행 관련 전문부서를 설립하여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袁宏泉ㆍ赵燕(2007)은 현행법상 은행이 기업단기채권인수, 신디케이트론,
회사자산관리,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및 기금관리, 투자자문, 자
산증권화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재무고문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상은행은 2001년 상인은행부서를 설치하여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포동발전은행은 2005년 6월 투자은행부서를 설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신디케이트론, 재무고문, 부동산증권화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포동
발전은행은 2008년 2월 씨티그룹과 투자은행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자원, 상
품, 서비스 등 장점을 공유할 것과 중국기업의 중국 및 해외상장, 해외 M&A,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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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치, 대외투자 등 업무를 확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38) 한편 국유상업은
행인 공상은행은 2006년 12월 현재 북경, 상해, 감숙, 안휘, 산동, 광동, 심천 등
27개 지점에 투자은행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공상은행은 M&A, 신디케이트론, 기
업단기융자, 채권위탁판매, 기업상장 자문, 자산관리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는 농업은행 역시 지점에 투자은행부서를 설치하였다.39)
마)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본격화
2007년 가장 먼저 PB 사업을 시작한 중국은행은 고객기준을 100만 달러 이상
으로 설정하여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의 협조하에 7명의 프라이빗 뱅커와 6명
의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통은행이 200만 달러 이상으로
고객기준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다른 상업은행은 대체로 100만 달러 이상
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표 8-16. 중국 상업은행 고객선정 기준
은행

Private Banking Center

고객제한

중국은행(中国银行) 北京, 上海, 河南, 辽宁, 澳门

개인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객

공상은행(工商银行) 上海, 广州

개인금융자산 800만 위안 이상 고객

교통은행(交通银行) 北京, 上海, 广州, 深圳, 杭州

개인금융자산 200만 달러 이상 고객

초상은행(招商银行) 北京, 上海, 深圳

개인금융자산 1,000만 위안 이상 고객

중신은행(中信银行) 北京

개인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객

자료: 喻言(2008), 理财周刊, 2008: 13.

중국 국내은행은 잠재적 고객 확보를 위해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국내은행은 주로 기존 소매금융 고객을 세분화함으로써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선정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내은행 소매금융 고객의 고액자산 보유기준을 이해하는
38) 上海证券报, 2008. 2. 28(www.spdb.com.cn).
39) 中国城乡金融报, 2007. 12. 4(http://www.icbc.com.cn/icbc/投资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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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국 프라이빗 뱅킹의 실질적 고객을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 중국 국내은행의
중ㆍ고급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체로 10만 내지 50만 위안 이상 보유고객을 그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초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은행은 50만
위안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중ㆍ고급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자은행의 고객선정 기준은 대체로 중국 국내은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수 외자은행(Citi Bank, HSBC, DBS Bank 등)이 300만 달러 이상 고
객을 프라이빗 뱅킹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JP Morgan Chase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객을 프라이빗 뱅킹 고객으로 하고 있다. 한편 Barclays Bank(200만
달러 이상)와 Standard Chartered(100만 달러 이상)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표 8-17. 중국 외자은행 고객선정 기준
은행

고객기준

JP Morgan Chase(美国摩根大通银行)

개인금융자산 500만 달러 이상

Citi Bank(美国花旗银行)

개인금융자산 300만 달러 이상

HSBC(香港汇丰银行)

개인금융자산 300만 달러 이상

Standard Chartered(英国渣打银行)

개인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Barclays Bank(英国巴克莱银行)

개인금융자산 200만 달러 이상

DBS Bank(新加坡星展银行)

개인금융자산 300만 달러 이상

외자은행 역시 현 프라이빗 뱅킹 고객 이외의 고객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프라이빗 뱅킹 고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HSBC와
Standard Chartered 은행은 자산관리 대상을 5만 달러 이상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대동소이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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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중국 은행업은 여수신업무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
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여수신업무 외에 소위 ‘중간업무’가 양적, 질
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은행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
업의 중간업무는 법적으로 <상업은행 중간업무 잠정규정>에 근거를 두고 발전하
고 있으나 이 규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업무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 중간업무는 은행카드, 지급결제, 대리업무, 신용대출승인,
신탁서비스, 기타 등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간업무는 전반적으로 2008년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업무는 동년 200%에
근접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 투자은행업무와 프라이빗 뱅킹업무가 새로운 중간업무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투자은행업무는 증권사 중심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은행대출이 전체 자금조달에서
8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투자은행업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은행의 투자은행업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
는 업무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빗 뱅킹업무는 관련 규정
이 정비되기 전 현실적인 수요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프라이빗 뱅킹업무는 중국
부유층의 급증에 따라 투자은행업무와 함께 향후 더욱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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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증권업
1) 중국 증권시장 근황

가) 주식시장
최근 증권시장에서 채권발행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주식발행규
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주요지표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
장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3년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면 2000년 2,073.5포인트를 정점으로 2005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표 8-18. 중국 주식시장 주요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해종합주가지수

심천종합주가지수

2,073.5
1,641.4
(-20.7)
1,357.7
(-17.3)
1,511.7
(11.3)
1,267
(-16.2)
1,161
(-8.4)
2,675
(230.4)
5,261
(96.7)
1,821
(-65.4)

635.7
474.7
(-25.7)
388.8
(-18)
381.9
(-1.7)
315.8
(-17.4)
278.8
(-11.7)
550.6
(197.5)
1,447
(166.3)
553
(-61.8)

자료: 2008中国证券期货统计年鉴(2008).

자본조달
(억 위안)
2,103
1,252
(-22.8)
962
(-19.8)
1,358
(36.5)
1,520
(15.2)
1,883
(24.6)
5,594
(297.1)

상장회사(개)

1,088
1,160
1,224
1,287
1,377
1,381
1,434

7,728

1,550

3,47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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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보이고 있다. 심천종합주가지수 역시 상해종합주가지수와 전반적으로 비슷
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종합주가지수가 다소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적
격 역외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QFII)에 힘입
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06~07년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그동안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던 상장 국유기업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이
대부분 완료되고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기간 설정,
블록매매 조치, 기관투자가 투자 장려 등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8년 주가
급락은 유통주 전환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해제, 세계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2000년 4조 8,091억 위안을 기록한 이래
2003년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6
년 시가총액이 8조 9,404억 위안으로 크게 회복되면서 2000년의 두 배 수준에 근
접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무려 32조 7,141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주식투자자 계좌는 주식시장이 침체된 지난 수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2001년과 2002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
업의 신규상장이나 증자에 힘입어 상승세를 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2005년부터 B주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중단한 것이다. 전체 상장기업은 중
국 주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매년 신규 상장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
1,088개에서 2007년 1,550개로 증가하고 있다. 주식거래량 역시 2003~04년을 제
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이어가다 2006~07년 크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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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9. 중국 주식시장 추이
연도

A주 조달 B 주 조달
(억 위안) (억 위안)

투자자
개설계좌 수
(만개)

1999
2000

893.6
1,527.0

3.8
14.0

4,810.6
6,154.5

2001

1,182.1

0.0

6,965.9

2002

779.8

0.0

7,202.2

2003

819.6

3.5

7,344.4

2004

835.7

27.2

7,588.3

2005

338.1

0.0

7,712.3

2006

2,463.7

0.0

8,249.3

2007
2008

7,728.2
3,472

0.0
0.0

13,887.0
14,717

주식시가총액
(억 위안)

주식유통시가
(억 위안)

주식거래금액
(억 위안)

26,471.2
48,091.0
43,522.2
(-9.5)
38,329.1
(-11.9)
42,457.7
(10.7)
37,055.6
(-12.8)
32,430.3
(-12.5)
89,403.9
(275.7)
327,140.9
121,366

8,214.0
16,087.5

31,319.6
60,826.7
38,305.2
(-37)
27,990.5
(-27.4)
32,115.3
(11.4)
42,334.0
(36.8)
31,664.8
(-25.3)
90,469.0
(225.1)
460,554.9
267,112.7

14,463.2
12,484.6
13,178.5
11,688.6
10,630.5
25,003.6
93,064.4
45,213

주: 투자자개설계좌는 A, B주식과 펀드에 개설된 계좌임.
자료: 중국증권선물통계연감(2008).

나) 채권시장의 규모
중국의 채권유통시장은 상하이, 선전의 증권거래소, 은행간 시장, 장외(OTC)시
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은행간 시장은 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만 참여 가능하다.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2002년 6월부터 4
대 국유상업은행의 인터넷망을 통해 OTC방식에 의한 국채 매매가 개시되었다. 중
국의 채권시장은 국채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
채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2007년 채권 자금조달금액은 약 2조 3,910억 위안이며,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채권발행이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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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7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금액은 2006년
대비 31.6%가 증가한 5,181억 위안에 달한다. 그중 국유기업채권은 2006년 대비
73% 증가한 1,720억 위안이며, 단기융자채권은 2006년 대비 14.7% 증가한 3,349
억 위안이며, 상장기업의 채권발행은 112억 위안이었다.
표 8-20. 중국 정부의 국채 발행 추이
(단위 : 억 위안)

연도

국채

금융채권

국유기업
채권

기타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 단기융자 자산유동
권부채권
채권
화증권

2001

4,884.0

2,590.0

147.0

-

0

-

-

-

2002

5,934.3

3,075.0

325.0

-

41.5

-

-

-

2003

6,280.1

4,561.4

358.0

-

181.6

-

-

-

2004

6,923.9

5,093.3

327.0

-

209.3

-

-

-

2005

7,042.0

7,117.0

2,046.5

-

0

-

1,424.0

140.6

2006

8,883.3

9,520.0

3,938.3

-

40.0

208.4

2,919.5

279.9

2007 23,139.1 11,904.6

1,719.9

112.0

90.9

99.9

3,349.1

178.1

주: 2005년 이후의 금융채권 자료는 은행의 표준이하(次级) 채권 포함.
자료: 중국채권신식왕(www.chinabond.com.cn); 중국증권선물통계연감(2008).

2) 중국 증권업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비유통주 개혁
(1) 의의
상장 국유기업의 비유통주 개혁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상장 국유기업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은 기존 주식제 개혁만으로 개선되지
않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상장 국유기업의 비유통주가 유통가능하게 됨으로써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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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될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유기업 비유통주 개혁은 증권시장을 활성
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 성과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정책은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 시도된 바가 있었으
나 주식시장의 공급물량 과다에 대한 우려로 주가폭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후
비유통주 개혁정책은 2004년 3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광동 고속도로의 비
유통주 4,500만 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도록 허가하면서 다시 진행되었다. 2005년 5
월에는 칭화통팡(清华同方), 산이중공(三一重工), 상하이즈장(上海紫江), 허베이진
니우에너지(河北金牛能源) 등 네 업체를 국유주 매각 시범업체로 선정하였다. 결국
46개 비유통주 시범기업 중 45개가 주주의 매각동의를 얻음으로써 1, 2차 비유통
주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40) 2005년 8월에는 5개 부처(중국 증권감독관
리위원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상무부 등)가 공동으로
비유통주 개혁을 1,300여 개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08년 현재 대부분 상장기업은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을 완료하였다. 중국정
부는 비유통주 개혁으로 인한 공급물량 과다를 우려,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2006~07년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주식시장의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주가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년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상승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
용할 전망이다.

40) 대다수 기업들은 주가하락 우려로 반발이 예상되는 일반주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유통주 100주
당 30주의 비유통주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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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보호예수 물량의 형태별 구분
(단위 : 억 위안)

연도

해제 전체 물량

주식개혁 비유통주

상장 비유통주

2009

31,920

14,271

16,803

2010

33,405

3,675

28,169

2011

8,189

3,242

3,832

자료: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나) 주식시장의 개방 확대
(1) WTO 양허안 이행
중국정부는 2006년 12월 WTO 양허안에 따라 기본적인 증권시장 개방을 완료
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 WTO 양허안에 없지만 중국정부가 추가적으로 증권시장
개방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있다.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나 전략적 기관투자가와 같
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외에도 선물시장 개방, 보험회사의 주식투자조건 완화,
비유통주 개혁 등 다양한 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나 전
표 8-22. 중국증권업 개방 내용 분류

WTO 양허
이행내용

WTO 양허
이외
개방내용

-

외국인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지분 33% 보유 허용
외국 증권사 중국사무소에 증권거래소 특별회원 자격 부여
외국 증권사 B 주식 직접 거래 허용
외국 투자가에게 합작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
합작법인을 통한 내국인주식(A 주식) 및 채권 인수ᆞ매매 참여 허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허용
외국인의 자산운용사 지분 49% 보유 허용
QFII(적격 역외기관투자가) 제도 도입
선물시장 외국인투자가에게 개방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선물 중개기관 지분 보유 허용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총자산의 5% 이내)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 지속(1,400여개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
외국인 전략적 기관투자가 A주식 직접 거래 허용(2006.2)
증권사 구조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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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기관투자가 제도는 중국정부가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A주 시장에 대해 예외
적으로 취하는 개방조치에 해당한다.
(2) 적격 역외기관투자가
적격 역외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QFII)란
역외기관투자가들이 중국 금융감독관리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경우 일정
한도의 금액을 들여와 중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정부는 QFII제도를 시행한 후 투자한도 상한 기준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2005년 8월 24일에는 법률상 투자한도 상한기준을 기존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
러로 증액함으로써 QFII 투자규모를 확대하였다. 2007년 12월 중국정부는 다시
QFII 투자한도액을 3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2008년 4월 현재 QFII 비준 건수는
총 76건으로 실제 승인된 투자한도액은 이미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9년 10월 12일부터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연금펀드ㆍ보
험사ㆍ투자신탁회사 등 적격 역외기관투자가의 보유지분 매각 제한기한(lockup
period)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41)
(3) 전략적 기관투자가 제도
2006년 1월 5일 중국증감위와 상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관리국 등 5개
기관이 연합하여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적 투자 관리방안(外国投资
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인 전략적 투자
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장기 전략적 합병투자자를 의미한다. 외국인투자자는 해

41) 연합뉴스, 20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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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업 혹은 모기업의 해외보유자산 총액이 미화 1억 달러 혹은 해외관리자산 총
액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이며,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관리감독기구의 중대 제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동 방안은 QFII 제도와 상당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 제도 모두 외국인의 A주 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QFII는 쿼터 범위 내에서 소액투자나 매도시기에 제
한이 없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남기는 데 유리하다. 반면 전략적 기관투자가는 쿼
터 제한은 없으나 10% 이상 대량 지분을 매입해야 하며 매입 후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성장전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에
M&A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략적 기관투자가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M&A는 회사법의 적용을 받고 상장기
업에 대한 M&A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량 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표 8-23. QFII와 전략적 기관투자가 제도의 비교
QFII

전략적 기관투자가

투자주체

기관투자가: 상업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양로기금, 자선기금, 기부기금,
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 기업

신청조건
(자산규모)

운용자산 100억 달러 이상,
기금이나 신탁회사는 제한 예외

해외보유자산 1억 달러 혹은
해외관리자산 5억 달러

쿼터 할당

있음

없음

지분 매입 규모

A주 소량 매입 가능

A주 10% 이상 매입 요

매도 제한

없음

3년 이내 불가

(4) 외국기업의 중국 증시상장
2009년 5월 11일 런던에서 왕치산(王歧山) 부총리는 달링(Alistair Darling)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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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관과 가진 고위급 경제회담에서 중국정부가 영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일정
한 조건하에 주식 또는 예탁증권을 본토시장에 상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42) 또한 9월 11일 팡싱하이(方星海) 상해 금융사무소 주임은 2010년 초 1~2
개의 외국 기업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외
국기업의 중국 증시상장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중국 증시를 개방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신보(信報)는 영국 HSBC홀딩스 외 홍콩의 항셍은행(恒生银行)과 동아은행
(BEA)이 상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HSBC는 최근 중신증권과 중
국국제금융공사(CICC)를 상장 주간사로 선정한 바 있다.43)
다) 차스닥 시장 개설
2009년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해당하는 중국 ‘차스닥(ChiNext)’ 시장이 드디어
개설되었다. 28개 기업이 상장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중국 차스닥 시장이 10월 30
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중국증권감독위는 상장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의 성장성과 상장신청의 적법성,
정보공개, 관리능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상장이 거부
된 난징판능(南京磐能) 전력회사와 상하이둥지둥제(上海同濟同捷) 과학기술회사 등
2개 기업은 성장성ㆍ수익성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44)
업종별로는 전기, 의복, 생물제약, 전자, 정보기술(IT), 조선, 의료기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농업장비, 통신서비스, 물류 등이 주류를 이룬다.45) 28개 상장
사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 민영기업으로 주주들이 부자, 형제, 부부 등 혈연관계에

42)
43)
44)
45)

아시아포스트, 2009. 5. 16.
서울경제, 2009. 9. 11.
아시아경제, 2009. 9. 23.
헤럴드경제, 200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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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회사 CEO도 가족이 많았다. 이는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46)
차스닥 시장의 주력 투자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월
23일 현재 자산운용사는 전체 투자액의 43%에 달하는 1,243억 위안을 투자하였다.
3) 중국 증권시장의 변화
가) 주식시장의 고도성장
중국 주식시장은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후 보호예수기간 설정, 증권사 구조조
정 지원 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7년 10월 상해종합주가지수
는 6,000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005년 11월 저점대비 5.5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주식 시가총액과 비유통주 시가총액은 각각 10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와 증권투자기금(자산운용사)의 성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 중국증시는 비유통주 보호예수 해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으나 증시 호황기에 성장한 증권 관련 기업들은
2005년 이전에 비해 자산규모나 영업이익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나) 기관투자가의 증가
초기 중국 증권시장에는 증권사와 증권투자기금(자산운용사) 두 종류의 기관투
자가만 존재하였으나 최근 사회보장기금, 보험기금, 기업연금, 적격 역외기관투자
가 등으로 다원화되고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46) 연합뉴스,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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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투자기금
중국의 기관투자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증권투자기금으로, 1990년대 초부터
주식시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1997년 11월 14일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증권투자
기금 관리에 대한 잠정방안｣을 발표한 후 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
권시장의 기금업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 10월 8일 중국 증감위가
｢개방형 증권투자기금 시험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중국 증권투자기금의 대부분
을 차지하던 폐쇄형 기금(closed-end fund)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개방형 기금
(open-end fund)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 17일 현재
중국의 기금 수는 316개이며, 금액은 3조 2,013억 위안에 달한다.
(2) 사회보장기금47)
2001년 발표된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 잠정방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기금
의 투자범위는 은행예금과 국채투자 비중이 5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회사채와
금융채의 투자비중이 10%를 넘어서면 안 되며, 증권투자기금과 주식투자 비중이
4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보장기금은 2001~02년 평균수익률이 2.5%에 불과하며 은행예금과 채권에
98%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6월 이후 사회보장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투자의 비중이 2002년 1%에서 2004년 3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사회보장기금의 수익률은 2001년 2.3%에서 2005년 4.2%로 크게 상승하였다.

47)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기금의 정확한 용어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모여 있
는 사회보장기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관리를 맡고 있으며, 국유주 매각, 중앙정부 재
정지출 및 기타 방법으로 모집하고, 그것을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한 자금이다.

38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표 8-24. 중국 사회보장기금 투자 현황
연도

은행 예금

채권 및 기타

주식

이자 수익

억 위안

%

억 위안

%

억 위안

%

2001

520

65

269

34

13

2002

939

76

279

23

13

2003

600

45

392

29

2004

655

38

342

2005

1,021

48

2006

952

34

자산
총액

수익률

억 위안

%

억 위안

%

2

2

0.3

805

2.3

1

11

0.8

1,242

2.8

319

24

15

1.1

1,325

3.6

21

613

36

16

0.9

1,712

3.3

349

17

730

35

18

0.8

2,118

4.2

1,615

57

243

9

18

0.6

2,828

2.9

자료: 中国金融发展报告(2009).

(3) 보험회사48)
1999년 10월 29일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위)가 ｢보험회사의 증권투자
펀드 투자에 대한 관리 잠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회사는 증권투자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0월 24일 중국 보감위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가 공동으로 ｢보험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관리에
대한 잠정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기관투자가로서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보험회사는 2005년 2월부터 총자산의 5% 이내에
서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1~07년 중국 보험업 자산총액은 연평균 36% 성장하여 4,592억 위안에서 2
조 9,004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 기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2% 증가
하여 2001년 2,109억 위안에서 2007년 7,03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
액은 2001년 1,004억 위안에서 2007년 2조 206억 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48) 1995년의 중국 보험법 규정은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을 은행예금, 정부채 매매, 금융채권 및 국무
원이 규정하는 기타 운용방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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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5. 중국 보험업 투자 현황
(단위: 억 위안)

연도

자산총액 은행예금

투자
국채

증권투자기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영업비용

2001

4,592

1,930

795

209

2,109

598

258

2002

6,595

3,026

1,107

307

3,053

706

312

2003

8,619

4,307

1,355

510

3,530

735

308

2004

11,853

5,068

2,651

673

4,308

1,005

436

2005

15,226

5,240

3,588

1,099

4,927

1,129

525

2006

19,731

5,989

11,796

5,641

1,438

667

2007

29,004

6,516

20,206

7,036

2,265

948

자료: www.circ.gov.cn

(4) 기업연금
기업연금은 2004년 4월 23일 ｢기업연금기금관리 시행방법｣과 동년 5월 1일 ｢기
업연급 시행방법｣ 발표 이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 후 2004년 11월 10일
｢기업연금기금 증권투자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와 2005년 2월 4일 ｢기업연금기
금관리기구 비준 인정 잠정방법｣이 발표되면서 동년 3월 1일부터 기업연금의 주식
시장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1차로 2005년 37개 기업연금
관리기구를 비준하였으며, 2차로 2007년 11월 24개 기업연금 관리기구를 비준하
였다. 기업연금은 2006년 260억 위안이 신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규모가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적격 역외기관투자가
중국정부의 적격 역외기관투자가 비준 증가, 적격 역외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
증가 등을 통해 적격 역외기관투자가의 투자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적격 역외기관투자가가 전체 투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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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2007년 중국 주식시장 투자자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개인투자자가
51.3%로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증권투자펀드가 25.7%, 기타 기관
투자자가 16.6%, 증권회사가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 주식시장 투자자별 시장 점유율(2007년)

자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다) 상장기업 M&A 확대
상푸린(尙福林)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제1회 상장사 인수합병(M&A)
심사위원회 설립 대회를 통해 요건에 부합한 상장사들의 M&A를 적극 지지한다면
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23
개 상장사가 거래금액 8,334억 위안 규모의 M&A를 진행하였다. 기업별로는 중국
뤼예(中國呂業), 중국선박(中國船舶), 중국원양(中國遠洋), 창장전력(長江電力), 하이
뤄시멘트(海螺水泥), 칭다오하이얼(靑島海爾) 등이 M&A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
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49)

49) 연합뉴스, 2009. 9. 29.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383

4) 소결
중국 증권시장은 2006년까지 WTO 양허에 따라 기본적인 개방을 마무리하였으
며, 동시에 양허에 없는 시장개방(QFII, 전략적 투자가, 외국기업의 중국 증시상장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중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증권시장은 비유통주 개
혁, 증권사 구조조정, 기관투자가 육성, 차스닥 시장 개설 등 내부적인 제도개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증권시장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시장개방조치나 내부 제도개혁이 향후 10년간 심화단계에 진입하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보험업
1) 현황
가) 중국 보험시장의 규모
중국 보험시장은 1998~2000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보험료수입은 9,784억 위안으로, 1990~
2008년 중 보험료수입의 연간 평균성장률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보험회사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3.34조 위안에 달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중국내 생명보험부문과 손해보험부문의 비율은 보험료수입 기준으
로 생명보험 부문이 약 68%(6,658억 위안), 손해보험 부문이 약 32%(2,337억 위
안)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 성장률을 보면 2001~03년에는 생명보험의 성장
률이 손해보험보다 높았으나 2004년, 2006~07년 사이 손해보험의 성장률이 생명
보험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다시 생명보험의 성장률(47.8%)이 손
해보험의 성장률(21.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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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6. 중국 보험산업 보험료수입
연도

GDP
(10억 위안)

GDP
성장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593
10,240
11,192
12,211
18,230
20,940
24,662
30,067

7.3
8.0
9.3
9.1
9.9
10.7
11.4
9.0

보험료수입
(10억 위안)
211
305
388
432
493
564
704
978

증가율(%)
32.1
44.8
27.1
11.3
14.0
14.4
24.8
39

주: 2004년 이전 자료는 “Financial Service in China”(China Knowledge Press 2005)를 인용했으며,
2005년 이후 자료는 중국국가통계국 및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임.

표 8-27.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수입
(단위: 10억 위안,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험료수입
생명보험
142
228
301
323
370
406
504
745

증가율
손해보험
69
78
87
109
123
158
200
224

생명보험
42.8
59.8
32.4
7.2
14.6
9.7
24.2
47.8

손해보험
14.5
13.6
11.7
25.3
12.8
28.5
32.6
21.5

주: 생명보험(人身保险) 통계에는 인수보험(人寿保险)과 건강보험(健康险),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伤
害险) 등이 포함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각 연도.

2008년 중국은 보험료수입 기준 세계 9위권에 해당하나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
위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보험시장이 아직 미성숙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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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보험침투도(심도)와 보험밀도
보험시장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주요지표인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50)
와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51)는 2008년 말 현재 각각 3.26% 및 736위안으
로 1980년대비 4배 및 36배 증가하였다.
표 8-28. 중국 보험업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 변화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험침투도(%)
2.2
3.0
3.5
3.5
2.7
2.7
3.26

보험밀도(위안)
165
238
300
332
379
432
532
736

2) 보험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보험자금의 투자범위 확대
① 증시투자
중국은 2004년 보험사에 총자산의 5% 범위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
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개정)｣은 보험자금의 투
자범위를 은행예금, 채권 매매, 주식, 증권투자기금 등 유가증권 외에 부동산 투자,
국무원이 정한 기타 자금운영형식 등으로 확대하였다(106조).
50) 보험침투도는 총보험료/GDP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11.1%로 저개발국일수록 침투도가 낮다.
51) 보험밀도는 총보험료/총인구로 표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71.3달러로 저개발국일수록 밀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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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투자
2009년 10월 개정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부동산시장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2월 통과된 보험법은 보험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는 원칙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후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자금의 부동산투
자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부동산투자를 구체화하는 길을 마련
하였다.52) 보험업종의 부동산투자 규모는 1차로 자산의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 보험사 총자산이 3조 3,400억 위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700억 위안이 부동산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53)
중국정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자국 보험회사들의 투
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해외 저명 부동산 중개업체 존스 랭 라살은 중국 보험사
의 전체 자산이 2009년 8월 현재 5,4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는 3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54)
나) 3대 보험사의 상장과 독점구도
중국인수(中国人寿), 중국평안(中国平安), 중국태보(中国太保) 등 중국 3대 보
험사는 A주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였다. 그 결과 3대 상장 보험사는 중국 인
수보험(寿险)의 60%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태보(中国太保)와 중국
평안(中国平安)은 손해보험시장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52) 신화통신, 2009. 10. 21.
53) 연합뉴스, 2009. 10. 21.
54) 연합뉴스,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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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 시장 변화
가) 보험자금 운영
중국 보험자금 운영액은 2007년 현재 22.7조 위안에 달하며, 그 수익률은 2003
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상반기 현재
보험자금의 투자구조를 보면 은행예금이 25.8%, 채권 53.6%, 증권투자기금 6.9%,
주식(주권) 10.7%를 점하고 있다. 2008년 11월 현재 보험자금은 은행 예금과 채
권에 투자한 비율이 86%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주식과 기금에 투자
한 비율도 11.7%를 기록하고 있다.
표 8-29. 보험자금 운영 수익률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수익률

2001

4.30

2002

3.14

2003

2.68

2004

2.87

2005

3.60

2006

5.80

2007

10.33

자료: 中国金融发展报告(2009).

나) 보험중개 보험료수입의 절대적 우위
2008년 현재 중국 보험사가 보험중개를 통해 얻는 보험료수입은 전체 보험료수
입의 82%를 상회하여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보험중개(中介)시장은 크게 전
문 보험중개기관, 보험업 겸업 기관, 보험영업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2008년
보험중개기관과 보험업 겸업 기관, 보험영업원 등이 전체 보험료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각각 5.3%, 42.4%, 34.6%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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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0. 보험중개시장의 성장 현황
(단위: 억 위안, %)

연도

보험사의 보험중개
보험료수입

보험사의 보험중개 보험료수입이
전체 보험료수입에서 점하는
비중

보험사의
보험중개
영업이익

전문 중개기구의
수익

2007

5,793.4
(29.4)

82.3

600.6
(47.3)

1.95
(96.2)

2008

8,043.5
(38.8)

82.2

720
(19.9)

2.6
(30.8)

다) 은행보험의 보험시장 견인
은행보험은 2000~04년 급격히 성장한 바 있으며, 2008년 전년대비 107% 성장
하는 등 근년 다시 급성장하면서 전체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은
행보험 보험료수입이 총보험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36.3%를 점하고 있다. 은행보험이 전체 보험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3을 넘어서면서 전체 보험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8-31. 은행보험업무의 성장 추이
(단위: 억 위안, %)

연도

은행보험
보험료수입

은행보험
성장률

은행보험 보험료수입이
총보험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

44.6

519

2.1

2002

468

950

15.3

2003

765

63.5

19.7

2004

795

3.9

18.4

2005

923.2

16.1

18.7

2006

1,175.5

27.3

20.8

2007

1,710.3

45.5

24.3

2008

3,546.5

107

36.3

자료: 中国金融发展报告(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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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중국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보험시장은 심도와 밀도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 기간 고도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보험시장은 몇몇 보
험사의 독과점적인 성격이 매우 뚜렷하며, 대외개방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 보험료수입에서 중개 보험료수입이 절대적인 비중
을 점하고 있으며, 중개 보험료수입 중에서도 은행 보험료수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보험사는 중국 보험시장 진출시 장기 전략과 중국 보
험사와의 협력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중국 투자은행
1) 중국 투자은행의 발전 여건
중국 투자은행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한 것은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과 관련되
어 있으며, 중국 투자은행의 발전모델을 전망하기 위해서도 투자은행과 관련된 중
국 금융시장의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금융시장은 은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증권시
장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2001~07년 사
이 중국 비금융기관의 외부자본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78% 범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채를 통한 자본조달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에는 3.6%에 그치고 있다.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 비중은 2005~07년 그 비중이
5% 전후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 비중은 2007년 13.1%로 전
년대비 2배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채의 자본조달 비중이 하락하고
회사채와 주식의 자본조달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의 자본조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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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적이다.
둘째, 중국의 금융시장은 분업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
험 등 금융업무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겸업경영 추이
에 맞추어 중국 금융시장에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가
겸업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일부 보험상품을
취급하는가 하면, 2004년에는 보험사의 주식투자를 총자산의 5% 범위에서 허용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증권 인수, 자기매매, 위탁매매 등 증권사의 본질
적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증권사 역시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없다.
셋째, 중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시장의 분업주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으
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감독기관의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통합적인 감독시스템
이 미비된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증권, 보험 등 업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증
권 업무에 대한 감독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쉽다.
넷째,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 파생금융상품이 그다지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물시장은 1993년 출범하여 연간 거래액이 1993년 5,521억 위안에서 2006년 21
조 63억 위안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옵션시장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도 비교적 단조롭다.
2) 투자은행 모델별 발전사례

가) 독립계 투자은행 모델
‘독립계 투자은행’이란 전문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상업은행과 어떤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적인 자체 법인을 의미한다. 중국내
독립계 투자은행은 중국 증권회사와 중외합자 증권회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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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 증권회사
중국 증권회사는 증권인수, 증권 위탁매매 등 전통적 중개업무가 업무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단조로운 영업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 증권시장이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가면서 증권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중국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992년 5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1,550개로 크
게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은 1992년 1,048억 위안에서 2007년 32조 7,140억 위
안으로 증가하였다. 중국 증권사는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수가 133
개에 달하였으나 2005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2006년에는 104
개로 감소하였다. 증권사 구조조정의 결과 중국 증권사는 평균 자본규모 제고, 전
국적 지점망 구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영세성을 극복하게 되었다.
표 8-32. 중국 증시 상장회사 증가 추이
연도

중국내
상장회사(개)

시가총액(억 위안)

증권사(개)

2001

1,160

43,522

109

2002

1,224

38,329

127

2003

1,287

42,457

133

2004

1,377

37,055

133

2005

1,381

32,430

116

2006

1,434

89,403

104

2007

1,550

327,140

106

2008

1,604

121,366

107

자료: 中国证券期货统计年鉴, 각년판.

② 중외 합자 증권사
• 사례1: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
중국 증권사는 그 외에도 해외 투자은행과 합자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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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이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는
중국건은투자유한책임공사가 43.3%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
로 모건스탠리 34.3%, 중국경제기술담보회사 7.6%,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 7.35%,
명력그룹(名力集團)지주회사 7.35% 등의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는 유가증권 위탁매매 및 중개업무 이외에 자산관리, 재무
고문, M&A, 기업 구조조정, 펀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중국국제
금융유한공사는 합자기업이지만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재정부 및 금융감독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동 공사는 단순 M&A를
넘어서 해외투자유치와 현지화를 잘 조화시킨 발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모델
최근에는 금융지주회사(종합금융그룹)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 펀드, 보험,
투신 등 사업을 경영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
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정책지주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은행지주회사 자회사 모델
이 모델은 은행이 지주회사가 되어 자회사(투자은행)를 설립, 펀드, 보험 등 투
자은행업무를 취급하는 유형이다.
• 사례2: 공상동아금융지주회사
공상은행은 2005년 10월 28일 전액 정부출자 국유상업은행에서 주식제 상업은
행인 중국공상은행주식회사(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이하 공상은행)로 발전하
였다. 공상은행은 동아은행과 합자로 공상동아은행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공상
은행과 동아은행이 각각 동 주식회사 지분의 75%와 2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5년 6월 공상은행(55%)은 크레디트 스위스(25%), 중국원양운송회사(2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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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2억 위안을 출자하여 공은서신펀드관리회사(工银瑞信基金管理公司)를 설
립하였다.
• 사례3: 중국은행지주회사
중국은행지주회사(中国银行控股有限公司)는 2004년 북경에 설립되었으며, 2006
년 7월 5일 상해증시에 상장되었다. 중국은행지주회사는 상업은행업무 이외에 투
자은행,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중은홍콩(中银香港), 중은인터내셔널(中银国际), 중
은보험(中银保险)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② 비은행지주회사 자회사 모델
이 모델은 은행이 아닌 금융사가 자회사(투자은행)를 설립하여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사례4: 중국광대그룹(光大集團)
1990년 설립된 중국광대그룹은 북경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 은행, 증권, 보험,
투자자문 등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이다. 광대그룹(지주회사)은 광대은행(아시아개
발은행 등 130개 주주가 지분 보유), 광대증권(전국 10대 증권사), 광대용명생명보
험회사(光大永明人寿保险公司, 광대그룹과 캐나다 Eternal Bright 금융의 합자회
사) 외에도 광대투자관리회사, 광대부동산개발회사, 광대국제호텔관리유한공사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 사례5: 중국중신그룹(中信集團)
중신그룹의 사업부문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부문은
은행, 증권, 보험, 신탁, 자산관리, 펀드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중신그룹(지주회사)은 자회사인 중신증권을 통해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중신그룹의 모태인 중신증권유한책임공사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1999년
중신증권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 중신증권은 중국 최초의 상장 증권사로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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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융자업무, 자산관리업무, 자금운영업무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다 2003년에
는 M&A에 적극 뛰어들었다. 중신증권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본으로 청도만통
증권과 화하증권, 금통증권 등을 인수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중신그룹은 2005년 11월 1,0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하여 홍콩에 중신증권유한공
사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1월에는 중신증권유한공사의 투자은행업무와 국제투자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3억 홍콩달러를 증자하였다.

③ 국가의 정책성출자 지주회사의 자회사 모델
• 사례6: 중국은하금융지주회사
2005년 8월 8일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55억 위안)와 재정부(15억 위안)는 70억
위안을 출자하여 중국은하금융지주회사(中国银河金融控股有限责任公司)를 설립하
였다. 중국은하금융지주회사는 은하증권주식회사, 은하투자유한회사, 은하펀드회사,
은하보험중개유한회사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은하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상업은행, 신탁투자, 산업펀드, 양로보험, QDII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장하
고 있다.
다) 상업은행의 내부 겸영 모델
본 모델은 상기 두 모델과 달리 상업은행이 내부에서 직접 투자은행업무를 취급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모델은 중국 금융시장이 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무영역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부자금
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본 모델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1995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의 금융채권 발행, 정부채
권 위탁매매, 보험업무 대리 등 일부 투자은행업무와 보험업무를 허용하였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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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은행 콜머니(call money) 시장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증권투자기금)에 개
방하였다. 2000년 2월 중국인민은행은 증권사가 자사 주식 혹은 증권투자기금을
담보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1년 7월 ｢상업은행중개
업무임시규정｣을 통해 상업은행은 재무컨설팅, 신디케이트론, 펀드관리, 파생금융
상품 등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제한적으로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광범위
한 인력과 지점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상은행은 2001
년 상인은행부서를 설치하여 투자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포동발전은행은
2005년 6월 투자은행부서를 설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신디
케이트론, 재무고문, 부동산증권화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포동발전은행은 2008
년 2월 씨티그룹과 투자은행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자원, 상품, 서비스 등 장점
을 공유할 것과 중국기업의 중국 및 해외상장, 해외 M&A, 외자유치, 대외투자 등
업무를 확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은 2006년
12월 현재 북경, 상해, 감숙, 안휘, 산동, 광동, 심천 등 27개 지점에 투자은행부서
를 설치하고 있다. 공상은행은 M&A, 신디케이트론, 기업단기융자, 채권위탁판매,
기업상장 자문, 자산관리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는 농업은행 역
시 지점에 투자은행부서를 설치하였다.
3) 중국 투자은행업의 고도성장

가) 증권계 투자은행
2004년까지 중국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3개에 달하였으나 증권사
구조조정의 결과 2005년 116개, 2006년 104개로 줄어들었으며, 2007년에는 106
개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증권사의 자산규모는 2005년 3,070억 위안에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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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313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중 순자산은 2005년 628억 위안에서
2007년 3,447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중국 증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시호
조에 힘입어 2005년 각각 109억 위안과 -118억 위안에서 2007년 각각 2,847억
위안과 1,320억 위안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 증권사 순이익은 2001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2~05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증권사 순이익은 2006년 255억 위안 흑자로 전환하면
서 2007년에는 무려 1,32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표 8-33. 중국 증권사 자산 및 수익
(단위: 개, 억 위안)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회사
(순이익회사)
109
127
133
133
116
(30)
104
(95)
106
(104)

총자산

순자산

영업이익

순이익

6
-37
-62
-101
3,070

628

109

-118

6,203

1,072

600

255

17,313

3,447

2,847

1,320

자료: 中国证券期货统计年鉴, 각년판.

중국 증권사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불과
6개에서 2006년 58개로 증가하였다. 선물회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도 있
으나 1998년 278개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면서 2006년 183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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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4. 중국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의 변화 추이
(단위: 개)

연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2001

109

15

200

2002

127

21

179

2003

133

34

186

2004

133

45

188

2005

116

53

183

2006

104

58

183

2007

106

자료: 상동.

2006~07년 중국 증시의 급등과 증권사 수익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수
익구조는 선진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중국
증권사는 특히 주식중개업무의 비중이 5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투자 및 기타 투자업무는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나 모
건스탠리 등 선진 투자은행은 자기투자 및 기타 투자업무의 비중이 50% 전후를 기
록하고 있으며, 주식중개업무의 비중은 10%대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8-35. 중국 증권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단위 : %)

업무별

중국 증권회사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투자은행업무

5

15

14

14

자산관리업무

1

11

15

19

주식중개업무

56

15

11

17

자기투자 및
기타 투자업무

30

59

48

35

기타업무

8

0

12

15

주: 중국증권회사는 2007년말 자료, 기타국가회사는 2006년말 자료.
자료: 中国证券期货统计年鉴(2008);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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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투자은행이 위축되는 반면, 중국 투자은
행의 순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축 외에도 2009년 9
월 현재 중국 A주 IPO 규모가 세계 IPO의 절반 수준에 달한 것에 기인한다.55)
2009년 9월 현재 세계 투자은행의 IPO 주관 수입은 중진공사(中金, CICC)와 중
신증권(中信, CITIC)이 각각 1, 2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
스, JP모건체이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국의 동팡(東方)증권이 8위에 올랐
다. 2009년 9월 현재 중국 A주 시장에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56억
8,100만 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중진공사와 중신증권의 IPO 주관 규모는 각각 183
억 달러와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나) 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중국 은행의 투자은행업무는 자회사를 통한 취급과 은행 자체의 투자은행업무
취급이라는 두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전자의 예를 들면 중신공사(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중신실업은행이 은행업무, 중신증권이 증권업무, 신성인수가 보험업무,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가 신탁투자업무를 취급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은행이 여수신 업무에서 벗어나 중간업무를 발전시키는 일환으
로 다양한 투자은행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중국 은행의 수입구조는
여전히 여수신 금리차를 통한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은행의 투자은행업무 발전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5) 헤럴드경제,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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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6. 중국의 겸업경영 금융기구
지주회사

은행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

신탁투자업무

중신공사
(中心公司)

중신실업은행
(中信实业银行)

중신증권
(中信证券)

신성인수
(信诚人寿)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中国国际信托公司)

광다집단
(光大集团)

광다은행
(光大银行)

중국은행
(中国银行)
건설은행
(建设银行)
공상은행
(工商银行)

중국은행
(中国银行)
건설은행
(建设银行)
공상은행
(工商银行)

초상은행
(招商银行)

초상은행
(招商银行)

산동전력집단
(山东电力集团)

화하은행
(华夏银行)

광대증권
(广大与证券),
신은만국증권
(申银万国证券)
중은국제
(中银国际)
중국국제금융공사
(中国国际金融公司)
서민증권
(西敏证券)
국통증권
(国通证券),
장성증권
(长城证券)
위생증권
(蔚生证券),
상재증권
(湘财证券)

광다국제신탁투자공사
(光大国际信托公司)

영대신탁
(英大信托)

자료: 2006中国金融发展报告-金融开放与金融安全(2006).

4) 소결
중국 투자은행의 모델별 사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도출해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투자은행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며, 특정모델이 정착되기
보다는 다양한 발전모델이 시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투자은행이 다
양한 모델로 발전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중국 금융시장에 적합한 특정 발전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
에서 미국이나 유럽 대륙의 특정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다양한 모델을 발전시
키는 것이 투자은행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40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둘째, 중국정부가 중국 투자은행의 육성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중국정부는 4대 국유상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은행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하금융지주회사와 같이 중국정부가 정
책적 투자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육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 투자은행은 외자 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투자은행이 외자 투자은행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은 투자은
행에 대한 경영노하우나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장
기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은행은 홍콩에 독립법인을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교
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의 홍콩 증시상장이 많아짐에 따라 제반 업무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의 대응방안
미국 금융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금융은 새로
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했음에도 불
구하고 금융부문이 여전히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중국은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위기 수습에 기여하였다. 미 달러 약세가 상당기간 지
속되면서 중국은 미 달러화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무역
결제시 위안화 결제 여지를 확대해가고 있다. 동시에 개도국이자 경제대국인 중국
은 개도국이 IMF에서 표결권을 확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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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공사(CIC)를 발족시켜 원자재,
에너지, 부동산 등 부문에서 해외기업의 많은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금융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전
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환보유고에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비중을 늘
려 장기적으로 위안화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위안화는 국제결제에서 유
동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 비중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나치게 달러에 편중되어 있
어 달러가치 하락으로 상당한 가치손실을 경험한바,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위안화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빠른 외환보유
고 증가,56) 선진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등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의 안정성 혹
은 가치상승을 감안하여 위안화 보유를 늘려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주로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위안화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보유고 제고 정책 등에 기인한다. 그
러나 향후 장기적으로 양국간 위안화 무역결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안화 송금 등
으로 우리나라의 위안화 보유규모가 확대될 경우 달러로 중국에 투자할 필요성은
크게 감소한다. (4) 한ㆍ중 양국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위안화 무역결
제가 시행될 경우 위안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결제시 양국 통화로 결제할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거래비용 절감, 달러 등 역외통화에
대한 의존도 하락에 따른 안정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의 초기단계로 주변국과 통화스와프 확대에 이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56)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수년간 막대한 무역흑자, FDI 유입, 투기성 자금 등으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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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초 위안화 무역결제는 양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금융시장 발
전, 환위험과 외환거래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무역결제
는 기술적인 문제, 후속조치 미흡, 구체적이지 못한 외환관리절차, 일반 자금거래
시 환전의 어려움, 대금결제시 수입상들의 달러 선호 등으로 인해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57) 양국 통화로 무역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이외에도 위안화(원화)의 유동성 제고, 일반 상거래시 위안화(원화)에 대한
선호도 제고 등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상거래시 위안화 선호
도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측 정부는 무
역결제를 통해 취득한 상대국 통화를 가치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국 통화
내지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개도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BRICs
국가들은 개도국이면서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국제금융기구에서 이들 국
가와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공사(CIC)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등 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현재 중국투자유한공사
는 그 규모나 정부지원 면에서 한국 국부펀드를 능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가 가지고 있는 자원개발 노하우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금융제도 및 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문별
로 적절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57) 중국정부가 2009년 7월 8일 홍콩, 마카오와 무역결제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이래 4개월간
173건 2억 3,000만 위안 규모의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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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7. 우리나라 금융사의 중국금융시장 진출 SWOT분석
기회(Opportunities)

 중국경제의 지속적 고도발전
 금융시장의 고도 성장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
 중국 금융당국이 유관 제도 정비 중
 미국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사의 중국진출
위축
 중국 금융사 지분 매입 기회 증가

위협(Threats)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침체
 부동산, 주가 폭락으로 부유층 감소(2008년)
 관련 제도, 법규의 미비
 중국 금융사의 약진과 글로벌 금융사의 건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겸업경영 확대
 중국 금융사에 비해 다양한 금융상품 보유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중국과 유사한 금
융시장에서 개발한 상품 보유
 한국 기업, 교민 등 상대로 틈새시장 진출
 중국과 문화적 유사성
 중국 동포의 존재

 중국 금융사에 비해 영업망, 기존 고객 취약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지 않음.
 한국 금융사의 인지도 취약
 중국 금융사업 부문의 인재, 경험 부족
 중국 대형 금융사에 비해 자본규모 취약
 다양한 금융사업 인허가 취득의 어려움

가. 은행
중국 상업은행은 부실채권 정리, 지분매각, 증시 상장, 해외진출 등을 통해 수익
성 제고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은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의 지분을 매입하여 증시 상장
후 상당한 수익을 확보한 바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중국 진출 우리나라 은행점포는 27개로서 지점 22개, 현지법
인 2개, 사무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은행은 중국의 중소 상업은행
지분매입과 중간업무영역의 확대 두 가지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용합작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도시 상업은행과 농촌 상업은행은 여전
히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이 은행들은 향후 국유상업은행과 주식
제 상업은행이 추진한 방향으로 구조조정과 성장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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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들은 이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한 후 증시상장을 통한
이윤확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는 우선 국유상업은행이나 주식제 상업
은행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한국계 은행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므로 있어 틈새시장
진출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농촌) 상업은행의 인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
시(농촌) 상업은행은 은행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진적인 경영기법이나 다
양한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의 지분매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신용합작사에서 전환된 은행들은 과거 신용합작사 시기
누적된 부실채권과 경영의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정부는 한국계 상업은행이 중국 도시 상업은행 및 농촌 상업은행의 지분매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은행업은 여수신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중간업무가 급격히 성장
하고 있다. 중간업무에는 은행카드,58) 지급결제, 대리업무, 신용대출승인, 신탁서비
스 등 업무 외에도 투자은행업무와 프라이빗 뱅킹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다. 중
국 국내은행의 중간업무는 여전히 여수신 업무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은 비중
(20% 미만)이나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은행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역시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
고 있어 향후 중국 국내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해 중간업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간업무는 대체로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얻어야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이다. 은행이 중간업무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로비가
요구되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이 유관 업무 취급자격을
얻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은 경우에 따라 투자
은행업무 인허가를 획득한 은행과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중국인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90%)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여 체크카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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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
중국 증권시장 진출은 크게 시장접근 확대와 중국 증권사와의 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 증권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나 전략적
기관투자가의 자격을 취득하고 투자한도(Quota)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다른 외자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한국 금융
기관의 QFII 신청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8년 2월 현재 11개 금융사가 QFII 자
격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2009년 6월 현재 푸르덴셜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한화투신운용, 우리은행 등 5개 금융사가 QFII 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기관투자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표 8-38. 한국 금융사의 QFII 신청 현황
(단위: 억 달러)

신청 금융사

신청일

비준일

신청금액

쿼터액

푸르덴셜자산운용*

2006.05

2008.04

1

0.75

미래에셋자산운용*

2006.12

2008.07

4

1.5

삼성투신운용*

2006.12

2008.08

2

1.5

하나UBS자산운용

2006.12

우리은행

2007.05

2009.06.05

2

한화투신운용

2007.06

2009.02.05

2

굿모닝신한증권

2007.08

3

한국투신운용

2007.08

4

대우증권

2007.10

2

산업은행

2007.11

2

현대증권

2008.0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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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국 증권사의 독립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국 증권사와 중국 증권
사의 협력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증권사는 적절한 중국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나 전략적 기관투자가의 자격을 획득한 후에도 외자
투자은행은 위탁은행이나 증권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중국에서 증권사나 자산운
용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9% 지분 범위내에서 합자 형식으
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한국 증권사는 중국 증권사와 중국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
발해야 할 것이다. 중국 증권사의 금융상품은 다양하지 못하며 향후 선물이나 옵션
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의 증권사들은
이 분야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
에 있다. 그러나 선진적인 상품들이 모두 중국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이 현재 중국의 시장상황에 맞는지 혹은 향후 어느 시기에 어떤 상
품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해야 한다.
다. 보험
2009년 9월 현재 한국계 보험사는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법인 4개(LIG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4개), 합작법인 1개, 지점 6개, 사무소 11개를 운
영 중에 있다. 2005년 4월 현지법인을 설립한 삼성화재는 2008년 1월 심천, 7월에
소주(蘇州)에 지점을 개설했고 2009년 1월에는 청도(靑島)에도 지점을 개설했다.
삼성생명과 중국 국제항공의 합작사인 중항삼성도 2009년 2월 천진(天津)에 지점
을 개설했고 산둥(山東)성에도 지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3월 중국법인
을 설립한 현대해상은 한국계 보험사 중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시작하여 교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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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2009년 11
월 2억 위안(391억원)을 출자해 난징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
으로 기업보험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현지인을 겨냥한 개인보험, 자동차보험으
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59)
보험업은 금융업 중 성장속도가 빠르면서도 외자기업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
문이므로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진출이 필요하다.
우선 기존 중국 진출 한국계 보험사가 지나치게 한국 교민과 기업이 진출한 지
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투자지역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존 한국계 보험사가 북경과 상해를 거점으로 한 것과 달리
LIG손해보험은 강소성 남경에 본사를 두었다.
둘째, 중국의 보험료수입에서 은행의 보험료수입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
라 보험사의 중국진출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은행과 동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역시 여수신 업무 이외에 좋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 투자은행
투자은행은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최근 미국 금융위기가 투자은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투
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이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이므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보완할 경우 다양한 부문에 대한 투
자를 통해 수익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59) 연합뉴스, 200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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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투자은행은 중국기업의 코스피 증시 상장과 한국기업의 중국증
시 상장 과정에서 IPO를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기업의 한
국증시 상장이 증가하고 외자기업의 중국증시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양국 증권사
가 상장할 상대국 기업의 발굴과 상장과정에서 협력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상대국 증권사에게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도적 제약 완
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투자은행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에 시장에 진입하여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중국농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국유상
업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주식제 상업은행 역시 부실채
권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상장을 통해 자본금을 많이 확충하였다. 그러나 일부
도시 상업은행이나 농촌 상업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상장 상
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PEF)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금융사
나 제조업체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례로 골드만삭스는 멍뉴(蒙牛) 지분을 대량 매입하여 해외상장 후 상당한 차
익을 남긴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자산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SOCs나 도시건설 등에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의 형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정부가 수출
부진을 투자로 만회하고자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진출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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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기지 및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메리트는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언급되어 왔던 ‘13억의 인구에게 하나씩만
팔아도…’ 식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2008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어 소
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2008 북경올림픽, 2010 상해엑스포로 인해 소
비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11차 5개년 규획을 발
표하며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 및 투자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겠노라
천명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내수
부양책들 역시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중국 특수(特需)를 효과적으로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2006년 전년 대비 12.2%, 2007년
18%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8년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5%로 그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이는 기존 한ㆍ중의 무역패턴에 크게 기인한다. 한국
의 대중수출이 주로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금번 글로벌 금융위
기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이 주춤하자 그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러한
무역패턴하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 해도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
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 통상전략이 과거의 생산 및 우회수출 거점형에서 내수시장
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 내수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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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내수소비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시장
의 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문제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접근한다면 이미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들 사이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잠재력, 특징을 확인하고, 또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
한다.
첫째,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및 잠재력을 살펴본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현재 어
느 정도 규모인지,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지, 내수시장 발전의 제약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및 전체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알아보는 한편, 지금까지 중국 내수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
지 못했던 이유를 각종 제도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최근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추론하도록 하겠다.
둘째,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내수시장의
특징을 살펴본다. 흔한 말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내수시장
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 간, 지역 간
의 소비격차,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 중국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한
편, 향후 주력 소비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세대 소비계층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버마켓, 인터넷쇼핑 시장, 유ㆍ아동상품 시장 등 향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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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주요 유망시장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분석한 뒤, 중
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을 기초로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중국 내수시장의 일반적 특징이 실제 개별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수시
장 진출을 위해 개별 기업이 집중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
해본다.
나. 연구의 범위
중국 내수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수시장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상황에서 흔히 내수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포괄범위
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요의 구성 측면에서 파악할 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소비, 정부투자,
순수출로 구성된 총수요에서 내수시장에 포함되는 것은 순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네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관방통계에서는 이것이 최종소비지출(最终消费支
出)과 투자(资本形成总额)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최종소비지출에는 민간 소비
지출(居民消费支出)과 정부 소비지출(政府消费支出)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소비와 투자 중에서 소비 측면에, 그리고 소비 중에서도 민간 소비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수시장은 투자가 아닌 소비시장, 그중에서도 민간 소비시장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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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에서의 내수시장은 ‘국내총생산 — 수출 + 수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수입의 상당량이 가공무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수입을 가공
무역용 수입 및 일반 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내수시장
은 ‘국내총생산 — 수출 + (총수입 — 가공무역 수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
리적이다. 다만, 일반 수입 내에 국내 소비용 재화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 중국 관방 통계자료에
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공급 측면
에서의 내수시장은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외국기업의 진출 경로를 파악하
는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그림 9-1. 공급 측면에서의 중국 내수시장 구조
수입

GDP
(2)
(1)

(5)
(4)
(3)

(1): 내수 소비를 위한 생산
(2): 내수 소비를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3): 수출을 위한 생산
(4): 수출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루어
지는 생산(가공무역)
(5): 내수 소비를 위한 수입

수출

* 국내총생산: (1)+(2)+(3)+(4)

* 총수출: (3)+(4) * 총수입: (2)+(4)+(5)
⇨ 내수시장=(1)+(2)+(5)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입장에서 진출 경로는 크게 1) 중국
현지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 2) 중국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
로 한 최종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3)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
국적기업 및 로컬기업의 내수용 생산 및 투자를 위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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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경로를 [그림 9-1]에 접목하자면 첫 번째
경로는 내수시장 중 (1)부문에 대한 진출이며, 두 번째 경로와 세 번째 경로는 각
각 (5), (2)부문에 대한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수출은 주로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었는
데, 이는 [그림 9-1]의 (4)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겨
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내수시장 진출에서는 (1)부문, 즉 투자를 통해 현
지법인을 세우고 내수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생산한 최종소비재를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5)형식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내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재화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2)형식의 진출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은 (1) 및 (5)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1) 규모의 확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9.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중
국인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레 내수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중국의 내수시장, 즉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의 총액은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1978
년 3,617억 위안 수준에서 1990년 1조 8,837억 위안으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9
조 6,358억 위안, 2008년에는 28조 2,725억 위안까지 확대되었다. 개혁ㆍ개방 30
년 만에 내수시장의 규모가 명목가격 기준으로 78배나 확대된 것이다.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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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최근 10년간 내수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수시장의
성장률은 1998년 8% 수준이었으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던 2004년과 2008년의
성장률은 각각 17.1%, 17.9%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12.6%에 달한다. [그림 9-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내수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자료: 中國統計摘要(2009)로부터 작성.

전체 내수시장 중 투자지출의 규모는 1978년 1,378억 위안에서 2008년 13조
3,612억 위안으로 약 97배 확대되었으며, 소비지출의 규모는 동 기간 2,239억 위안
에서 14조 9,113억 위안으로 6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 중 민간소비 지출은 1978년
1,760억 위안에서, 1992년 1조 3,000억 위안, 2008년 10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
되어 30년간 약 61배 성장했다. 민간소비 지출 성장률은 1994년과 1995년 각각
33.10%, 29.87%에 달하는 등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인 후 1990년대
후반부터 한동안 10% 전후에서 머물렀다. 그 후 2004년부터 다시 10%이상의 성장
률을 보이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08년의 성장률은 15.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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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중국 민간소비시장의 확대

자료: 中國統計摘要(2009)로부터 작성.

2) 비중의 감소
그러나 이상의 자료만을 가지고 중국 내수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섰다
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GDP를 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투자지출, 소비지출, 순수출
등 세 가지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1년까지만 해도 순수출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약 2%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5.5%로 급
증한 이후 2006년 7.5%, 2007년 8.8%로 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8년에
는 인프라 건설 등 투자 부문이 확대되면서 순수출의 비중이 7.9% 수준으로 낮아
졌지만, 2001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
국 투자지출 및 소비지출, 즉 중국 내수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내수시장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7.6%에서
2007년 91.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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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GDP 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

자료: 中國統計摘要(2009)로부터 작성.

이렇게 전체 국민경제에서 내수의 비중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의 비
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지출의 경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약 35%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2년 남순강화 이후 42.6%까
지 급증하였고, 그 후 조금씩 그 비중이 감소하는 듯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
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 중국의 투자/GDP 비중은 무려
47.3%에 달한다. 즉, 절대적인 규모로 보나, 전체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으로 보나
투자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1981년 전체 GDP의 67.1%나 차지하던 소비의 비중은 남순강화 이후 빠
르게 감소하여 1995년 58%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 비중
이 살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2008년 중국 소비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불과
하며, 이는 1981년과 비교할 때 약 20% 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다.
소비지출을 다시 민간 소비지출과 정부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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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소비지출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전체 GDP의 13~1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
는 반면, 민간 소비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48.6%에서
1982년 52.8%까지 잠시 확대되었다가 그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8년 38.3% 수
준까지 낮아졌다. [그림 9-5]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중국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크게 낮은 상황이다. 결국 중국 내수시장 부진의 핵심적
인 원인은 민간소비시장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5. 주요 국가의 민간소비/GDP 비중(2008년)

자료: “A consumer paradigm for China,” Mckinsey Quarterly(2009. 8).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수시장은 그 절대적인 규모는 빠르게, 그리고 꾸
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수시장 부진은 소비시장, 그중에서도 민간 소비시장 부진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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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민간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출할 수 있겠지만, 본 절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민간 소비시장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1978년 이후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이 민간
의 소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1) 실질임금의 감소
소비의 성장세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주된 소비주체인 근로자의 소득, 즉 임금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득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소비도 늘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가장 주된 소득 원천인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의 임금 총액은
1978년 568억 위안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3조 3,713억 위안까지 확대되었
다. 문제는 GDP 성장대비 임금 소득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 [그림 9-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임금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 15.8%에서 2000년 10%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 후에도
10~11%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2004년 이후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기준 중국의 임금 총액/GDP 비중은 11.2%로 1990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
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비교할 때 임금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임금이 감소 내지 정체할 경우 민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증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고
용효과가 크지 않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60)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 역시 임금총액/GDP 비중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 내 중국의 실질임금이 빠
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60) 엄정명(2009b).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423

그림 9-6. 중국 GDP 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 변화

자료: 中國統計摘要(2009)로부터 작성.

2) 빈부격차의 심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
을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확대보다는 중산층의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
시장의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이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운 이후 부익부 빈익빈이 날로 심화되어 중국의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1978년 개혁ㆍ개방 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2 수준이었
으나, 2008년에는 위험수위인 0.4를 크게 뛰어넘어 0.5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 것
이다.61) 이렇게 날로 심각해져가는 중국의 빈부격차는 소비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도 크나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1)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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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부격차는 도시-농촌 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8년 기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1만 5,781위안, 4,760위안
으로 도시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농촌 주민 소득의 3.3배에 달한다. 절대적인 규모
뿐 아니라 성장 폭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1978~2008년 사이 도시 주민의 1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343위안에서 1만 5,781위안으로 약 46배 증가한 반면, 농
촌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동 기간 133위안에서 4,760위안으로 약 35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중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라 할 수 있는 농촌 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
수시장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 주민의 소득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실질임금의 감소에도 결부되어 있다.
지역간의 빈부격차 역시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 2007년 기준 동부 도시지역
주민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 8,544.97위안인 데 반해 중부지역, 서부지
역, 동북3성 도시지역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1만 2,392.21위안, 1만
2,130.66위안, 1만 2,306.17위안으로 동부지역의 65~66% 수준에 불과하다. 개혁
ㆍ개방의 혜택이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도농 격차와 지역 간 격차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동부 도시지역의 소득과 서부 농
촌지역의 소득을 비교할 경우, 2007년 서부 농촌지역의 1인당 평균 총수입은 4,544.9
위안인 데 반해 동부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 6,974위안에 달한다.
표 9-1. 지역별 소득 격차(2007년)
(단위: 위안)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3성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

16974.22

11634.37

11309.45

11463.31

농촌지역 1인당 총 수입

7626.93

5161.20

4544.90

7392.66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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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제도 미흡
개혁ㆍ개방 이후 체제 전환과정 속에서 급속히 확대된 불안감도 중국 내수시장
의 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 계획경제 시기 국영기업 및 정부로부터 무상
으로 혹은 무상에 가까운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던 양로,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
가 빠르게 시장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대되어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의료, 양로, 실업 등 3대 사회보장 보험제도가 존재하나, 전국적
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비국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나 7억이 넘는 농촌 지
역 거주민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완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중
국은 1990년부터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해 왔지만, 전체 농촌 인구 중 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극소수이다. 2006년 말 기준, 전체 농촌 인구 중 농촌
사회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약 7.3%에 불과하다.62)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개별부문이 빠르게 시장화됨에
따라 각 가정마다 부담해야 하는 양로 및 의료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전통적으로 저축성향이 높았던 중국인들의 저축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는 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기준 중국
가계의 평균 저축률은 무려 27%에 달한다. 이는 굳이 미국의 저축률 0.7%와 비교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63)
결국 중국의 내수시장, 특히 민간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초생활에 안정을 꾀하고 그로부터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62) 卢驰文(2008).
63) Coyle and Gra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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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은 주택가격
과거 무상으로 제공되다가 최근 시장화된 주택의 치솟는 가격 역시 소비 진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64) 1998년 7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복지 부담을 줄
이고, 주택에 대한 민간수요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제
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택의 실물분배는 중단되었고, 신축되
는 상품주택(商品房)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주택가
격은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65) 주택 시장의 호황은 내구소비
재의 신규 및 교체수요와 인테리어 용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등 민간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중국의 주택 가격은 일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2
2007년 기준으로 중국 도시지역의 3인 가족 세대가 100m 의 신축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주택가격(36만 4,500위안)은 가계 연간 가처분소득(4만 1,358위안)의 8.8
배에 달하며, 북경이나 상해의 경우 이 수치는 12배, 11배로 훨씬 높아지고,66) 심
지어 항저우, 닝보, 원저우 등 도심 지역의 경우 80㎡ 면적의 주택가격은 무려 해
당 지역주민 연간 가처분소득의 27.54배에 달한다.67)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이른바 팡누(房奴)68)라 하여, 주택 구입을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는 소비자가 많아
지고 있다. 현재 주택의 구매는 대부분 최저 선불금 20~30%를 내고 나머지는 주
택담보대출을 받아 10년 이상에 걸쳐 갚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나왕(新
浪網) 부동산채널이 2006년 1만 5,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

64) 중국내에서 주택은 교육, 의료와 함께 ‘新三座大山(새로운 세 개의 높은 산)’, 혹은 ‘三大提款機(3
대 현금인출기)’ 등으로 지칭되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65)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지만수(2001), 전현택(2002) 참고.
66) 지만수 외(2008).
67) 王洪霞(2008).
68) 팡누(房奴)는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후 대출금 상환 때문에 내핍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함. 홍창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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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92%가 이러한 대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 상환금액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도 무려 32%에 달했다.69)
결론적으로 중국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과 과중한 주택대출 상환 압력은 다른 소
비수요를 억제하고, 저축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왔을 개연성
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5) 높은 교육비
높은 교육비 역시 중국의 소비시장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이 높아지고 경쟁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교육 외에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각종 과외활동과 조기교육에 대한 붐이 일고 있으며, 보습학원 및 외국
어 학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교육에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
해 능력 범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매킨지의 2009년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부모의 약 90%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70) 대학 교육비가 일반 중국인 가정의 연간 가처분소득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무료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200여 위안에 불과했던 대학 등록금은 2004년 3,570위안, 2005년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고, 여기에 기숙사비, 식비 및 기타 생활비를 합치면 한 학생의 연간 지출
액은 1만 위안을 훌쩍 넘기 일쑤이다.71) 중국 국가통계국이 헤이룽장성 16개 지역
69) 中國靑年報, 2006. 3. 20. 2005년 국가통계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주택 대출은 가장 큰
가계부채 항목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Devan, Rowland, and Woetzel(2009. 8).
71) 中國靑年報, 200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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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부모가 자녀
의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비가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이
대부분 고학력층인데다가 연평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농촌
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72)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이다. 내수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 진작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
와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수출 및 투자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내수, 그중에서도 소비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천명
하고, 내수소비 진작에 힘을 기울여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 정부는 경제운용의 초점을 경기과열 방지에서 성장 촉진으로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된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무려 4조 위안 규
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72) 자녀 1인당 교육비는 1천 위안 이상이 19.8%를 차지했고, 800~1,000위안이 18.9%, 600~
800위안이 23.8%, 600위안 이하가 37.4%였다. 연합뉴스, ｢中도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골 휜
다｣, 200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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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내수시장 부양과 관련된 정책 흐름
실제로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목표로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찍
이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수출이 타격을 입자 적극적인 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세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수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와
경제성장에서 투자 및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특히 소비에 대한 의존
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삼농(三农)정책과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5개년 규획의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 건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삼농정책은 중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조화로운 사회건설은 기층민 및
중산층을 포함한 인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
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73)
특히 지난 2005년 발표한 11차 5개년 규획을 통해 투자 및 수출 주도형 성장에
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중요한 발전 목표로 제시한 이래, 중국
이 세계의 공장을 뛰어넘어 세계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1차 5개년 규획에는 내수 확대 및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구체
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표 9-2 참고), 2007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향후 내수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
며, 투자와 수출에 치중되어 있던 성장방식을 세 부문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성장하
는 모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다만, 2008년에는 실물경기의 변화 추세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몇
차례의 변화를 보였다. 우선, 2007년부터 고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경기과열의 기
미가 보이자 2008년 상반기에는 통화팽창 및 경기과열 방지, 이른바 두 개의 방어

73) 김화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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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11ᆞ5 규획에 포함된 내수확대 관련 정책
취업기회 확대: 매년 도시에 900만 개, 5년간 누계 4,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특히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도농 주민소득을 연평균 5% 씩 확대
농민 소득 증대: 농업세 폐지, 농산물 가격 안정화, 각종 보조금 확대
사회보장의 확대: 도시 기본 양로보험(연금) 수혜 범위를 2억 2,300만 명까지 확대
도시화의 지속적 추진: 도시인구의 비중을 기존 43% 에서 47% 까지 확대
농촌 인프라 건설 강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소비장려 정책 실시: 주택, 자동차, 교육, 의료, 관광 부문의 소비 확대 도모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

(双防)에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7월 이후 세계 경기 둔화가
중국의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성장유지와 통화팽창 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一保一控)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심화되어 중국의 실물경제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정책기조가 다시 성장촉진 중심으로 전환되어 지
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08년 9월에 노동집
약적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출 증치세 환급, 금리인하 등 중소기업 지
원 6대 정책을 발표하여 전면적인 경제성장 유지(全面保增长)를 추구하였다. 그 후
에도 성장률 급강하로 위기감이 확산되자 11월에는 자그마치 4조 위안 규모의 내
수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 유지 및 내수 확대(保增长, 扩内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2008년 12월에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2009년 5대 중
점 과업’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농민수입 증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
정책의 시행, 지역간 소득격차의 축소, 민생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 그 목표의 핵
심이 내수소비 진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1월 14일에는 자동차,
철강 등 10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형차의 판매세를 현
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것, 연비가 뛰어난 신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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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철강 수출 시 유연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안정적
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해 대대적인 내수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내수부양책은 주로 경기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외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9-3. 최근 중국 정부의 주요 경기부양책
대규모
내수경기부양책

4조 위안

농촌 인프라 개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재해 복구 등

보조금지급

4,300억 위안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세금인하, 농산물 수매가 인상 등

감세조치

3,500억 위안

소득세ᆞ인지세ᆞ부동산세 감세, 수출세 환급 등

의료보험제도
개혁

8,500억 위안

의료보험 가입률을 향후 3년 내 90% 로 제고

산업 구조조정

금액 미상

철강, 자동차, 전자통신 등 10개 산업 구조조정 및 육성

금융 완화

금액 미상

대출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합계

5조 6,300억 위안 60% 는 내수 진작, 40% 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

2)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주요 내용
다음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중국 경기대책 중 4조 위안의 재정투자, 가전하
향(家电下乡) 등의 보조금 지급 등 내수시장에 가장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는 두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가) 4조 위안 규모의 재정 투자
2008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
한 10개 항의 경제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경기부양정책의 종합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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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년간 총 4조 위안의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 이 중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1조 5천억 위안이 투입되고, 지진 피해 복구에 1조 위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건설에 4천억 위안,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망 확충에 1,500억 위
안이 투입된다. 전인대에서 공개된 4조 위안 조달 계획을 보면 29.5%는 중앙정부
에서, 31.3%는 지방정부에서, 나머지 39.2%는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
미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각각 1,000억 위안과 1,300억 위안이 집
행되었다.74)
도이치방크 수석경제학자 마쥔(馬俊)은 중국의 재정투자에 대한 GDP 승수효과
를 약 1.3으로 추산하였는데,75)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9년, 2010년에 4조 위
안이 모두 투입될 경우 총 5조 2,000억 위안의 GDP 성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표 9-4.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주요 내역
(단위: 천억 위안)

지출분야

금액

자금조달

금액

SOC 건설
(철도 도로 공항 등)

15

중앙정부

11.8

저가 임대주택

4

지방정부

12.5

농촌 주거개선

3.7

자체자금

6.5

교육, 의료, 문화

1.5

중앙정부 지원

2

에너지 절약, 생태보존

2.1

지방채권 발행

2

기술개발, 구조조정

3.7

조달방안 미정

2

재해복구

10

민간자본 유치

15.7

합계

40

합계

40

자료: POSRI, Chindia Journal, 2009. 5.

74) 이만용(2009).
75) 한국무역협회(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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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전하향 등 보조금 지원제도
내수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취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가전하향(家电下乡), 자동차하향(汽车下乡) 등의 보조금 지급 정책이다. 우
선, 중국 정부는 농촌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주민
이 주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가전하
향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7년 12월 처음 산둥, 허난, 쓰
촨성 지역에서 컬러TV, 냉장고, 휴대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품목에 세탁기가 추가되었고, 대상지역은 14개 성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2009년
2월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물품에 오토바이, 컴퓨터, 온수기, 전자레
인지 등을 추가했다.
자동차도 농촌 보조금 지원 대상 항목이 되었다. 농민이 200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륜차나 저속화물차를 소형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혹은 배기량
13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전체 자동차 금액의 10%, 최고 5,000위
안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후난성
창사에서 시범 실시되다가,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이외에 중국 정부는 도시지역의 대체
구매도 촉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소비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9일 도시 주민이 가전제품과 상용차를 교체 구매할 경우 지원금
을 지급한다는 조치(以旧换新)를 발표했다. 가전제품의 교체 수요 확대를 위해 장
쑤, 저장, 광둥 등 7개 성과 베이징, 상하이, 톈진, 푸저우, 창사 등 5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가전제품을 대체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의 10%를 지원한다. 대상 가전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이다. 자동차의 경우 구입 8년 미만의
소형 화물차와 노후 중형 객차, 사용기간 12년 미만의 중소형 화물차와 중형 객차
등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대당 3~6,0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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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 이하의 중소형차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추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시장은 급속히 확
대되어 2009년 처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소비량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76)
3) 내수부양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내수시장 성장 전망
중국 정부는 내수부양책을 내놓으며 8% 경제성장을 호언장담하였으나, 5조 위
안이 넘는 대규모 내수부양책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의심의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 재정지출이라는 특성상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과도한 투자열기에 기름을 붓는 격
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과연 중국의 내수부양책은 어떤 성
과를 거두었을까.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에 이 내수부양책들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수부양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번 경기부양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혜택이 중서부 내륙과 농촌지역에 상당
히 집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사회기간설비 건설의 경
우를 살펴보더라도 동부와 중부에 흩어진 대도시를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연선(沿线)지역, 즉 비도시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으로 지출 규
모가 큰 쓰촨 지진 복구작업 역시 농촌지역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예산의 대
부분이 농촌에 집중될 것이며, 기타 지출항목도 대부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왔던 중서부 내륙지역과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서부 내륙, 농촌지역으로 재정투자가 집중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서부 지역
의 소비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6) Bradsher(2009. 12. 9), “Recession Elsewhere, but It’s booming in China”,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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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지역의 내수 소비시장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미미할 것
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수시장 부진의 주된 원인은 현재 중
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며, 이는 경제 및 사회 전반
에 얽힌 복잡한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소비확대 정책의 경우 가전과 자동차 등 일부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그리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소비를 반
전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다만, 자동차
와 가전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8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은 831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28.5% 증가하였으며, 판매량 중 621만
대가 승용차로 전년보다 36.6% 판매 증가를 보였다. 한편 2009년 7월까지 가전하
향으로 판매된 전자제품은 1,388만대, 판매액은 250억 위안으로 국내 소매판매의
0.4%를 차지했다.77)
일부에서는 이번 내수부양책이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
며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출경기가 되살아나면 중국은 다시
수출 및 투자 주도형 성장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서부
내륙지역과 농촌지역을 발전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발표된 11ㆍ5규획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따라서 최근 중
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목표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시장을 균형 육성하겠
다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78) 요컨대, 최근
의 내수부양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에서 평가해야 하며 내수 부양이
77) 양평섭(2009).
78) 김도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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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는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79)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
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하에 그 성장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뛰어넘어 ‘세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아직 진출하지 못한 후발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시장만큼 치열한 경
쟁을 준비해야 하는 곳도 없다.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본 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국 내
수시장의 주요 특징을 민간 소비시장과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으로 나누어 정리
해보고자 한다.

79) Global Insight는 중국이 2020년까지 성장률 7% 이상, 공업생산 10% 이상, 소비수요 14%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437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소비시장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장, 세계의 기업들이 호시탐탐 진
출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 바로 이 민간 소비시장인 것이다. 민간 소비시장 특징에
대한 이해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 도농간, 지역간 격차 확대
앞서 중국 소비시장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도농간, 지역간의 빈부격차 확대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소득의 격차는 자연히 소비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비시
장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도농간 소비지출 격차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소비지출 총액은 2000년
1조 5,147.4억 위안에서 2007년 2조 3,913.7억 위안으로 약 1.6배 증가한 반면,
도시 지역의 소비지출 총액은 동기간 3조 707.2억 위안에서 6조 9,403.5위안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지출 비중을 살
펴보면 도농 소비격차를 더욱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78년의 소비 지출에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비중은 각각 62.1%, 37.9%였으나, 2007년의 소비 지출
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농촌 주민의 지출 비중은 25.6%, 도시 주민의 지출
비중은 74.4%이다. 즉,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 주민의
소비지출이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4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간 소비격차도 매우 크다. 동부 도시지역의 1인당 연평균 소비 지출액은 1
만 2,126.6위안인 데 반해, 중부 도시지역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은 8,339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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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의 68% 수준이다. 농촌지역 내의 소비 격차도 상당히 크다. 농촌 지역에
서 가장 소비지출이 많은 지역은 동북지역으로 1인당 연평균 총지출액이 7,026위
안에 달하지만, 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서부지역 농민의 경우 총 지출액이 4,284위
안으로 이는 동북지역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9-7. 민간소비지출에서 도농의 비중 변화

표 9-5. 지역간 소비격차(2007년)
(단위: 위안)

동부

중부

서부

동북3성

도시 1인당 연평균 소비성지출

12126.6

8339.3

8477.5

8669.4

농촌 1인당 연평균 총지출

6301.5

4423.0

4282.6

7026.5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이렇게 극심한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와 소비격차는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가
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농민의 소득을 확대하고 농촌 지
역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농촌 지역의 소
비 수준이 동부 연안의 도시 수준까지 확대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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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은 결코 하나의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
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전역을 목표시장으로 삼
기보다는 일부 지역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 소비시장 규모 및 성장추세를 고려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도시 지역을, 중장기적
으로는 농촌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구조의 고도화
중국의 소비시장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이
루어, 점차 기본 생계형 소비에서 생활 향유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1978년
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중국 도농 주민의 엥겔계수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유엔
의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엥겔계수 30~39% 수준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기 시작하여 기초생필품 지출을 줄이는 대신 문화, 오락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
나 소비구조의 고도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중국 도시 주민의 경
우 엥겔계수가 1978년 57.5%에서 2007년 36.3%까지, 농촌 주민의 경우 동 기간
67.7%에서 43.1%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엥겔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중
국의 소비구조가 생존형 단계에서 벗어나 고급화 단계, 향유형 단계로 진입하고 있
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적어도 도시 지역에 한해서는 소비구조의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구조의 고도화는 세부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도시 주민의
소비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의식주 등 기초 생활소비품목에 대한 소비가 총소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74.59%에서 2007년 56.54%로 감소했다. 이때, 기초
소비 비중이 줄어든 자리를 차지한 것은 내구 소비재가 아니라 교통, 통신, 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교통, 통신 부문
의 소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교통, 통신 부문에 대한 지출은 1990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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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중국 도농 주민의 엥겔계수 변화(1978~2007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지출의 1.2%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3.58%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개혁ㆍ
개방에 따라 저렴하게 제공되던 교통서비스 비용이 현실화되고, 또 소득의 증가에
따라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도
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보건 부문과 교육, 문화, 오락 부문에 대한
소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존의 의료 및 교육 부문
의 사회보장제도가 빠르게 시장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소비, 즉 여가형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중국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소비지출 구성 변화는 농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주민의 경우, 의식주
에 대한 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83.91%에서 2007년 66.88%
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주거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
이는데, 이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 통신,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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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중국 도시지역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7

식품

54.25

50.09

39.44

35.78

36.29

의복

13.36

13.55

10.01

10.37

10.42

주거

6.98

8.02

11.31

10.40

9.83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10.14

7.44

7.49

5.73

6.02

의료보건

2.01

3.11

6.36

7.14

6.99

교통통신

1.20

5.18

8.54

13.19

13.58

교육, 문화, 오락

11.12

9.36

13.40

13.83

13.29

기타

0.94

3.25

3.44

3.56

3.58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부문의 지출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교육, 문
화, 오락 부문 지출 비중의 경우 도시와 달리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영화관, 사설학원 등 문화, 교육 관련시설의 제약으로 해당 부문
의 지출이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9-7. 중국 농촌지역 소비지출의 구성 변화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6

2007

식품

58.80

58.62

49.13

45.48

43.02

의복

7.77

6.85

5.75

5.81

5.94

주거

17.34

13.91

15.47

14.49

16.58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5.29

5.23

4.52

4.36

4.47

의료보건

1.44

2.58

5.58

9.59

10.21

교통통신

3.25

3.24

5.24

6.58

6.77

교육, 문화, 오락

5.37

7.81

11.18

11.56

10.79

기타

0.74

1.76

3.14

2.13

2.23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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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 농촌 지역 모두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
비로 이루어지는 가정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도시의 경우 1990년의
10.14%에서 2007년의 6.02%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도시 지역에서 가전 등 내구소비재 보유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컬러TV는 1999년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도 2007년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9-8. 도시주민 100가구당 주요 물품 보유량
연도

1990

1995

1999

2000

2006

2007

컬러TV

59.04

89.79

111.57

116.60

137.43

137.79

세탁기

78.41

88.97

91.44

90.50

96.77

96.77

냉장고

42.33

66.22

77.74

80.10

91.75

95.03

에어컨

0.34

8.09

24.48

30.80

87.79

95.08

전자레인지

-

-

12.15

17.60

50.61

53.39

PC

-

-

5.91

9.70

47.20

53.77

휴대전화

-

-

7.14

19.50

152.88

165.18

자가용

-

-

0.34

0.50

4.32

6.06

1.94

6.29

15.12

18.80

25.30

24.81

오토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농촌지역의 경우에서도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5.29%에서 4.47%로 소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세탁기, 냉
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 내구재의 보급률이 아직도 크게 낮은 상황이어서 향후 농촌
지역의 가처분소득이 확대될 경우 관련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은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2007년 기준 보급률이 각각 45.9%, 26.1%, 8.5% 등에 불과하다.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443

표 9-9. 농촌주민 100가구당 내구소비재 보유량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세탁기

9.12

16.9

28.58

40.2

42.98

45.94

냉장고

1.22

5.15

12.31

20.1

22.48

26.12

에어컨

-

0.18

1.32

6.4

7.28

8.54

PC

-

-

0.47

2.1

2.73

3.68

휴대전화

-

-

4.32

50.24

62.05

77.84

자료: 중국통계연감(200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소비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소비 고도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나며, 재화보다는 교육, 통신, 의료 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소
비구조의 변화 추세를 숙지하고, 앞으로 해당 시장이 확대될지 축소될지, 과연 그
지역에서 자신의 상품이 팔릴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 뒤 진출을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서부 농촌지역에서는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이 동부 도시지역에서는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단기적으
로 가전제품을 가지고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도시지역에 진출할 때
는 교체용 수요에 대응한 고급상품을, 농촌지역에 진출할 때는 보급용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3) 낮은 수입재 비중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의 규모는 다음 [표 9-10]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0~
2007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액은 2000년 95.1억 달러에서 2007년 345.8억 달러로
2.6배 늘어났다. 그렇지만 전체 수입시장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
서 3.6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재 수입 증가속도보다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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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80)
표 9-10. 중국의 연도별 소비재 수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8

2000

2004

2007

소비재 수입 비중(%)

4.48

4.23

4.03

3.62

수입액(백만 달러)

6,289.4

9,514.3

22,616.8

34,581.5

자료: 지만수 외(2008)에서 재인용.

2007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할 경우,81) 2007년도 전체 소비재 내수시장에서 수
입재의 규모는 2,629억 5,772만 6,000위안으로, 전체 최종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고작 2% 남짓이다. 이렇게 최종소비에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유
는 무엇일까?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
이다. 현재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중국보다 더 싸게, 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즉 내수 소비시장에서 수입재
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특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최종재의 경우 수출을 통한 우회적인 진출보다
는 현지투자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바람직하며, 수출 측면에서는 최종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수 소비용 재화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중간재를 수출하
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가공무역을 위해
부품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했던 한국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세대 소비시장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은 80후 세대, 90후 세대 등 신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여
80)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액은 3.24배 늘어났다.
81) 중국통계연감의 2007년도 연평균 환율은 7.605위안/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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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말하는 80후 세대(80后, 빠링호우), 90후 세대(90后, 지우링호우)란 1980년,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즉 ‘一胎政策(한가정 한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이들은 가정의 가장 소중한 일원으로 조부모,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물심양면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소
황제(小皇帝)’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며, 현재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부터 이제 막
직업전선에 뛰어든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미래 소비시장의 주력군이다.
사실 이 신세대들의 대부분, 특히 90후 세대들은 아직 독립적인 경제능력을 갖
추지 못해 대부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소비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소
비군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82) 하지만 이들은 중국 건국부터
대약진, 문화대혁명, 개혁ㆍ개방 등 파란만장했던 시대를 보낸 그들의 조부모, 부
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소비 성향을 보인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
을 만하다. 중국 신세대는 조부모,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저축성향이 매우 낮은 편
이고, 소비를 일종의 자아실현 행위로 간주하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80
후 세대들은 인터넷 쇼핑의 주요 고객일 뿐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요 고객
으로도 성장하고 있으며,83) 심지어 월급을 받는 대로 다 써버리는 월광족(月光族)
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부담이
적고 가처분소득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가 아닌 가정의 소비에 대해서도
막강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실제로 2007년 3월 미국 온라인 시장의 전문 조사기관
인 BIG research의 조사결과, 18~34세 사이의 3억 8,000만 인구, 즉 80후 세대가

82) 刘祥伟(2006)의 안휘성 대학생들의 소비생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소득은 주로 가정, 대출,
그리고 장학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96.3%의 학생이 가정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
었다. 이미 취업한 이들의 경우 소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급여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도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3) EIU(2007), “Consumer Marketing: China Hand,”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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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의 주력 소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84)
따라서 현재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 신세대
의 독특한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주요 유망시장

가) 실버마켓
2008년 기준 60세 이상인 중국의 노령인구85)는 1억 6,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령인구가 약 2억 4,800만 명으로 전
체인구의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6)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억 5,000만 명, 65세 이상은
3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앞으로 약 15년 이후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실시한 첫 번째 세대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4-2-1’ 공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된다. 즉, 외동자녀로 성장한 성년 1
명이 이미 퇴직한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다. 또한 독생자녀간 결혼을 한다면 이들 부부는 각각 6명씩, 총 12명의 노인을 부
양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노령 인구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체제가 그 어
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ㆍ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84) 지만수 외(2008).
85)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을 노령연령 기점으로 본다.
86) UN 통계표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0%를 넘거나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으면 노령인구(Ageed population)국가로 분류하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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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공백 상태에 있다가 얼마 전에야 관련 제도를 막 구축한 발전 초기 단계이
며, 특히 노인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의료 및 양로보험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상
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노령인구를 위한 국가 차원 사회보장제도의 부
족을 상업화된 복지 서비스로 충당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실버마켓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중국노령과학연구센
터 조사에 따르면, 도시 노인 중 은행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2.8%에 이르
며, 퇴직금, 재취업수입,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 노인의 실제 사용 가능 자금 총규모
는 3,000억~4,000억 위안 정도이다. 노인들의 퇴직금도 늘어나 2010년에는 8383
억 위안, 2020년에는 2조 8,145억 위안, 2030년에는 7조 7,219억 위안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87) 게다가 기존 중국 노년층은 ‘소비보다 저축을 중시(重积蓄, 轻
消费)’했고 ‘자신보다 자녀를 중시(重子女, 轻自己)’하는 경향이 많았던 반면, 최근
에 와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花钱买健康)’ 새로운 소비 풍조도 나타나고 있
다. 즉, 중국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을 부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년층
스스로도 이제 자신을 위한 소비 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는 실버마켓의 수요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은 의약이나 의료보건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의식주, 관광 등의 기타 분야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 있
고 심지어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 노인인구의 증가 추
세와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주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중국 실버마켓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터넷 쇼핑 시장
중국의 인터넷 쇼핑 시장의 발전은 2003년 이후 인터넷 보급에 따라 중국의 인
87) ｢中, 180조 원 거대시장 실버산업을 주목하라｣, KOTRA global window,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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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용자 수가 급증한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인터넷정보센터
(CNNIC)는 2006년의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중국의 네티즌 수가 2.32
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88) 그러나 2008년 6월 현재 중국의 네티즌
수는 2.53억 명으로 이미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쇼핑 이용자 수는 2008년 기준 7,400만
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의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중국의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2003년 39억 위안으로
당해연도 전국 소비재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8%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에는 그 규모가 1,300억 위안까지 확대되었으며, 전국 소비재 판매 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 역시 1.2%까지 확대되었다. 2003~2008년 사이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의 판매는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중국의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33배
나 성장하였고, 1인당 소비금액도 약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89)
표 9-11.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 추이
2003

2004

인터넷 이용자 수 (만명)

7,950

9,400 11,100 13,700 21,000 29,800

인터넷 쇼핑 이용자 수 (만명)

1,014

1,408

1,855

2,667

4,600

7,400

시장규모 (억 위안)

39

81

193

912

594

1,300

1인당 소비금액 (위안)

286

574

1,041

1,170

1,291

1,757

연도

전국 소비재 판매액 (억 위안)
인터넷 쇼핑의 비중 (%)
자료: CNNIC, 국가통계국, iresearch Inc.

88) CNNIC(2006).
89) 이만용(2009).

2005

2006

2007

2008

52,516 59,501 67,177 76,410 89,210 108,488
0.08

0.15

0.28

0.41

0.6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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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연구자문기관인 ‘易观国际’가 2008년 8월에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 의류, 휴대폰 등 영역에서 온라인쇼핑업체가 제품종류, 판
매량, 영업수익 면에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실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90) 저렴한 단가, 가격비교 용이 등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 부각되자 일부 기업들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는 경영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에 또 하나의 발전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의 경우, 2009년
상반기 월평균 거래액이 135억 위안으로 전년 실적을 60% 이상 초과했다. 과거
가공무역 수출에 종사하던 제조업체들이 수출난에 부닥치면서 타오바오에 온라인
매장을 열었고, 그것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수출
길이 막혀버린 중국 제조업체들이 손쉽게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루트를 만들어 주
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게 함으로써 중국 내수
소비 진작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91)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온라인
쇼핑 이용자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 물류 시스템의 발
전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의 보급, 인터넷 쇼핑 문화의 성숙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유ㆍ아동 시장
‘소황제’를 위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또 고급스러워지고 있다. 소비문화에
익숙하며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80후세대가 2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2세가 사용할 제품으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고
90) 지만수 외(2008).
91) 박한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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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용품의 고급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결혼한
80후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뿐인 자
녀를 위한 유ㆍ아동 상품 구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분유, 기저귀, 완구, 유ㆍ아동
복 등의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ㆍ아동 상품시장은 그 범위와 규모가 계속해
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난 2007년 황금돼지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의 영향으로 80후세대의 출산이 급증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기준 14세 이하의 유ㆍ아동 인구는 총 21만 2,4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1987년 23%에
달하던 중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12.1% 수준까지 떨어진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가 이들에게
들이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08년의 유아용품 판매
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50%의 판매 신장률을 나타낸 바 있다.92)
특히 최근 중국 유ㆍ아동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인식이 크
게 바뀐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석처럼 소중한 자신의 자녀(小宝)를 위해 계속해서
더 좋은 상품을 찾게 되었고, 이제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품은
유ㆍ아동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급브랜드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급 브랜드는 우수한 세련된 디자인 등을 보장
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가정의 지속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독생자녀에 대한 중국 부모의 관심과 애
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중국 유ㆍ아동 상품시장, 특히 고급형 상품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92) 홍창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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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현재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은 대부분 가공무역을 위해, 즉 제3국으로 수출하
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93)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자
함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중국
의 중간재 수입시장이 반드시 축소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상당한 발
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다면,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내수용 재화 생산을 위한 부품 소재의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중국이 생산해 내지 못하는 첨단
부품소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소비 진작 조치로 인해 관련 부품의 수입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 정책의 경우,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
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부품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국의 대중국 평판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관련 부
품의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7월 중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중국 수출은 56.7%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 감소세가 지
속되던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도 2009년 6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되었
다.94) 또 하나의 좋은 예로 최근 한국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을 들 수 있다. 세계적
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2009년 1/4분기에 호황을 누렸으며,
일부 기업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LIG투자증권은 최근
“중국의 인프라 투자, 지진 복구, 농촌 사업 등에는 석유화학 제품이 핵심소재”라

93) 이런 이유로 중국의 통계자료에서는 부품소재 수출입이 별도로 추산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일반
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으로 분류되어 수출입으로 나타내고 있다.
94) 양평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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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강한 중국 수요는 올 하반기 호남석유, SK에너지 등 국내기업들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95)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으로 인한 유발수요는 내수소비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
서도 상당한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
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투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건설 등 투자 부문은 단기
적으로는 민간 소비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 시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디자인, 토목, 건설
등 굵직굵직한 서비스산업들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원자재 및 부품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급증하여 중국 자체적으로는 100% 조달이 불가능
해질 것이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기회라 하겠다.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외자기업의 진출,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
화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중국시장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중국 로컬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까다로운 시장이 된 것
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중국 내수시장에 얼마나 진출했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95) ｢中 내수기관차에 올라탄 한국기업들 쾌속질주｣, 동아일보, 200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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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 한ㆍ중수교 이후,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
규모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는 많
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고성장과 중국 내 경
쟁의 심화,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조치들로 인해 중국의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
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산동성에 진출했
던 일부 중소기업은 야반도주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투자목적 자체가 생산기지 활용 위
주에서 내수시장 공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내수 판매 비중은 2003년 이미 40%에 달했
다고 한다.96)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
렵다. 앞서 1장의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ㆍ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투자보다는 수출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한 자본재와 소비재를 다
시 한국에 되파는 형태의 무역이 한ㆍ중 교역의 기본 패턴이었기에,97) 이를 실질
적인 내수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제3국 수
출의 기반이 되는 중간재의 비중이 75%가 넘는 반면 최종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은 5% 안팎에 불과하다는 통계치가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98) 즉, 아직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96)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내수비중은 41.7%, 한국으로의 수출은 16.6%. 중소기업협동조합(2004.
1),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및 투자 만족도 조사｣.
97) 지만수 외(2008).
98) ｢中 ‘내수 기관차’에 올라탄 한국기업들 쾌속질주｣, 동아일보, 200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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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생산기지의 차원을 넘어 잠재력이 큰 소비시장
이란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막연한 낙관 및 기대
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소비시장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진출 전략을 택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 발표 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2009년 전인대 이후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공통 주제로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으며, 이마트, 락앤락, 크린
랩, 오리온, 파리바게뜨,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로 꼽히
고 있다.99) 이하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었던 자료를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을 기
준으로 분류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ㆍ실패 사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ㆍ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도 많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기업도 적지 않다.
우선 중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한국 상품으로는 삼성 애니콜과 매일유업의 앱솔루트 분유
등을 들 수 있다.100) 특히 삼성전자 애니콜의 경우 고소득층과 젊은 신세대 직장
인을 표적 고객층으로 설정한 다음, 고가, 고급품으로 포지셔닝한 것이 주요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다. 중국 내 상위 5%의 고소득층과 30대 직장여성이 휴대폰의
주요 고객층이라 보고 고가전략으로 승부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시장의 경쟁구조

99) 김동하(2009a).
100) 삼성전자 애니콜의 중국 진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리아(2002), 김용준(2004) 참고: 매일유
업의 중국진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2009a)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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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초창기부터 ‘명품 휴대폰’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나빠진 브랜드
이미지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적중했다. 삼성전자는 애니콜의 판매
대상을 고소득층으로 설정한 이후, 가격책정에서도 ‘초기 고가전략’을 적용했다.
해외시장 진입 시 가능한 최고가격을 책정하여 고가에도 기꺼이 구매의사가 있는
고소득층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단기 수익을 극대화한 후, 나중
에 가격을 약간 낮추어 다음 소득층을 파고드는 가격전략이다. 또한 브랜드에 강하
게 의존하는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실시했고, 이로
부터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유업의 경우, 진출
이후 한동안 판매가 정체상태에 머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중저가 이유
식 중심의 판매 전략을 최고급 분유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국에서 크게 히트 쳤던
‘앱솔루트 명작’을 중국시장에 출시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중반부터 분유 판매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특히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소비자들이 다소 비싸
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한국산 유제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매일유업의 고
가전략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반대로 대중화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사례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 베이징 현
대자동차는 배기량 1600cc의 신ㆍ구형 엘란트라[중국명 위에둥(悅動), 이란터(伊
兰特)]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중국승용차업체 연석회의 집계결과 베이징현대자
동차의 9월 승용차 판매량은 총 6만 870대로 2008년 동월 대비 176% 급증해 월
간 기준으로 처음 6만대를 돌파했으며, 이 중 위에둥과 이란터의 판매량이 4만대
를 넘어, 판매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01) 이러한 판매 성장을 통해 현대자
동차는 2009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을 끌어

101) ｢중국, 승용차 판매 월 100만대 돌파｣, 헤럴드경제,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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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수 있었다. 이번 성공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촉
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자동차 값의
10%에서 5%로 내린 정책의 시행에 있다. 자동차 구입시 한 대당 4,000위안 정도
의 부담을 덜게 된 중국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사기 시작해서 재고가
동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전체 생산 차종의 75%가 배기량 1600cc 이하인 현대자
동차로서는 중국 정부 정책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현대
자동차의 기민한 전략 수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
NF소나타를 앞세워 중대형 고급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으나 소비자의 호응이 미진
하여 성장세가 벽에 부딪히자 기존 전략을 과감하게 버리고 소형 및 준중형차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마침 중국 정부의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계속 중대형 고급자동차에만 집착하고 있었더라면 지
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성공 비결로는 조기진출과 유통망 확보를 꼽을 수 있다.102)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시장 공략은 전(前) 대우중공업 옌타이 공장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당시 대우중공업은 1996년 굴착기 생산 공장을 준공, 양산을 시작하고, 이
어 1998년에는 지게차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시기로나 규모로나
산업기계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중국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진입을 실시한 당시 경영진
의 결정이 현재 굴착기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준 셈이다. 치밀한 유통망의 구축과 운영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성공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인에 의해 운
영되는 총 37개의 직영대리상에 대해 밀착형 관리를 실시하고, 대리상에게 ‘나도

102)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2009a), 김남국 외
(2007)를 참고.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457

두산인프라코어의 일부’라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심어주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훌륭한 상품 네이밍을 통해 내수시장에 빠르게, 그리고 성공
적으로 진입한 오리온[초코파이, 중국명 하오리여우(好丽友)], 소비의 구전효과가
큰 80후 세대를 집중 공략하여 성공을 거둔 에이블C&C[미샤 화장품, 중국명 미샹
(谜尚)], 떠오르는 중국 실버마켓을 공략하여 중국 진출 6년 만에 중국 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을 석권한 칭다오 리커(丽可)의료기계 유한공사, 80후 세대와 고소
득층을 주요목표로 진출하여 2008년 시세이도, 비오템, 크리스챤 디올, 프라다, 포
르쉐, 하이얼 등 쟁쟁한 브랜드와 함께 ‘중국인이 좋아하는 10대 브랜드 상’을 받
은 EXR 등이 그러한 기업이다.103)
한편, 중국 내수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진출을 감행했다가 쓴맛을 본 기
업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패사례가 시중에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
으로 해외진출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기업 차원에서 실패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결과는 대외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실패사례 역
시 마찬가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나마 많이 알려진 사례로 롯데리아와 삼
보컴퓨터의 진출 실패사례가 있다.
우선 롯데리아의 경우, 한국에서 맥도날드를 꺾고 1위의 매출을 지킨 자신감으
로 중국 패스트푸드 시장에 진출하여 1998년 베이징 롯데리아라는 현지법인을 설
립하였으나,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2003년 2월 최종 철수한 사례이다. 실
패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후발주자로서 충분한 특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 경
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 마케팅에서의 실패이다. 이미 맥도날드,
KFC 등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가 일찍부터 진출하여 상당한 점포망을 구축한 상태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진 롯데리아로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업 이미
10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2009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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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심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했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상하이에 있었던 롯데리아의 마지막 매장이 넓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20명
안팎의 사람만이 있었던 반면,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나 KFC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이러한 마케팅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롯데리아는 지난 2008년 11월 자본금 110만 달러를 투입하
여 다시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중국 롯데리아의 향후 경영전략에 귀추가 주목
되는 이유이다.
1980년 벤처로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90년대부터는 삼성컴퓨터와 함
께 한국 컴퓨터 시장의 양대 강자로 군림했던 삼보컴퓨터의 경우에는 1999년 심양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진출을 시작했다가 2005년 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현지법인도 문을 내린 케이스이다. 따라서 삼보컴퓨터의 실패는 중국 내수 진
출의 실패라기보다는 모기업 자체의 경영전략 실패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
다. 다만, 모기업의 전략 실패에 중국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중국과 중국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삼
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자기 브랜드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 채 저가 경
쟁과 그로 인한 판매량 위주의 경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에서 가격전을 시도한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PC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출혈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를 육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해야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가격으로 경쟁하려 한 것이
실패요인이 된 셈이다. 또한 중국을 잠재력이 풍부한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외수출
을 위한 단순 생산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것도 삼보컴퓨터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체로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최근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서 좋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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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린 업체들은 예외 없이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기업의 궁극적인 경쟁
력은 품질에서 나온다는 진리가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로 세분화, 다양화 전략을
실시했다. 넓고, 크고, 다양하고, 또 고속성장과 함께 소비패턴에 예상치 못한 변화
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곳이 중국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변화 속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세분화, 상품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며, 실제로 내수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 대부분은 이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확고한 유통망 구축을 들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직영대리상에 대해
밀착관리를 실시했고, 고급 스포츠패션 브랜드 EXR은 중국 내 100여개에 이르는
매장을 모두 직접 관리한다. 중국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유통 현황을 고려할 경우,
유통망 확보는 내수시장 진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네 번째로
고급화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았다. 삼성 애니콜, 매일유업, EXR 등은 도
농간 소득 및 소비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핵심역량을 도시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단기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의 경우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져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구조에
서 판매 확대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중국 내수시장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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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중국의 내수시장, 즉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의 총액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30년 만에 명목가격 기준으로 78배나 확대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2.6%를 기록하는 등 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GDP에서 차지하
는 내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소비지출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민간 소비지출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민간 소비지출의 부진은 실질 임금의 감소,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 이용 실패, 사회보장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불
안감 확대, 높은 주택가격, 높은 교육비 등 현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주로 비롯된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수출 및 투자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를 깨닫고 2005
년 11차 5개년 규획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후 줄곧 내
수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전해진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내수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제도 개혁,
감세 조치 등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내수 진작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중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함께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현저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교역은 주로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수출에 집중되어 중국 내수시장 확대의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수출 변화에 대중국 수출량이 연동되어 있어 전반적인 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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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무한한 성장 가
능성을 지닌 소비시장으로 바라보고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
의 시장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중
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중국 내수시장
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민간 소비시장은 도농간, 지역간 격차 확
대로 인해 소비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
는 한편, 세계의 공장답게 최종재 소비시장에서 수입재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또한 기존 세대와는 소비패턴이 분명히 다른 신세대가 주력 소비군으로 등장하였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유망시
장으로는 실버마켓, 인터넷쇼핑 시장, 유ㆍ아동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중
간재 수입시장의 경우 현재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함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 소비가 확대되고, 그때 내수에서 소비될 재
화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첨단 부품소재의 경우 수입
시장은 상당한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은 여전히 중국을 단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형태
가 주가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진출확대
의 여력이 크다는 것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한다면 중국 내수
시장을 통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내수시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가도를 달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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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의 대응전략
지금까지 중국을 생산 및 우회수출의 거점지로 활용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내수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중
국 내수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인 태도
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이 구분되어야 하며, 정부
의 전략적 지원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기업의 단기 전략
현재 중국 정부가 농촌 지역의 소비 증대를 위해서 농민의 소득을 제고하고, 보
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지
만 이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삼농(농촌, 농민, 농업) 문제가 효과
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농민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 확충 역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 내수시장, 특히 농촌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구조적 제약
요인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우며 앞으
로도 한동안은 동부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이 중국 내수시장
의 주류를 차지하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
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농촌 지역보다는 동부 연안 도시 지역의 고소득
층을 대상으로, 즉 저가의 대중적 상품보다는 도시 특수층을 겨냥한 고가 상품시장
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동부 연안 도
시지역의 구매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단,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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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제는 교체수요에 대비한 고
급형 내구소비재로 동부 도시지역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생활가전의 보
급률이 아직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급형 내구 소
비재를 개발, 판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낮추려 해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중국 로컬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
박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 품질을 소홀히 할 경우 브랜드 이
미지에 손상이 가서 장기적인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결국, 소
모적인 가격경쟁보다는 뛰어난 품질 및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넓은 국토, 체
계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시장 진출 자체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A/S 및 유통 역량을 조기에 강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접 판매의 대명사인 델(Dell) 컴퓨터 역시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2007년에는 중국 최대 가전유통기업 궈메이(国美), 2008년에는 중국 2위 업
체인 수닝(苏宁)과 협력한 바 있다.104)
한편 최근의 경기부양책 실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를 적극 공략하는 것도 중요
하다. 우선,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프라 건설의
경우, 건설 관련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일례로 두산인프
라코어의 경우 지진피해 복구 및 농촌개발 수요 폭증으로 인해 소형 굴착기의 성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전하향 및 자동차하향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관련 중간재 수입수요 확대 현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중국 현
104) 엄정명 외(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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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진출한 LG나 현대자동차 등이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대중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업의 중장기 전략
중국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서 거대한 중국의
잠재 내수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내수시장의 발전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큰 포
석을 둘 줄 아는 혜안이 요구된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서부 내륙과 농촌 지역의 소비시장을 주목해야 한
다. 현재로서는 동부 도시지역의 소비시장과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큰 격차를 보
이고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중서부 내륙, 특히 농촌 지역에 집
중되어 해당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 지역
주민의 한계소비성향은 동부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제
고가 곧바로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크다. 그리고 동부 연해 대도시
의 경우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 시장은 크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서부 내륙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중서부 내륙의 경우 물류 인프
라가 아직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과 단기간 내 큰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의 소비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부문
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국 도시지역 주민의 경우 교육, 의료, 레저 및 문
화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서비스산
업의 발전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경
우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의 경우 상품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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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인의 이동이 상당히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며, 이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 가깝게 위치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지화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소비
결정에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는 브랜드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우
리 기업의 대중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 기업 및 소비자들은 의외로 한국 제품과 부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105)
그리고 성공적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유통망 구
축, 대금회수 등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한국에서 파견하는 전문 인력
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당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현지인력 양
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부 차원의 전략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우선,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국
책사업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외
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효율 및 환경
관련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독일이 중국 외교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통해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가 있다.106)

105) 이문형(2009).
106) 엄정명 외(2009a).

46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그리고 가공무역이 아닌 일반무역의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 한ㆍ중 FTA 체
결을 통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이 내년 초 중국과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ㆍ중 FTA의 필요성
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한편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금회수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에 높은데, 이에 대한 분쟁해
결 장치도 FTA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방안도 시급하다. 소득 수준의 향
상과 함께 중국의 해외여행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소비 수준도 크게 제
고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 적절한 유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일본이나 동
남아 등 경쟁지역으로 인바운드 수요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및 의료와
관련된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보다 신경을 쓴다면, 한국의 고질적인 여행수
지 적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가위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정보와 자료의 업데
이트는 성공적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
적인 시장 조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시장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정
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는 필수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내수 유통망 진출을 지
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KOTRA의 주도로 산둥 칭다오 지역에
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물류센터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이를 바
탕으로 추가 건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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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
반도체 산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바이스와 메모리, 마이크로 등 반도체 집적
회로 제품을 제작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이 중 중요한 제품군은 반도체 집적회로이
다.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회로설계(layout design), 마스크(mask)
제작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리콘 웨이퍼에 마스크 패턴을 전사(transfer)하기
위해 노광(exposure), 식각(etching), 현상(development)을 포함하는 리소그래피
(lithography)공정, 세정(cleaning), 열처리(thermal treartment), 박막형성(thin film
deposition), 평탄화공정(planarization) 등을 되풀이하는 수백 가지의 가공공정
(fabrication)이 필요하다. 배선이 형성된 웨이퍼는 조립(assembly)과 검사(test) 과
정을 거쳐 완제품이 된다. 설계 및 웨이퍼 가공공정을 전(前)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설계 검사까지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ntegrated device manufacture)과 전공정을 나누어 담당하는 전문설계기업(fabless), 위탁가공업체(foundry)
로 나뉜다.
반도체 산업은 전자기학, 고체물리학, 재료공학, 화학, 광학, 건축학 등 많은 학
문분야와 관련된 첨단산업이다. 심지어 반도체 장비는 진동에 민감하고 만에 하나
지진이 났을 경우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진학조차도 관
련 학문분야로 넣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재의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한 대체 소
재에 대한 탐색적 연구도 여러 학문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반도체 산업이
걸쳐 있는 지식 범위(knowledge domain)는 매우 다양하고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성과가 빠르게 산업발전에 반영되어 혁신이

472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혁신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즉 기술적 기회(technological opportunity)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의 전유성(appropriability)과 관련해서 제품 수명주기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기업은 선도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술의 전유성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제
품의 양산 능력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더 큰 직경의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의 설비가 새로 필요한데 생산성도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한다(표 10-1 참고). 또한 차세대 제품 시험과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더욱 미세하고 안정적인 가공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첨단장
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첨단 공정장비에 체화된 기술의 정도(degree of embodied technical change)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도 매우 중
요하다.
표 10-1. 생산라인 생산성 비교
wafer 크기

8인치

12인치

wafer당 생산수량(64MB 기준, 0.18μm 선폭기준)

700

1600

라인당 투자비

$18억

$25억

생산성(생산량/투자비)

1

1.7

자료: 한국산업기술재단(2003).

반도체 산업은 여러 국가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받고 있어 기술이전이 쉽
지 않고1) 반도체 제조 기업들간 경쟁이 격렬해서 특허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산
업기술의 모방이 제한되고 있다. 즉 산업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accesibility)이

1) 대만은 중국기업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기업의 중국 설비투자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에는 바세나르 협약이 존재해서 공산권 국가에 대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수출을 규제하기도 했다(주대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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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반도체 제조 기업들
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해서 지적재산권을 축적하고 교차 라이선스를 통해
특허소송에 대응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가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선도기업은 공정시현시 사용되는 특
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추격을 견제하고 반대로 후발기업은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선도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특허소송전략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이전이 제한되고 기술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기술의 누적
성(cumulativeness) 또한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누적성의 중요도는
시간흐름에 따른 산업집중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반도체 제품부문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DRAM 산업에서 Intel, 삼성전자를 비롯한 선두기업들의 시
장 장악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차세대 기술의 인지능력(cognitive capability), 제품생산기획에 관한 조직적 학습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y) 측면에서
축적된 성공이 이들의 경쟁우위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 산
업은 기술의 누적성이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의 창조적
축적(creative cumulativeness)이 대기업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슘페터
마크Ⅱ2) 양상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밖에 후발기업의 기술추격과 관련해서 후대 생산라인을 이용해서 더 큰 웨이
퍼에 더 미세한 패턴을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점진적인 혁신에 의해 수율이
높아지면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
에 신기술이 이전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서 후발기업이 기술퇴행적인 파괴
2) 슘페터는 20세기 전반기 미국 산업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서 대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는 생산시설, 마케팅능력, 자금조달능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보다 우위에서 혁신을 지속시켜나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 1942”에 구체화되
어 있는데 Malerba와 Orsenigo 등 학자들은 이를 ‘슘페터 마크Ⅱ’ 가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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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혁신 국면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추격 초기에는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이 중
요하지만 추격 후기로 갈수록 학계에 공개되지 않아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암묵적인 지식이나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접근여부, 혁신의 빈번성 등이 중요해진다.
궁극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한 R&D능력과 가격
인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적인 혁신을 통해 빠르게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하고(ramping up) 수율을 높이는 혁신능력이 추격의 관건이 된다.
2)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시장체제
중국 반도체시장 수요는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전
방산업인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0-1 참
고). 중국의 토착 기업들은 전자제품의 단순한 조립을 넘어서 시스템을 직접 설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 디스플레
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의 성장에 따라 고부가가치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림 10-1. 중국전자산업의 세계시장 내 비중 변화
(%)

자료: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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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1)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의지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저부가가치 디바이스를 제외한 고부가가치 반도체 집적
회로 등 제품 수요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역사적으로 중국으로는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 내에서 저부가가치
에 속하는 노동집약적인 조립, 검사 등의 가치사슬만 이전되었는데 이 영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크다(그림 10-2 참고). 또한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일반무역보다 進料가공3)의 비중이 크며4) 이는 중국기업들이 아직
은 저부가가치 영역의 제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토착기업들 대부
분이 메모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사하는 종합반
도체 회사들이 아니라 위탁가공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영역
도 첨단제품과는 아직 격차가 있다.
그림 10-2. 2007년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료: 중국반도체산업협회(2007).

3)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제조하는 무역형태를 의미한다. 상대개념인 来料가공은 원부자재를 자국
내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는 무역형태를 의미한다.
4) 2006년 전체 반도체 수출 중 62.7%의 비중을 차지한다(중국반도체산업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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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 독자기업들을 육성해서 중국내
에 온전한 산업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수입을 대체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의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며, 중요한 반도체 산업정책
에 국가고위지도층이 직접 개입해왔다(陳玲 2005). 최근까지도 중요 산업투자에
대한 허가가 신고제가 아닌 비준제로 이루어져 투자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
었다. 이 때문에 주로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반도체 제조시설투자를 실행하
거나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이용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 연구개발자금 지원, 국유기업으로의 직접 자금주입의 방법을 통해 반도체 산
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새로이 확정된 10대 산업진흥정책
중 ｢電子信息産業振興規劃｣에도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발전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3월 26일에 중국 중앙정부 과학기술부는 회의를 개최
해서 장비제조관련 15항, 제조공정관련 11항, 재료관련 9항, 핵심기술 및 부품관련
11항, 첨단기초연구 8항에 대해서 180여 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해 프로젝트를 실
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중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이 밖에 정부는 정부구매를
통해 수요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중국 토착기
업들은 도시 교통카드용 집적회로 등 제품을 정부에 직접 납품하기도 한다.
2) 위탁가공 영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독자 웨이퍼 가공기업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웨이퍼 가공기업들
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 기업들을 조명해 본다. 중국의 2008년도 반도체 집적회로
및 디바이스 제조업체 매출액 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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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2008년도 중국 반도체 제조 기업 순위
(단위: 억 위안)

순위

회사

매출액

순위

회사

매출액

1

Hynix-ST
(无锡海力士意法半导体有限公司)

122.07

6

Shougang-NEC
(首钢日电电子有限公司)

14.35

2

SMIC
(中芯国际集成电路制造有限公司)

93.03

7

HJTC
(和舰科技’苏州’有限公司)

13.40

3

Huahong (上海华虹集团有限公司)

46.79

8

UMC (台积电’上海’有限公司)

11

4

CRS (华润微电子控股有限公司)

45.45

9

JSMC
(吉林华微电子股份有限公司)

10.48

5

Grace
(上海宏力半导体制造有限公司)

14.46

10

Advanced
(上海先进半导体制造有限公司)

9.33

자료: 半导体技术天地(2009. 3. 12).

이들 기업 중 시장 점유율 1위인 Hynix-ST는 한국 외자기업으로 DRAM을 주
로 생산한다. 그 외 SMIC 등 나머지 기업은 모두 위탁가공 형태의 사업모델을 가
지고 있다. SMIC 또한 외자기업으로 DRAM을 생산하긴 하지만 그 이익률은 높
지 않으며 12인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위의 기업들 중 Huahong(上海華虹)
그룹은 중국 산업의 기술추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 다른 선도적인 반도체 기
업들이 한국, 대만, 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되었는 데 반해 Huahong그룹은 중국 정
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설립한 회사이며 투자합작 파트너였던 NEC 측이 지분 철
수를 한 후에도 중국 정부 측에서 지분을 확대하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Huahong그룹이 정부지원을 받으며 기술추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웨
이퍼 위탁가공 영역에 머물고 있고 범용 집적회로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례를
좀 더 깊게 고찰한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Huahong-NEC(華虹NEC, 이하 Huahong-NEC)는 1995
년부터 논의된 중국 정부의 909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중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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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80년대 중반 중국 華晶, 首鋼 NEC, 상해 貝岭, 상해Philips반도체 등이 포함
되는 908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중 정부투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 華晶이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이유는 투자결정과 실행과정이 늦었고 이에 따라 생산을 시
작한 시점에서 이미 도태된 설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 산업의 빠른
혁신추세를 따라잡지 못한 측면이 크다. 또한 중국 기업이 설비가동과 수율 증대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을 축적할 만한 조직적 학습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
비도입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경험을 만회하고
자 계획된 것이 909프로젝트이고 이 중 가장 큰 항목이 Huahong-NEC의 설립이
었다. NEC와 기술합작을 통해 8인치 설비를 수입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Huahong 측 지분 71.4%, NEC 지분 28.6%의 Huahong-NEC를 설립한다.
Huahong-NEC는 908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처음부터 설비가동을 NEC
측에 위임하고 점진적으로 기술을 소화, 흡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설비가동인원을 NEC 측에 연수를 보내 설비운용에 관한 암묵적 기술을 획득
했다. NEC 측은 향후 중국 전자시장에서의 성장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술이전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하에 HuahongNEC는 공장 설립 후 단기간 내에 수율을 목표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DRAM도 생산할 수 있었다. 제품설계, 개발은
Huahong그룹 아래 두 개의 설계회사가 주로 NEC 측에서 기술을 제공받아 담당
했다.
하지만 Huahong-NEC는 2001년부터 IT 버블위기가 찾아오고 DRAM 가격이
폭락하면서 범용 집적회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상 후속 투자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ㆍ제도적 제약이 너무나 많았다. 실제로 당시 북경시 정부와 중국
과학기술부가 909프로젝트 이후 바로 910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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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다른 부서와 여타 지방정부의 반대로 투자가 무산된 적도 있다(陳玲,
2008). 이러한 제약 때문에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경
쟁력 유지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NEC에서 한 세대 설비의 가동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긴 했지만 자체적인 연구개
발조직이 전무했기 때문에 신속한 R&D를 통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차세대 기술의 발전에서 오는 혁신의 기회
를 잡지 못하고 도태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Huahong-NEC는 범용 집적회로 시
장에서 철수하고 위탁가공 모델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중국 독자 웨이퍼 가공기업에 공통되는 일이며, 범용 집적회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이 아직 하나도 탄생하지 못한 이유인 것이다.
3) Huahong그룹의 내부 연구개발조직 분화를 통한 기업내 조직적 학습능
력 강화노력
이런 배경에서 Huahong그룹은 전문적인 내부 연구개발조직을 발전시키는 노력
을 통한 기술추격 전략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가장 좋
은 예가 SICRD(Shanghai Integrated Circui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上海集成電路硏究開發中心, 이하 SICRD)의 성립이다. 중국 과학원이 1999년 유럽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와 기술협약을 맺어 파견했던 3명
의 연구인원이 귀국해서 2002년부터 Huahong-NEC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를 진
행하게 된 것이 이 조직의 모태가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2002년 12월 29일 상해
Huahong그룹, 復旦대학, 上海交通대학, 華東師氾대학, 上海貝玲, 上海信託의 공동
출자로 SICRD가 따로 성립한다. 이 당시 Huahong그룹 측의 지분은 80% 이상이
었으며 연구센터의 위치 또한 Huahong-NEC의 제1생산공장과 같이 있어서 공정
기술의 양산화 단계 적용이 용이하도록 의도되었다. 2007년 현재 학사 1/3,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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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사 1/3로 구성된 50명의 연구조직이 공정기초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연구인원을 150명까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5) 이 중 많은
인원들이 IMEC에 파견되어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상해 지방정부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며 조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Huahong-NEC는 2003년부터 기업 내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조직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학사 3/6, 석사 2/6, 박사 1/6의 100명 내외 연구
인원이 주로 양산화 단계의 응용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6) 이 연구개발 조직은
Huahong-NEC의 제2생산공장에 위치하고 있다. 정리하면 차세대 공정의 기초기술
개발은 SICRD에서 주로 담당하고 Huahong-NEC의 내부연구개발조직은 양산화
단계의 응용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이원체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도 적지 않은데 2006년 HuahongNEC는 수입의 6.54%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2007년에는 수입의 10%를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2006년 한 해에만 중국 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SICRD에 11억
위안의 연구개발투자 자금지원을 실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Huahong의 특허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그림 10-3 참고) 특허가 축적되면서 Jazz(Jazz Technology
Inc.), SST(Silicon Storage Technology Inc.), Cypress(Cypress, Semiconductor
Inc.) 등과 교차 라이선스를 통해 전략적인 기술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Huahong-NEC는 연구개발조직을 강화해서 신속한 R&D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 조직을 웨이퍼 가공공장과 함께 위치시켜 양산화 단계에서의 문제를 직
접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즉 조직적인 학습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체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최근 0.13
마이크로미터 선폭에 대한 공정기술 양산화에 성공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5) 2007년, SICRD 부사장 趙宇航 인터뷰.
6) 2008년, Huahong-NEC 부사장 賴磊平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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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직적 학습능력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자
최근에는 12인치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10-3. SICRD 와 Huahong-NEC의 중국내 발명특허 증가 추세

주: 연도별 공개 특허 검색결과 정리.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조직적 학습능력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
은 중국기업의 이직률이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SMIC와 같은 외자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Huahong-NEC의 이직률은 5% 미만으로 일반
중국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7) 상술하다시피 반도체 제조는
수백 가지 공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웨이퍼 한 장이 모든 공정을 거쳐 완성품이 되
기까지 심지어 2~3개월이 걸리는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율관리와 공장의
가동률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산초기화단계에서 수율저하의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 혹은 설
비고장의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 등이 기업의 기술능력의 핵심적인 일부분이다. 이
러한 능력은 인력에 체화되어 축적되며 암묵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직률이
7) 2008년, 상해집적회로협회 부총서기 薛自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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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것은 이러한 기술능력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정책적 시사점
이렇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추격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단
기간 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을 따라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로
중국의 후발 기업들이 아직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면서 차세대 양산 라인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과학
적 이론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제조기법,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의 제조 노하우
누적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한국기업들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격차는 특허 수의 추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
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대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기업들의 메모리 같은
고부가가치 범용 집적회로 영역에는 중국 기업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
은 신속한 R&D와 양산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잠재력이 있는 제품 분야에 대한 투
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동차, 가전 등 제품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디지
털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집적회로가 사용되는 범위가 향후 계속 넓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영역의 차세대 기술영역
에 대한 학술적 노력을 지원하고 인력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실제 산업영역에
서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제를 유연히 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술력 있는 설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 주요 반도체 공정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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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율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철강산업의 기술체제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여러 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
하는 산업으로서 철광석과 철스크랩 등을 용해하여 봉형강(bar and section steel),
판재류(steel sheet), 강관류(steel pipe), 특수강류(special steel)를 만든다. 철강제
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철(pig iron)을 생산하는 제선공정, 반제품인 강철
(steel)을 만드는 제강공정,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압연공정(rolling)을 거쳐야 한다.
제강공정에 필요한 제강로는 전로(converter)와 전기로(electric furnace)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기로를 사용하는 소규모 철강기업을 미니밀(minimill)이라고 해서
대규모 일관제철소와 구분한다.
철강산업과 주로 관련된 학문분야 또한 재료공학, 열역학, 표면처리공학 등 다
양하다. 특히 고급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기반이 필요하다. 하
지만 철강산업의 경우 소재인 철의 화학적 특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산
업 등 기타 IT산업과 비교할 때 급진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다. 결정적
기술혁신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생산설비의 건
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표 10-3 참고). 예를 들어 POSCO가 자랑하는 제선분야의
Finex 공법은 1992년부터 기술개발이 시도되어 왔는데 2007년 5월에 생산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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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었다. 즉 철강 산업의 후발기업으로서는 추격을 위한 기술적 기회가 풍부하
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후발기업은 기술적 경로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기술을 예측할 수 있고 이미 생산성이 검증된 대규모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최신식 설비를 건설함
으로써 선도기업보다 생산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표 10-3 참고). 그러므로 설비
투자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추격을 시도할 경우 초기단계 기술 추격이 용이하
다. 최근 철강산업기술은 공정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품질
강(high performance steel)을 생산하는 쪽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3. 제선공정 비교
(단위: US$/생산 1톤)

구분

고로법

코렉스법

파이넥스법

66

86

72

82

104

84

70만톤

100만톤

300만톤

톤당 투자비

109

100

쇳물 원가

103

100

환경 관련

환경오염심화

환경친화

환경친화

원료, 연료

괴결석, 점결탄

괴광석, 일반탄

분광석, 일반탄

사전 처리

사전처리 필요(코크스, 소결)

불필요(펠릿 제외)

불필요

주: 톤당 투자비와 쇳물 원가는 100만톤 고로법을 100으로 기준삼아 지수화한 것.
자료: 이구택(2002).

기술의 전유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조직적
인 학습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유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설비에 체화된 기술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설비를 수리 보수하는 능력 등은 기업의 조직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전
이나 모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철강기업들은 특허신청을 통해 제
품기술과 공정기술을 보호받고 있으며 전략적 기술교류를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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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견제한다.
기술의 누적성도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기술의 인지능력, 조직의 학습능력, 구
매자와의 정보교류(feedback from market)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의 성공이 축적되
면서 누적된 혁신이 기존 선두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확고하게 해준다. 현재의 철강
산업 또한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내 조직에서 창조적 축적이 일어나는
슘페터 마크 Ⅱ 양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기술의 인지능력과 관련해서
철강산업 혁신누적의 전형적인 예로 신일본제철을 언급할 수 있다. 주로 고급강 생
산에 주력하고 있는 신일본제철은 기술다각화를 통해 야금 영역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광학, 분리혼합 등의 기술영역에서 2002년까지
1,903건의 미국 누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POSCO의 동기간 누적특허 102
건 중 59건이 단지 야금 영역에 편중되었던 사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
술축적의 차이가 고급강 영역에서의 경쟁력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곽원식, 정성창,
이근, 2008).
후발기업들의 추격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례를 언급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박 슬래브 주조기술을 과감히 채용해서 미국의 일관제철소 시
장을 잠식해버렸던 미니밀(minimill) 업체인 뉴코어스틸(Nucor Steel)의 예이다.
이는 기술퇴행적인 파괴적(disruptive)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후발기업이
비용우위를 바탕으로 추격을 달성한 예이다(크리스텐슨 저, 이진원 역, 2009). 즉
철강산업에서는 기술퇴행적 혁신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2) 중국 철강산업의 시장체제
중국 철강산업의 수요는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 조선, 건축 등 산업이 성장함
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방산업의 성장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는 토목, 건축 산업의 발전에 기반해서 봉

48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형강류의 수요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자동차, 가전, 조선에 사용되는 판재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표 10-4 참고). 고부가가치 강재에 대한 생산도 점
차 증가하고 있다.
표 10-4. 중국 철강재 강종별 생산구조 변화
(단위: 1,000MT, %)

봉형강

판재류

강관

합계

1995

55.8(63.6)

27.0(30.8)

5.0(5.6)

87.7(100)

2000

68.4(55.1)

50.6(40.7)

5.2(4.2)

124.2(100)

2005

196.1(53.7)

143.1(39.2)

26.1(7.1)

365.3(100)

2007

269.6(48.6)

242.5(43.7)

42.2(7.6)

554.3(1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각 연호, 재인용: 김화섭 외(2008).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후판과 열연강판의 비율이 2007년 기준 31.5%
로 확대되며 주력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고부가가치 제품인 냉연, 전기강판,
도금강판의 비중8)이 작지만 그 생산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방산업의
수요증대가 중국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1) 혁신추동의 강력한 주체로서의 정부
그럼 먼저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에서의 주요 참여자인 중국 정부의 혁신 노
력을 조망해 본다. 철강산업은 중국 건국 초기부터 가장 중시되어오던 산업분야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여타 산업부문과 비교해 봐서도 매우 크다. 그러므로 중국정
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산업혁신시스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8) 2007년을 기준할 때 11.4%이다(김화섭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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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강제하고 노후시설 폐쇄를 유도하
는 방법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강재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2009년 4월에 발표된 ｢鐵
鋼産業進興調整規劃｣(이하 규획)에 구체화되어 있다. ｢규획｣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이름을 직접 지목하며 2011년까지 연생산량 5천만톤급 대형기업의 성립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寶鋼그룹(上海寶鋼集團公司, 이하 Baosteel), 鞍山
그룹(鞍山鋼鐵集團公司, 이하 Ansteel), 武漢그룹(武漢鋼鐵集團公司, 이하 Wuhan
iron&steel) 같은 대형철강그룹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수평통합을 통한 조
직과 설비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011년 연말 이전에
3

400m 이하의 고로, 30톤 이하의 전로와 전기로 설비를 폐쇄해서 7,200만톤 상당
의 노후 제선생산설비와 2500만톤에 달하는 제강생산설비를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내 선도기업의 생산관리기술의 확산과 노후 생산설비 도태를 통해 전
체적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KIET 북경사무소,
2009). 노후설비 폐쇄는 실업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
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획｣이 얼마나 철저히 시행되는지 주목할 만한 부분
이다.9)
이에 더해 ｢규획｣에서는 철강제품의 건축용강재 등에 대한 제품표준을 상향조
정해서 제품품질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HRB400급 고강도
철근 사용을 의무화해서 HRB355급 철근을 대체하고 철강사용효율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부가가
치 강재에만 환급률을 높게 책정하고 저부가가치 강재에 대한 수출은 환급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로 작용하고 있
9) 2004년 江蘇鐵本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중앙정부의 투자억제 정책을 무시하고 생산시
설을 오히려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김동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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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해 정부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의 생산설비 교체에 필요한 대출자금에 직
접적인 이자지원을 하는 등 생산설비 도입에 의한 기술혁신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기술고도화를 위해 산업협회의 품질기준 조정 등 역할을 강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구체적인 강재부문의 기술발전 노력 강
화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00만kW급 화력발전 및 핵발전용 특수후판과
고압고로관, 25만kVA 이상 변압기용 고자기감 및 저무부하손 방향의 규소강 등 특
수강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KIET 북경사무소 2009).
또한 중국 정부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국외철광석회사의 지분매입을
시도하거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철강산업의 수직통
합 또한 지원하고 있다. 중요 원자재인 철광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
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Valin(湖南华凌钢铁集团, 이하 Valin)으
로, Valin은 호주 3대 철광회사인 FMG(Fortescue Metals Group)과 홍콩에서 지
분합작협의를 맺고 Valin이 FMG 지분 17.34%를 인수하기로 했다. Valin은 FMG
의 제2대 주주가 되었다. 이로써 FMG의 판매협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Sinosteel(中國中鋼集團)이 호주 Murchson Metal의 지분 49.9%를 인수한
것이나 Minmetal(中國五鑛集團)이 호주 Midwest 측 지분을 인수한 것도 비슷한
예이다.
2)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확대
다음으로 중국 철강기업들의 현황과 자체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살펴본다. 중국
주요 철강그룹의 수익 순위는 [표10-5]와 같다.
철강산업은 기술추격에 있어서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산업
이다. 그러므로 중국 철강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조직, 설비 측면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3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중국 철강산업의 2002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볼 때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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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중국 철강그룹 순위(2008년)
(단위: 억 위안)

순위

그룹

소속

소재지

수익

1

Baosteel (上海寶鋼集團公司)

중앙정부

상해시

1,617

2

Shougang (首鋼總公司集團)

북경시

북경시

619

3

Ansteel (鞍山鋼鐵集團公司)

중앙정부

요녕성

501

4

Wuhan iron&steel(武漢鋼鐵集團公司)

중앙정부

호북성

401

5

Shagang (江蘇沙鋼集團有限公司)

강소성

강소성

311

6

Laigang (萊芜鋼鐵集團)

산동성

산동성

301

7

TISCO (太原鋼鐵集團有限公司)

중앙정부

산서성

290

8

Jigang (济南鋼鐵集團總公司)

산동성

산동성

274

9

Ma steel (馬鞍山鋼鐵股份有限公司)

중앙정부

안휘성

268

10

Handan iron&steel (邯郸鋼鐵集团有限责任公司)

하북성

하북성

262

자료: 중국철강협회(2009).

이상 용광로, 100톤 이상 전로와 전기로 개수가 각각 3개에서 12개, 35개에서 91개,
7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설비의 도입과 노
후시설의 도태는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고 있다(표 10-6 참고).
표 10-6. 중국 철강산업 주요기술경제지표 변화 추이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920

770

761

747

645

632

물소모량(m /톤)

25.24

13.73

11.27

8.06

6.56

-

연속주조비율(%)

87.3

93.5

95.9

97

98.7

-

연도
종합에너지소모량(kg/톤)
3

자료: 呂政(2007).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기업들의 철강제품이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제품 수출
에 있어서도 이전 봉형강 등 가격경쟁력이 우세한 저부가가치 제품수출에만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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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판재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2007년 중국
의 판재류 수출은 2,833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강재 수출의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최근의 설비투자도 대부분 판재류 생산을 위한 것으로 이후 우
리나라와의 경쟁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 일부 고급강은 일본, 보
통강 중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 저부가가치 강재는 중국이 생산하던 무역 구조에
서 중국이 생산가능한 제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교역구조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철강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품혁신은 이들과 장기 협
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독자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산업의 혁신과 맞물려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김화섭 외 2008).
R&D 측면을 보더라도 중국 철강기업들의 R&D 투자액은 총액으로 이미 한국
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10-8 참고). 비록
연구 성과와 효율 면에서 POSCO에 비해 아직은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
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로미분탄
취입기술, 용광로지속사용기술, 용광로보호기술, 연속주조기술, 에너지절약시술 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술혁신 성과가 나오고 있다(呂政 2007).
표 10-8. 한ᆞ중 철강공업 R&D 투자 추이 비교
(단위: 억 달러, %)

중국
한국

연도

2003

2004

2005

R&D 투자

6.63

10.6

15.49

R&D 강도

0.77

0.79

0.91

R&D 투자

2.41

3.06

3.82

R&D 강도

-

0.76

0.82

자료: 呂政(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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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 대형화와 국산화,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을 통한 Bao Steel의 기술
혁신 노력
중국 철강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빠르게 기술추격을 하고 있는 Bao
Steel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Bao Steel의 성립에 대한 논의는 1978년 개
혁ㆍ개방의 시작을 알린 삼중전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1985년 8월에 1기
공정설비가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한다. 또한 1984년부터 2기, 3기 공정설비 건설
이 연이어 진행된다.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기타 철강회사들이나 정치단위에서 무수
한 반대가 있었지만 최고위 지도층의 지원에 힘입어 설비 대형화가 시도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기 공정의 설계와 건설이 전적으로 신일본제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고 설비 자국산화 비율이 12%에 불과했던 반면 2기, 3기에는 설비 자국
산화율을 각각 61%, 80%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최대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
하고 어려운 영역은 협력개발을 통해 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국산화 비율을 높여나
갔다. 설비 대형화 과정에서 도입된 기술을 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체
적인 기술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7년 11월 2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중국 최초의 용융환원 청정 제
련시스템인 코렉스(COREX)가 Bao Steel 산하 浦钢公司의 罗泾工程基地에서 정
식으로 가동되었다. Bao Steel은 코렉스-C3000 선철로 1개, 150톤급 회전로 2개,
더블 스탠드 4200mm 광폭후판 압연라인, 160메가와트 가스증기순환발전설비 1
개, 6만㎥ 산소제조설비 2대를 각각 건설하였는데, 이 시스템의 연간 생산량은
150만 톤으로, 세계의 기존 대형 코렉스로의 2배 가까이 된다. 이는 고전적인 형태
의 기술, 경제추격을 달성하고 있는 예로서 최신설비 도입(new vintage technology)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성 향상을 누리는 방법으로 선도기업에
대한 기술추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Bao Steel의 2012년 조강생산목표는 연
8,000만 톤이다(한ㆍ중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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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비 대형화 외에 Bao Steel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적재산권 확보노력
을 전개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 확보를 전사적 차원의 기업목표
로 설정하고 개인이 특허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혁신 마
일리지 적립제도(technology innovation mileage accumulation)’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차원에서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연구원 선발이나 승진에 혁신 실적
이 반영되게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프로젝트 참여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하
는 등 급여체제까지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연구원 개인들이 지적재산권 창출에
매진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한ㆍ중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림 10-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ao Steel의 특허축적
또한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적재
산권의 확보와 연구개발 노력은 일정부분 지식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러한 노력이 축적되면 설비가동률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고급강 시장으로의 진출이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Bao Steel은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자동차, 조선, 가전산업의 혁신주체들과 정보를 교
그림 10-4. 최근 Bao Steel의 중국내 특허 보유 증가 추세

주: 연도별 공개특허 검색.
자료: 중국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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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고 협력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한 혁신이 누적된다면 기술
추격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다. 정책적 시사점
위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첫째, 자동차 산업, 조선산
업 등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생산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자동차 경
량화를 위한 액압성형(Hydroforming) 기술의 구현, 선박용 열가공제어압연강(Thermo
Mechanical Controlled Process) 개발은 이러한 연계활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제품생산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철강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최근 한국에서 전기로 생산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로가 적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기술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일본제철의 예에서 보듯이 야금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와 학계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과
제이다. 철강산업 기술추격의 후기로 갈수록 누적된 지식기반의 역할이 중요하므
로 이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될 때 한국 철강 기업이
일본 등 선진국기업에 대해서는 수렴형 추격을 달성하고 중국 등 후발기업들에 대
해서는 추격의 후퇴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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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passenger car), 승합차, 화물차(truck) 등을 제조하는 산
업이다. 반도체, 철강 산업은 다른 산업의 부품 혹은 재료가 되는 제품을 일관 공
정을 통해 생산하는 중간재 산업임에 비해 자동차 산업은 상이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품들의 결합인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일반적인 승용차 생
산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프레스(press), 차체(body), 도장(paint), 의장(assembly),
최종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완성차가 된다. 완성차의 의장 단계에서 장착되는 엔진
(engine)과 기어(transmission) 등의 주요 부품들은 주조(casting), 단조(forging),
소결(sintering), 열처리(heat treatment), 기계 가공(machine work), 조립 등의 공
정을 거쳐 완성된다. 생산과정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운전석(seat), 섀시(chassis),
프런트엔드(front end module)의 3대 모듈이 따로 제작되어 조립되기도 한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데 수많은 부품과 공정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지식범
위도 넓고 다양하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패
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유가상승과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로
인해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의 연구와 상용화가 진전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이
미 상용화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기어박스 대신 전지(battery)와 모터
(motor), 제어장치(control unit)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부품 수도 획기적으로 줄어
들어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
적이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의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감축이 자동차 성능개선의 주
요 과제였던 반면 전기자동차에서는 가볍고 방전율이 낮으며 충전 용량이 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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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오래가는 이차전지의 개발이 성능개선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따
라 자동차 산업에 관련되는 지식, 기술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적 기회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전유성에 관해서 자동차 생산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기업이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 전유성도
높다. 비록 구미의 완성차 업체에서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에 기반해서 모
듈 구매를 개방화, 특정 생산 단계를 외주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이로 인
해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듈화 추세는 외부지식에 대
한 접근성에 큰 영향을 가진다. 개발도상국 후발기업도 외주화를 통해 최신 기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술의 전유성은 낮아진다. 부품이 표
준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모방이 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Toyota
같은 선도기업은 전문부품업체들에게 충분한 이윤과 재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폐쇄형 구조(closed architecture)를
유지해나감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 Toyota는 집중적인 R&D 노력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한 특허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술의
전유상황 때문에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후발기업의 기술추격이 매우 불리하다. 즉
고급기술 단계에서는 기술이전이 자유롭지 않고 모방 가능성이 낮다.
기술의 누적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
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경로의 변동가능성도 작고 기업의 조직적인 능력의 누적, 차
량 구매자와의 체계적인 정보교류 기반이 기존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확고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들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기반을 바꾸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기업들의 차세대 기술
에 대한 인식 능력도 양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는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수요체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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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 기존과 다른 성격의 구매자들 등 새로운 주체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기업의 기술 누적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승용차 부문의 예를 보면 최근 경소형차 위주의 저가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같은 고차원적인 기술개선보다 부품 표
준화,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기술퇴행적인 혁신을 달성한 제품이 시장에서 우
위를 점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후발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초기 추격이 가
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슘페터 마크Ⅱ 국면에 속하는 대표적 산
업이었으나 슘페터 마크Ⅰ 국면10)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미국의 Tesla, 중국의 BYD 같은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 이와 같은 국면을 잘 대변
해준다. 반면 기술추격의 후기로 갈수록, 또한 고부가가치의 대형차 시장으로 갈수
록 시스템 통합능력과 조직적 연구개발 및 학습능력 같은 기술역량의 중요성이 증
대된다.
2)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체제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개혁ㆍ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커져왔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화물차와 승용차 보유량이 모두 꾸준히 증가해 왔
다. 또한 최근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커지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개인
용 경승용차가 전체 자동차 중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그림
10-5 참고).

10) 슘페터는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1934)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상품, 신공정을
가지고 새로이 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이 독점적 준지대를 통해 일정기간 초과이윤을 얻어 후속
혁신을 주도하고 이러한 상황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Nelson, Winter,
Kamien, Schwartz 등이 후일 이 가설을 ‘슘페터 마크Ⅰ’이라 규정했다.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497

그림 10-5. 민간승용차 보유량 증가 추세

자료: 중국자동차산업연감 1985~2005 각 연호.

그림 10-6. 승용차시장 배기량별 시장점유율(2008년)

자료: 環球網(2009. 1. 20)에서 정리, 재인용: 권성용 외(2009).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요는 주로 경승용차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림 10-6]을
보면 차량 수로 계산시 1600cc 이하 경승용차 수요가 중국 승용차 시장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소개하면 세단 판매량
중 회사나 상업용이 아닌 개인구매 비율이 2002년부터 60%를 넘고 있다(중국자동
차공업협회통계자료).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자동차가 점점 업무용뿐 아니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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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비품으로 수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 기업들의 구조변화나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준다. 급격한 개인소득 증대에 기반해서 개인용 승용차 시장
이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시장에서의 개인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무엇보다 비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조건 내에서라면 부품조달에 있어서 개방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준
화된 부품사용과 모듈 외주생산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의
구매요구를 만족시키는 모델을 시장에 내기 쉽고 더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1) 외국모델 도입 통한 부품국산화에서 외주개발체제 통한 독자모델개발
로의 전환
그러면 자동차 중 가장 중요한 제품군인 중국 승용차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살펴본다. 중국 자동차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
해 만든 외자기업 50% 지분제한 규정 때문에 100% 지분의 외자기업은 없으며 대
부분 중국 기업들은 외자기업들과 복잡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다(Luo,
2005). 크게 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자형태의 기업을 설립해서 자동차를 생산하
는 합자기업들과 외국 완성차 업체들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지며
자동차를 생산하는 독립토착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第一자동차그룹(FAW, 第一
氣車集團公司), 上海자동차그룹(SAIC, 上海氣車工業集團), 東風(DFM, 東風氣車公
司)그룹은 정부 소유의 주요 3대 자동차그룹으로 여러 국외 완성차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합자기업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승용차 부문에서 SAIC의 기술추격은 주목할 만하다. SAIC는 上海
泛亞技術中心이라는 기술개발전문 독립법인을 운용하며 독자적인 R&D 역량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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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있다. SAIC는 또한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나 영국의 MG-Rover 인수,
Yuejin(躍進)그룹의 Nanjing 자동차 인수를 통해 지적재산권, 엔진기술을 확보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Roewe(荣威)라는 독자모델을 개발했다(권성용 외 2009). 또
한 GM대우의 2009년 윈스톰 모델에는 상해GM에서 자체 생산한 엔진이 장착된
다. SAIC의 일부 핵심부품이 비용대비 성능 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표 10-9. 중국 승용차 시장 주요 참여자 차량판매 대수 순위(2008년)
판매대수(대) 순위

회사

판매대수(대)

6

FAW-Volkswagen
(一氣폭스바겐)

340,504

488,685

7

Guangzhou-Honda
(廣州혼다)

306,230

FAW-Toyota
(一氣도요타)

366,044

8

Beijing-Hyandai
(北京현대)

284,454

4

DFM-Nissan(東風닛산)

363,561

9

Geely(吉利)

184,526

5

Chery(奇瑞)

348,163

10

Tianjin(天津)

176,637

순위

회사

1

Shanghai-Volkswagen
(上海폭스바겐)

490,087

2

Shanghai-GM(上海GM)

3

자료: 環球網(2009. 1. 20)에서 정리, 재인용: 권성용 외(2009).

[표 10-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적인 토착기업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
다. Chery(奇瑞, 이하 Chery)와 Geely(吉利, 이하 Geely)가 독립 토착기업에 속한
다. 이러한 독립 토착기업들은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합자회사들이 사용
했던 외자 파트너 기업의 모델도입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 개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잠시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중국에서는 2004년 이후 기존의 합자기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시도한 ‘以市場換技術’ 전략이 실패했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자동차 합자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합자기업
의 외국 측 파트너는 기존모델로도 중국시장에서 충분히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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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줄 수 있었으므로 중국에서의 새로운 모델개발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으
며 중국 측으로의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는 자동차 플랫
폼 개발을 위한 홈룸(Home room), 즉 신차개발 전담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외국업체는 자국 부품업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
에 부품조달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부품조달을 자국의 협
력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중국 측으로
의 기술확산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토착기업들이 새로
운 기술혁신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독립 토착기업들이 외
부의 독립적인 기술서비스 공급업체들과 함께 외주설계를 통해 독자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다. 비록 모델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뿐이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완전히 이전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국 토착기업들은 이러한 외주개발을 통해
빠르게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
한 혁신전략은 기존의 산업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으로 고정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95년 Hafei(哈飛)가 이탈리아 Pininfarina의 설계를 바탕으로 승
합차 시장에 Zhongyi(中意)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후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설계는 Pininfarina가 담당하고 영국의 Lotus가
구동장치를, Mira가 이 시스템의 검사를 담당하는 등 외주화를 통해 Lobo(路寶)
모델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게 된다(Zhao 2007). 비단 독립 토착기업만 이러한
혁신모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 BMW의 중국측 파트너인 Brilliance Auto(華
晨)가 이탈리아 설계회사인 TDC, 영국의 Mira와 협력해서 독자적인 Brilliance(中
華) 모델을 내놓은 것 또한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회사는 제동장치, 조향장
치, 서스펜션 등 부품을 각각 TRW(TRW Inc.), ZF Lemforder에서 구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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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혁신시스템은 구미에서 외주화에 의한 부품조달과 R&D 실행 추세가
활성화되면서 가능했다. 구미 부품공급업자들의 R&D 능력이 강화되고 이들에 대
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기
술을 얻는 방법을 개척한 것이다.
2) 외주 모델개발체제와 내부 연구개발조직을 동시에 활용하는 Chery의
혁신노력
외주개발체제를 충분히 이용한 독립토착기업 중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Chery이다. Chery는 안휘성 지방정부에 의해 세워진 기업으로 1996년 영국에 있
는 Ford의 엔진생산라인을 사들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진출했다. 출범 당시에는 사
업자 승인을 받지 못해서 2001년 SAIC에 속한 회사로서 제조 승인을 받았고 이후
독립하게 된다.
Chery가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3년 QQ
를 비롯한 3가지 모델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 이 모델은 2000년 연말 DFM 측에서
나와 2001년 Chery 쪽으로 이직한 13명의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하였
다. 이들은 DFM이 Nissan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연구개발팀을 정리하게 되면
서 Chery쪽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흩어져 있던 DFM의 연구개발팀
동료들을 모아 처음 20여 명이 함께 Chery의 핵심개발역량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들은 Kaking Technology Co.(佳景科技有限公社)란 설계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한국의 대우에서 이직한 12명의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여러 외국 엔지니어들을 스
카우트해가며 Chery의 많은 모델들을 개발한다. 이곳에는 2007년 현재 75명의 연
구개발인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후 Pininfarina 등 외부기업과 공동으로 모델들을
개발하며 기술역량을 축적해나가고 있다(Lee, Fujimoto, and Luo 2007).
Chery는 외주 개발체제를 통해 새 모델을 설계하는 일과는 별도로 엔진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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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문제 해결, 내구성 제고, 소음문재 해결 등의 핵심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
체적인 연구개발조직을 확대하며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기업
내 R&D 조직이 奇瑞汽车工程研究院이다. 이 조직은 2009년 현재 2,000명 이상
의 연구인원이 재직하고 있다. 2004년도만 해도 600여 명의 연구인원이 일하고 있
었는데 급속한 조직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Chery는 영업수익의 10% 정도
를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과 비교해볼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
다. 이곳에서는 200명 이상의 엔진전문 연구개발인력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AVL
과 함께 18종의 엔진이 자체적으로 개발되었고 2009년 현재는 30여 명의 충돌안
전전문연구인력에 의해 충돌안전성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다(新朗財經,
2009. 6. 9) 이러한 자체 연구개발노력에 힘입어 GDi(Gasoline Direct injection),
듀얼가변밸브타이밍(DVVT), 저소음 타이밍체인(Silent Timing Chain), 전자구동
밸브(Electro Mechanical Valve) 등 기술을 독자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권성용 외 2009).
이렇게 Chery는 핵심부품과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델개발은 외주화하고 부품은 표준화되고 비용이 낮은 것을 이용해서 중
국시장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노력에 힘입어
Chery의 모델들은 중국 독자모델 중 가장 판매량이 많으며 이미 QQ는 2008년 현
재 중국시장의 소형차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차종이다(環球網, 2009. 1.
20). Chery는 최근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전기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용한 BYD의 경로 도약형 기술추격
패턴
원래 이차전지를 생산하던 BYD(比亞適) 같은 기업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으로
바로 진출하는 경로도약형 기술추격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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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전기구동장치를 자체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했
듯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구조가 간단해서 시스템 통합이나 부품 표준화
가 더욱 용이하고 이와 같은 기술 체제적 특성이 후발기업에 유리한 이점을 가져
다줄 수 있다. 또한 이차전지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누적지식기반역량이 작기 때문에 후발기업의 추격이 더 용이할 가능성도 있
다. 그러므로 중국의 기술추격노력이 만약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인프
라 건설 노력, 세제지원 등 정책노력과 결합된다면 실질적인 기술추격이 있을 가능
성이 충분하다. 지난 2009년 4월 10일 중국에서는 국가공업신식화부(国家工业信
息化部) 주관으로 전기자동차 관련기업, 각 성시 공업주관부문, 재정부 및 과기부,
전력 및 석유회사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전기자동차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전기 충전망시설의 확충을 논의하기 위
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무한(武漢)시가 시범대상이 되었다. 일단 인프라가 갖춰
지고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조건이 정해지면 중국 독자기업들의 기술추격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각 부품의 성능향상과 시스템 통
합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각 현지시장에 적합한 모델개발 노력을 동시에 추진
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
대자동차는 남양연구소로 R&D 역량을 집중시켜 자동차관련 전반 기술을 장악하
고 시스템 통합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현지실정에 맞추기 위해 가격이 싼 부품모
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 함께 중국시장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했고 이
모델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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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윤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품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중국 정부의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과 맞물려 이루
어진 것으로 중국시장의 변화양상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이들이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차세대 자동차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또한 연비관련 법규정비나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나 융합 소프
트웨어(embedded software) 같은 새로운 영역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지
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휴대폰 제조업의 기술체제
휴대폰 제조 산업은 이동통신기기인 휴대폰을 만드는 산업이다. 휴대폰 또한 자
동차와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재로 여러 부품들의 통합체인데 베이스밴드 칩세트
(baseband chip set), RF(radio frequency), IF(intermediate frequency)의 3가지
주요 모듈과 부가기능을 위한 모듈, 관련부품들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칩세트를
공급하는 IC 기업이 기존 여러 모듈의 기능들을 통합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에는 현재 많은 기술적 기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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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칩 등 부품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동시에 휴대폰에 첨가
되는 기능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MP3, PMP 등 기능을 통합하며 휴대
폰의 기본개념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3G기술에 기반한 화상통
화, 이동식 TV수신, 이동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은 자동차
등 소비재보다 교체주기가 짧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이 빠르게 변하므로 제품 혁
신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그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술의 전유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록 고급의 시스템 통합능력과 베이스밴드 칩
같은 중요한 부품의 설계, 제작 능력은 모방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조립과 외양설계
모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중요 모듈 기능이 통합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데 중요한 기능들이 내재된 부품이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수
록 단순한 시스템 설계와 대량 생산에 의존했던 기존 기업들의 독자적 기술 전유
가 의미 없게 된다.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받을 수 있
겠고 이에 따라 기술의 전유성도 높을 수 있지만 조립단계에서 생산조직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은 기술추격에 있어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는
다르게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의 중요성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직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유가능성도 작다.
이와 같은 최근 산업의 특성은 기술의 누적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
에 있어서 조직적 능력은 누적적이지 않으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빠른
산업혁신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유연한 조직체제가 더욱 유리할 수 있
다. 핵심 기술의 누적성과 관련해서 최근 Motorola의 어려움을 언급할 수 있다.
Motorola는 오랜 기간 휴대폰 제조업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휴대폰 사업을 분리하려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축적된 통신기술만으로는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
위를 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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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는 Nokia나 삼성, LG 등 기업은 기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혁신
을 추구하고 다양한 모델 라인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
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선도기업들은 운
영체제 등 융합 소프트웨어의 누적과 활용 측면에서,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
근성 측면에서 후발기업들보다 유리하고 신속한 R&D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을 따돌리며 혁신을 지속할 수 있다.
후발주자의 기술추격과 관련해서 제조과정에서의 암묵적 지식이 그다지 중요하
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나기 쉽다. 또한 혁신이 빈번해서 기술기회가
풍부하고 이로 인한 기술추격 가능성도 높다. 또한 휴대폰은 가용한 제품 모듈화
정도(modularity)가 추격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11) 단적인 예로 2006년
대만의 Media Tek(聯發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Media Tek)가 중국 베이스밴드
칩 시장에서 MTK 솔루션을 출시한 이후 휴대폰 설계와 시스템 통합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즉 제품 모듈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후 중저가 휴대폰 시장에 이 칩을 이용하는 새로운 진입자가 많이 등장해서 경
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새로운 진입자의 초기 기술추격이 매우 용이하게 된 것이
다. 하지만 비록 신규진입자의 초기추격이 용이하긴 해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첨
단지식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변화에 대응해야 하
기 때문에 후발기업이 일단 초기 추격에 성공하더라도 그만큼 지속적인 기술추격
을 달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2) 중국 휴대폰 산업의 시장체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휴대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공업신식화부의 통
11) 모듈화(modularity)에 대한 연구들은 복잡한 시스템인 제품의 모듈화와 이를 설계, 생산하고 판
매하기 위한 가치사슬의 분화로서의 모듈화를 따로 논의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모듈화를 제품 모
듈화의 의미로만 한정한다. 또한 기업내, 기업간 모듈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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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르면 휴대폰 보급률이 2003년 12월 20.9대/100명에서 2009년 8월 52.5대/100
명으로 급속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단순통계이지만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이러한 폭발적인 휴대폰 보급률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림 10-7. 중국 휴대폰 보급률 추이

주: 2009년은 8월 통신업월보 데이터 이용.
자료: 중국 공업신식화부 각 연도 통신업통계에서 정리.

중국 휴대폰 시장은 400위안 이하의 저가 휴대폰부터 5,000위안 이상의 고가
휴대폰까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중 주류를 이루는 제품군은 2,000위안 이
하의 중저가 제품이다. 이러한 중저가 휴대폰 시장은 부품들이 범용화되어 있어 모
듈화 가능성이 높고 소프트웨어나 설계 기술 등도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전유 가능성이 낮아서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이 있다. 고부가
가치 폰 영역에서는 최근 스마트폰의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아 여러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외자기업인 Nokia가 중국 시장에서 가장 높
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저가 제품군의 시장장악력도 강하고 스
마트폰 등 첨단 제품군에서도 Symbian 운영체제의 우위에 힘입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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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1) 휴대폰 제조업체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혁신시스템 변화
중국시장에 참여하는 휴대폰 제조 기업들은 빠른 부침을 겪으며 변해왔는데 이
는 중국 시장진입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시장 형성 초기에는 중국 독자기업들
의 기술력이 전무했었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모델만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이와 같
은 상황이 지속되다가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심사비준제’를 실시해서 특정요건
을 갖춘 기업들에게 휴대폰 제조 허가권을 주었다. 1999년에는 중국정부가 9개의
중국기업에게만 휴대폰 제조 허가권을 허가했다. 이 당시 중국시장에서 휴대폰 제
조를 원하는 외국기업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허가권을
가진 중국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2003년까지 중국 독자기업
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최대 58%에 달했다(그림 10-8 참고). 당시
중국 독자 휴대폰 제조기업들은 베이스밴드 칩 등 핵심부품을 외부에서 구매하고
단순한 관련 부품만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시스템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값싼 독
자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았다. 특히 2000년부터 Wavecom이 제공하는 RF, IF,
BB 통합모듈을 이용한 독자 브랜드 제조업체들은 급속하게 확장되는 시장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또한 농촌시장까지 포괄하는 전국적인 판매망 구
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늘려갔다. 즉 중국의 후발기업들은 복잡한 R&D
를 생략하고 제조와 마케팅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
고 후발자 우위(latecomer advantage)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Lee, Cho, and
Jin(2008)은 OEM에서 ODM 단계를 생략하고 OBM 단계로 넘어간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의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휴대폰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양해지면
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이 다기능 휴대폰으로 바뀐다. 또한 2003년부터는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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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를 필두로 한 IC 제조업체들이 하드웨어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
해 휴대폰의 모듈화가 중국 시장의 산업구조에 새로운 충격을 주면서 기존의 독자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에 더해 2005년에는 제조권 부여가
‘허가승인제’로 바뀌는 등 제조허가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국 독자기업의 혁신모델이 더 이상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독자기업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그림 10-8 참
고). 휴대폰 산업은 제품혁신이 빈번한 산업군에 속하므로 혁신추세를 따라잡고 선
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역량을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킬 필요
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중국 독자기업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개
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었고 기술력을 통해 후방 부품공급업자들을 통제할
능력도 없었다. Gersheon, Prasad, and Zhang(2004)이 지적했듯이 모듈화에 기반한
제조에 있어서의 혁신시스템이 자동적인 경쟁력 승급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보자면 2007년까지 TCL(惠州TCL移動
通信有限公司), Bird(寧波波導股份有限公司) 등 당시 중국의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들
은 미국 특허를 한 개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Cho, and Jin 2008).
그림 10-8. 중국 휴대폰 시장 외국기업과 독자기업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자료: Lee, Cho, and J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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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강화하며 저가 휴대폰 시장에
도 진출하자 중국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하게 하락한다. 대표적으로 Nokia와
Motorola가 500위안 이하 제품들을 출시하며 저가폰 시장을 장악해 나갔으며
2007년에는 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70%를 넘어서게 된다. 특히
Nokia는 기존의 수직통합적이고 경직적인 판매망에만 의존하던 관행을 극복하고
중국 지역의 분배상들과 직접 교류하며 중국 시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된
다(Lee, Cho, and Jin 2008).
2) 모듈화 가능성 증대에 따른 기존 독자기업의 쇠퇴
2006년 Media Tek의 MTK 솔루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불법휴대폰(山寨機)의
성행도 기존 독자기업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MTK 베이스밴드 칩에 카메
라 및 음악재생 기능 모듈이 통합되어 신규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손쉽게 다기능
휴대폰을 설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휴대폰 제조상 인
증제를 폐지하고 불법휴대폰 제조상이 합법적인 시장진입자로 등장하도록 유도했
지만 2008년 시장에 유입된 불법휴대폰 대수만 1억 5천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휴대폰은 기존 중국 독자 휴대폰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판매소득세, 연구개발비, 광고비, 홍보비 등을 지출하
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월등히 저렴하다. 불법휴대폰은 외국 모델의 외양과
추세를 신속하게 모방하고 있으며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까지 되고 있
기 때문에 중국 독자 브랜드를 압박했다. [그림 10-9]는 소비자 관심도에 따라 분류
한 휴대폰 브랜드 순위이다. 10위에 랭크된 K-touch(天語)는 불법휴대폰을 만들던
제조업체에서 출발한 기업이지만 소비자 기호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독자적인 브랜
드를 구축한 결과 기존의 여러 중국 독자 브랜드를 제치고 오히려 좋은 성과를 올
리고 있다. 이 밖에 Gionee(金立) 같은 업체도 비슷한 혁신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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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소비자 관심도에 따른 중국시장 휴대폰 브랜드 순위(2009년)

주: 시장점유율이 아닌 관심도에 기반한 순위임.
자료: ZDC(2009. 6).

광동지역에는 이미 이러한 불법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기반이 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기업들은 관련 칩에서 배터리, 조립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가치사슬을 창출
해 내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중국 독자기업보다 더 빠르게 제품혁신을 이루어 내
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불법휴대폰 업체들이 디자인 변경에 15일 걸리는 반면 기존
의 독자기업은 2개월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핵심기능 모듈의 진화로 인
해 제품의 모듈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디스플레이 키패드모듈 등 연관 부품들이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기존 중국 독자 휴대
폰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KIET 북경사무소 2008).
3) 정부의 맞춤휴대폰 구매제도와 ZTE 등 통신설비업체들의 혁신노력
불법휴대폰 생산업체들의 혁신모델과 함께 ZTE(中兴通讯, 이하 ZTE), Huawei
(华为, 이하 Huawei) 등 통신설비 제조업체들의 휴대폰 산업에서의 기술축적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들 업체는 통신설비 제조업체라는 이점을 살려 이동통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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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맞춤휴대폰 제조 주문에 응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5~2007년 기간에 ZTE의 연간 휴대폰 판매량은 각각 1,200만
대, 1,600만 대, 3,106만 대로 3년 연속 급성장세를 거듭했고, 수입과 이윤이 대폭
늘었다.
이러한 ZTE의 매출확대는 중국 이동통신업체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가
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주문을 몰아주면서 가능했
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기술능력을 업체 평가기준에 넣어 향후 기술추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납품기회를 주고 있다. 일종의 정부구매를 통한 혁신
지원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비록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기
민한 제품 개발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ZTE 같은 업체들이 기술추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ZTE는 1998년부터 휴대폰 제조승인을 얻어 자체기술을 축적해왔는데 심천, 남
경, 상해, 서안 등의 도시에 R&D센터를 설립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플
랫폼, 공업디자인플랫폼, R&D테스트플랫폼 등을 구축했고 연간 소득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7년 5월말 현재, 휴대폰 방면
국내특허 1,587건과 국제특허 106건을 출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
타 중국 독자기업들이 저가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때문에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해 ZTE의 경우는 안정적인 이윤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ZTE는 총이윤율(gross profit rate)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한ㆍ중과학기술협
력센터 홈페이지).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휴대폰 산업의 핵심경쟁력은 소비자의
요구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빠른 제품혁신에 있다. 주문형 맞춤제조에만 의지하는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 기술추격 국면에서 기존의
중국 독자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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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적 시사점
휴대폰 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혁신의 경로예측이 어려우며 모듈화 정
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진입자가 빠른 기술추격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혁신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내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은 지속적인 제품 혁
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디스플레이나
칩세트 등 관련 부품산업 네트워크가 발달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고 또한 소비자
의 기호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산업디자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술추격과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이 저가폰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IC 업체들이 값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
도 중국 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할 최신 폰
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휴대폰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
며 하드웨어의 모듈화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휴대폰 판매가 휴대폰
자체의 제조 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 드러나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나 응용소프트웨
어 등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품
목 또한 휴대폰의 교체주기나 구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 제조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제휴, 공동개발 등 활동을 강화해서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경
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활용전략은 휴대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준다(전자신문, 2009. 8. 31).
정부는 정보통신관련 법규정비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하는 등 여러 업체들의 최신 기술 개발 노력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 중소 부품업체

514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이들 기업들로 유입되도
록 장려하고 휴대폰 제조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OLED(organic light-emitting display)로 분류되는 영상표시장치를 만드는 산
업이다. LCD와 PDP는 디지털TV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OLED는 비용, 수
명, 특허 등 문제 때문에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 않고 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제품군인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hin filter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TFT-LCD)의 경우 투과형 LCD 기준으
로 보면 크게 구동회로 모듈, TFT-LCD패널, 백라이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가
장 중요한 부분인 패널제작은 TFT기판(TFT-array substrate)제작과 컬러필터기판
(color filter substrate) 제작공정을 거친 후 액정주입(liquid crystal injection) 등을
포함하는 Cell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후 구동 IC와 백라이트 등 부품 조립을
포함하는 Module공정을 거쳐 모니터 모듈이 완성된다. 이 중 TFT-array와 컬러필
터기판의 패턴형성은 마스크 제작, 박막생장과 노광, 식각, 현상 등의 과정을 거쳐
야 하는 등 반도체 제작 공정과 유사하며 세정 등 공정이 극소먼지로부터 자유로
운 청정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반도체 제작공정과 유사하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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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ng, and Min 2008). TFT-LCD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TV의 경우를 보면 유
리기판, 컬러필터, 액정, 편광판을 이용해 TFT-LCD패널이 관련 기업에 의해 만들
어지면 이 패널에 구동회로와 백라이트 모듈을 합친 LCD모니터 모듈이 만들어진
후 칩, 전원, 본체 등 부품이 장착되어 완제품이 된다.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근래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군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격렬한 연구개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즉 기술적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OLED는 자기발광소자로 백라이트 모듈이 필요 없고 반응속도가 빠른
데다 전력소모도 적고 시야각도 넓어 기존 제품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산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널제조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의 중요성이
크고 조직적인 학습능력의 구축에 기반한 선도적 마케팅을 통해 기술의 전유를 담
보받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보안이 엄격하고 첨단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제품의 혁신경로가 대형화 집적
화로 정해져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정혁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의 암묵적 지식의 중요도 또한 높다.
표 10-10. 디스플레이 비교
CRT

TFT-LCD

PDP

소비전력 적고 수명이 김. 시야각, 반응속도

장점
단점

OLED
전력소모 등 다양한
장점 겸비

반응속도가 느리고
시야각이 좁음.

전력소모와 발열,
수명도 길지 않음.

수명 짧음.

투자소요
비용

3,500억 원

2조~3조원(5세대라인은
1.1조원, 7세대라인은
2조원)

4천억원

6천억원

생산능력

70만대/월
(15″기준)

50만대/월
(32″기준)

12만대/월
(42″기준)

9만대/월
(15″기준)

자료: 산업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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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누적성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기술의 인지능력, 조직적 능력, 구매자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누적된 지식이 큰 작용을 해서 기존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확고
하게 만들어준다. 차세대 라인에 대한 투자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기
업들의 사업 경험은 시장을 예측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현재 각종 디스플레이 간 경쟁양상과 관련해서 보자면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에서
TFT-LCD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TFT-LCD 시야각과 반응
속도의 한계가 빠르게 극복되고 있으며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에서 경쟁우위에 있던 PDP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OLED 또한
중요한 관련 특허 보호기간이 곧 끝나고 수명문제가 많이 해결됨에 따라서 대량생
산체제가 구축되고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TFT-LCD를 완
전히 대체할 만큼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TFT-LCD 디스플레이
제작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기업들의 기술력도 그 누적 정도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TFT-LCD 제작에 관련된 특허는 주로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누적된 관련 특허를 보유한 10대 기업을 열거하면
[표 10-11]과 같다.
표 10-11. TFT-LCD 특허 보유수량 10대기업(2006년)
순위

기업

기업

특허 수

1

Sharp(일본)

493

6

NEC(일본)

175

2

Semiconductor Energy Lab.
of Japan(일본)

316

7

삼성(한국)

163

3

Canon(일본)

257

8

Seiko Epson(일본)

157

4

Hitach(일본)

239

9

LG(한국)

127

5

Toshiba(일본)

195

10

Chisso(일본)

112

자료: Hung S. W(2006).

특허 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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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추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발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기술적 기회가 충분히 많고 OLED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경로도약을
통한 추격의 기회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추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조달능력과 설비운용에 필요한 각종 조직적 학
습능력이 필요하다. 즉 진입장벽이 높고 추격에 있어서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내부 연구개발 능력의 운용을 통해 관련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선도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비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
게 된다. 평판디스플레이 산업도 슘페터 마크Ⅱ 국면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발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
속한 R&D 역량이 필수적이고 첨단지식기반에의 접근성, 시장 예측을 통한 생산설
비 운영 능력,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암묵적인 지식역량 분야에 있어서 창조적
지식 축적이 요구된다.
2) 중국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체제
평판디스플레이는 노트북, TV, 휴대폰 등 여러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이
러한 제품들의 생산이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급
성장하고 있다. 일단 중요한 제품군인 TV 시장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한다. 중국
현지 TV 시장에서 기존의 CRT TV가 평판 TV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북미, 유럽에 이은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점차 대형 평판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수로 치면 중국시장에서의 평판 TV 판매량은
2003년 11.5만 대에서 2004년 40.5만 대로 252% 성장을, 2005년에는 192.5만 대
로 376% 성장을, 2006년에는 410만 대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
다(그림 10-10 참고). 특히 이 중 TFT-LCD TV의 평판 TV 시장 비중은 2008년
기준 87% 남짓이고 나머지는 PDP TV가 차지하고 있다. 즉 TFT-LCD TV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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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각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모듈조립사업 투자 진출을 해오고 있고 중국 독자 TV 기업들이 모듈조
립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은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표 10-12 참고).
그림 10-10. 3/4분기 중국 평판TV 시장 성장률(2008년)

자료: 中怡康(2008. 11).

표 10-12. 중국 주요 TV 제조기업의 TFT-LCD 모듈조립라인 투자 현황
주요투자

2009년 연말 예상생산능력

Hisense
(海信)

∙ 2007년 9월 제1라인 생산시작, 연간생산량 50만 장
∙ 2008년 상반기 제2라인 생산시작
∙ 제5라인 완공 후 모듈 300 만
∙ 2008년 연말 제3라인 생산시작, 도합 연간생산량 장/연
150만 장

TCL

∙ 제7라인 완공 후 모듈 233
∙ 2008년 4월 7개 라인 건설시작
만 장/연
∙ 2008년 12월 TV, 모듈 일관제조라인 건설 시작
∙ TV300만 대/연, SKD/CKD
∙ 2009년 3월 제1라인 완공, 월생산량 2만 장
200만 대/연

Konka
(康佳)

∙ 2009년 3월 8개 라인 건설 시작, 이 중 4개 라인
∙ 제8라인 완공 후 모듈 720
모듈조립이고 4개 라인은 TV조립까지 겸하는 일
만 장/연, TV 360만 대/연
관생산라인

자료: 蒲欣(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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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1) 평판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이러한 시장성장 추세를 맞아서 중국 정부는 여러 수단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육성을 기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국 생산에 사
용되는 TFT-LCD 원부자재에 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TFT-LCD 제조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최단 감가상각(3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중국 독자적인 패널 크기 규정을 적용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외국기업
의 중국시장 독점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10대 산업진흥정책
중 ｢電子信息産業振興規劃｣에서도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제고를 천명하고 있
다. 이전 11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이 전자부품산업 중 한 영
역에 불과했었으나 중점 산업영역으로 위상이 제고되었다. 정부의 세수지원, 대출
이자보조 감면,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 대한 보조금지원, 정부구매, 자본금주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2007).
2)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TFT-LCD 패널생산라인투자
하지만 중국기업들이 평판디스플레이 시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
상하고 있는 평판 TV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아직 무리로 보인다. 중국
TFT-LCD TV 업체들은 후방산업인 패널제조를 아직 자체적으로 전담할 수 없다.
중국기업들은 한국, 일본, 대만 기업으로부터 TFT-LCD 패널을 구입해서 TV를 조
립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TFT-LCD 패널 생산라인은 모두
5세대 라인 이하 소면적 패널생산설비이다(표 1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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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3. 중국 TFT-LCD 생산라인
업체

지역

세대

양산시점

규격(mm)

BOE-OT (東京方)

북경

5

05년 1분기

1,100×1,300

SVA-NEC (上光電)

상해

5

04년 3분기

1,100×1,300

IVO (昆山龍騰)

곤산

5

06년 4분기

1,100×1,300

Tianma (天馬)

상해

4.5

07년 4분기

730×920

Shenchao (深超光電)

심천

5

08년 4분기

1,100×1,300

자료: 산업기술재단(2007)과 보도자료 정리.

세계적으로 보면 Sharp는 이미 2009년 연말부터 10세대 라인에서 제품생산을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8세대 라인 증설과 11세대 라인으로의 이행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또한 8세대 라인 증설투자를 실행했고, 대만의
AUO(AU Optronics Corp.)도 2009년부터 8세대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TFT-LCD 패널 제조라인이 빠르게 업그레이드되는
평판TV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BOE가 2010년 하반
기 가동을 목표로 6세대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IVO도 8세대 라인에 대한 투자승인
을 기다리고 있지만 투자 결정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다 이들 기업의 기술
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늦고 정치적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중국 TFT-LCD TV업체들의 동향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의 후방
산업에의 투자확대이다. [표 10-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CL 그룹, Hisense(海
信)그룹, Konka(康佳)의 경우 이전의 TV 조립에 머무르던 단계에서 벗어나 후방
산업인 모듈조립 라인 증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모니터 모듈은 TV 세트 가격
의 70%를 차지하므로 이들은 이러한 후방산업의 수직통합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에 기반해서 이전까지 외자기업이 주도하
던 가격경쟁에서 수세적인 위치에 머물던 중국 독자기업들은 중국 평판 TV 시장
에서 2008년 연말에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했고 이로써 시장점유율 면에서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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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Sharp 등 외자기업을 오히려 제압했다. 이후 이들의 관련 기술력이 성장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패널제조 등 후방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즉 이들 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기 추격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능력
과 조직적 학습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PDP의 경우 패널을 직접 생산하는 중국 독자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Changhong Electrics Inc.(四川長虹, 이하 Changhong), Nanjing Panda Elec.(熊猫
電子股份有限公司) 같은 중국기업은 외국 선도기업들이 TFT-LCD에 투자를 집중
시키는 틈을 타서 오히려 PDP 시장에 진출했다. Changhong은 2006년 12월부터
PDP 생산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연생산량 600만장의 생산능력
을 갖추는 것이다. 2008년 7월에는 이미 생산이 시작되어서 연 216만장의 생산능
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Panda도 2007년 연말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연생산량
12만장의 생산능력을 가지게 된다.
3) PDP시장 진출을 통한 Changhong의 경로도약형 기술추격 노력
이 중 Changhong의 사례는 좀 더 깊이 연구해볼 만하다. Changhong은 중국
CRT TV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던 독자 기업이다. Changhong이 중요한 이유
는 이 기업의 전신이 레이더 등을 만들던 군사계통의 기업으로서 1986년 CRT
TV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자체 기술력과 조직적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
었기 때문이다. 비록 CRT TV 산업에서의 출혈성 가격전을 치르는 등 전략판단
오류로 인해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진출이 늦었지만 향후 평판디스플레이 시
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Changhong은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의 진출을 모색하던 중 TFT-LCD 분야의 특허가 선도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
어 있는 상황을 인식한 후 시장이 작더라도 PDP영역에서 기술추격을 달성하는 계
획을 세운다. 즉 PDP시장에서 우회적으로 기술추격을 달성한 후 OLED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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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경쟁을 추진하는 경로도약형 추격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Changhong은
PDP패널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금액이 TFT-LCD 패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12) 후발기업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Changhong그룹은 2006년 7월 먼저 80%의 지분을 소유해서 IRICO(彩虹集團
公司)와 함께 四川世紀雙虹顯示器件有限公司를 설립한다. IRICO는 1997년 북경에
PDP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던 주체로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PDP 관련 연구를 해
오던 조직이었는데 현재도 100여명의 석사 이상 전문연구인원이 연구하고 있고
130여항의 PDP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미국의 MP(Matlin
Patterson Global Opportunity Partner)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Orion
을 인수함으로써 기술적 전기를 마련한다. Changhong은 12개의 핵심기술을 포함
해서 Orion이 보유한 353항의 PDP 관련 특허도 모두 인수하게 되는데 이로써 교
차 라이선스 등의 방법으로 특허소송 등 문제에 대응하고 PDP 사업을 영위할 자
격을 얻게 된다. 또한 이 회사 200여 명의 연구인원과 관리인원의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2006년 12월부터는 世紀雙虹, Changhong, MP가 각각
42%, 40%, 18%의 지분을 소유한 四川虹歐顯示器件有限公司를 설립해서 모듈제
작 생산라인 건설에 들어간다. 이 라인은 2008년 7월에 완성되어 연 216만장의 생
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42인치 8면 PDP 패널생산라
인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Changhong이 처음부터 8면 패널 생산라인을 구축한 의
미도 매우 큰데, 당시 세계적으로 4면과 6면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 과감히 투자
를 실행함으로써 현재의 비용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
으로 Changhong은 2008년 162만 대가 팔려 149%의 성장을 보인 중국 PDP TV

12) 대략 1/4에서 1/6 정도이다(蒲欣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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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독보적인 독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치적 노력을 통해 PDP
TV가 농촌 가전 품목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등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영역에서도 Changhong의 기술추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hanghong은 기존의 CRT TV 시장에서의 가격전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에서 대규
모 생산능력 운영경험과 조직적 학습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5년 투자
한 虹微技術公司 등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구동 IC을 제작할 수 있는
등 보완적인 부품의 생산과 기술 면에서 비교적 완전한 범위의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실
제로 이 회사는 成都高新投資集團有限公司와 공동으로 2008년 1월 四川虹視顯示
技術公司에 각각 3.6억 위안과 2.4억 위안을 투자해서 OLED 모듈, 헤드 디스플레
이, 이동식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OLED 영역에의 선제투자는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의
식적인 기술전략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13) 즉 Changhong은 TFT-LCD를 생략한
경로도약형 기술추격 전략을 통해 기술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 정책적 시사점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제품과 공정혁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발기
업들에게 기술기회가 풍부해서 대규모 투자능력과 조직적 학습능력을 갖춘 후발기
업이 추격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향후 기술경로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고 첨단 지식기반에 대한 접근성이 후기 추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들은 이 방면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제적으
13) 2007년 3월, Changhong그룹 회장 趙勇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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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만큼은 CRT TV 생산라인 도입에서부터 시작한 중국
독자 TV기업들의 기술추격 향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주요 참여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추격할 때의 예를 언급한다. 당시
Toshiba, NEC 등 일본의 선도기업들이 그들 간의 경쟁 국면에 천착하느라 1990
년대 초반 ‘4M DRAM 불황’시기 너무 일찍 시장을 포기하고 16M 생산력 확장
에 주력했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992년말부터 뒤늦게 돌아온 4M 시
장 성장국면에서 추격의 실마리를 마련했던 사례가 있다(김재훈 1996). 중국 디스
플레이 업체들도 자국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추격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으므로 현재 LCD, PDP 패널 영역의 우위를 유지하고 차세대 시장에서도 이
우위를 지속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중국업체들의 성장을 견제해야 한다. 최근 패널 생산라인의
중국설립 여부를 두고 기술유출의 가능성 때문에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위
험보다도 중국이 대만 패널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후방산업으로의 진출기
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시장 성장의 기회
를 활용하고 중국과 대만 기업의 성장을 견제해야 한다.
정부는 산학협력 등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원천기
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분야로 유입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빠른 혁신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려면 혁신 주체들이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영역에 대한 탐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
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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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1) 조선산업의 기술체제
조선산업은 상선과 해양설비, 특수선박을 제작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유조선
(tanker)과 산적화물선(bulk carrier) 같은 일반 상선의 시장비중이 가장 크지만 액
화천연가스운반선(LNG carrier, 이하 LNG선), 크루즈선(cruiser), 부유식원유저장
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이하 FPSO) 등 선박건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 선박 건조는 주문을 받은 이후에 시작되며 계획
(bidding project) 및 설계(design), 자재구입(material receiving) 및 가공(processing), 선체조립(assembling) 후 진수(launching), 의장(outfitting), 시운전(trials) 과
정을 거쳐 완성된다. 주된 제작방법으로 블록공법과 용접이 사용된다. 일반 산적화
물선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에서 계획에서 진수까지 2~3개월, 진수에서 의장완성까
지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고부가 선박의 경우에는 최소 1년, 평균 약 2년의 건
조기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총 20여 개월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에서의 혁신은 주문자인 선주의 요구와 새로운 기준에 맞춘 설계측면
에서의 혁신, 독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공정혁신, 더 안정적이고 용접을 줄일 수
있는 자재사용을 통한 부자재 혁신 등에서 이루어진다. 조선산업은 제품과 공정혁
신 모두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은데 그러므로 추격을 위한 기술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기술예측이 용이한 것은 후발기업의 추격에 유리한 면이다. 추
격기회와 관련해서 선박엔진을 잠시 언급한다. 현재 대형 선박에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선박엔진은 MAN B&W Type 엔진이다. 이미 100여 년 전 루돌프 디젤
(Rudolf Disel)이 디젤엔진의 개념을 정립하고 MAN사와 B&W사가 특허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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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하면서 발전해온 엔진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Mitsubishi가 이보다 고
성능의 선박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체선박에 사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MAN B&W Type의 주도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수리시 부품
호환성, 선주들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구매성향 때문인데 단순
한 성능개선이 시장지위의 급격한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새로운 기술
의 출현으로 인한 기술추격의 기회가 적다.
기술의 전유성에 관해서 설계기술은 문서화되기 쉬운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기
술의 외부지식기반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이는 유럽에서 일찌감치 경쟁력
이 떨어지는 스스로의 선박건조를 포기하고 원천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라
이선싱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김형균ㆍ손은희 2008). 하
지만 실제 선박건조를 위한 여러 공법의 운영, 조직적인 학습 등의 경험, 전문인력
은 쉽게 이전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의 영역에 속한다. 특히 선박 건조는 납기를
앞당길수록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빠른 건조를 위한 공정관리 노하
우나 도면해석, 변경 능력은 조선기업에 누적되는 기술의 핵심이 된다. 즉 명시적
인 기술의 획득보다는 실제 주문을 받아서 이를 얼마나 선주의 요구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즉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자체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러한 핵
심적 기술능력은 기술이 인력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이 어렵다.
조선산업의 암묵적 기술로 설계도면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면서 빠른 건조능력이
중요시되며 건조경험은 인력에 체화되기 때문에 자연히 누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선박건조를 위한 조직적 능력이나 효율적인 독 이용을 위한 규격화, 정보화,
자동화 설비의 도입 등 혁신 또한 누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십개월에 걸친
건조과정이 반복되면서 얻어지는 노하우와 업무분담체제, 노무관리체제는 하루아
침에 축적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산업에서는 누적건조톤수
로 기업의 건조 기술력을 가늠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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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기술추격과 관련해서 기술추격 초기에는 설계
도면의 습득 가능성과 대규모투자 능력이 관건이 되지만 기술추격 후기로 갈수록
누적된 건조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건조경험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진적인 공정혁신의 축적을 통해 기술추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산업 또한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도입하는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한 혁신보다 기존 대규모 기업 내
부에서의 창조적 혁신누적이 산업 전체 혁신동력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슘페터 마크Ⅱ 국면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중국 조선산업의 시장체제
조선업 수요의 변화는 국제적인 교역량에 의한 해상물동량의 증감과 세계표준
에 따른 선박교체수요와 연관이 있다. 2004년부터 세계시장 통합 가속화로 인한
무역량 증가, 선박교체수요 증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의 호황이 지속되었
다. 중국은 특히 자국의 국제무역량과 물류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선
업의 자국수요 비중 또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다. 1982~1989년간 국내 선
박 수요량이 총생산량의 66%, 1990~2000년에는 40%를 기록하는 등 국내수요 기
반이 탄탄하다.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화물선 수요가 급증했으며 중국 기존 조선소
가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자 산동, 강소 일대에 중소 민간 업체들이
설립되는 등 중국 조선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적 맥락의 수요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이다.
정부가 수요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장환경을 자국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중요한 예로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선박 주문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자 중국 정부는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선박을 발주해서
자국 조선업체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선박을 미리
만들어 확보해 놓음으로써 중국 조선업체들이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선박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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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때 더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일종의 선제작 시
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선주나 해운업체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박수요
형성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주가 중국 선박제조업체와 수주계약을 체
결할 경우 선주가 중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중국 정부 은행이 선수금을 대
출해주고 있다. 통상 총 선박금액의 20% 정도가 선주의 선박계약 가능 금액이고
나머지 80%는 향후 운행을 통한 수입으로 변제된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는 자체부담이 거의 없이 선박 구입이 가능하다.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중국 조선업체에 통상적인 수요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박
세근 2008).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1)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노력
중국 정부는 개혁ㆍ개방 이후 1982년 제6기계공업부를 中國船舶工業總公司로
조직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조선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시해왔다. 특히 ‘國
輸國造’를 조선산업 지원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물류운반은 중
국 선박으로 하고 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철강산업과 마
찬가지로 소규모 설비 증설을 억제하고 중소규모 조선소를 통합해서 대규모 조선
소의 생산설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형 국유조선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위 대형 국유조선기업들이 특
화를 통해 LNG선, 대형유조선(very large crude oil carrier, 이하 VLCC),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연
간건조능력 2800만 DWT, 건조량 2,200만 DWT, 선박판매수입 1,800억 위안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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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디젤엔진의 연간 생산량도 600만kW로 늘릴 것을 천명
하고 있다. 즉 건조능력을 확충하는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자
재 국산화율을 80%로 올리고 건조경험 축적을 통해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술
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세제, 금융지원을 살펴보면 조선관련 투자액의 50%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
고 수출용 선박에 필요한 수입설비, 수입원자재,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해
주며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 필요한 설비수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한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과 보증의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관
련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STC(中國船舶工嶪貿易公司)에서도 각 개별 조선
소에 환급보증을 알선하며,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중국선박공업무역공사의
이름으로 차입해 조선소에 공급하는 형태로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박세근, 2008).
2) 산적화물선 위주의 양적 성장
다음으로 혁신시스템 내 중요한 주체인 중국의 조선기업들을 살펴본다. 상위 대
형기업들은 주로 양대 국유선박그룹에 속해 있으며 최근에는 산적화물선 생산을
주로 하는 민간 조선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중국 조선업체들이 산적화물선 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우치게 되는 이유는 조선
산업 특유의 수요체제(market regime)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선박 한 척의
가격은 매우 비싸서 산적화물선만 해도 한화로 800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LNG선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달하며 심지어 FPSO는 1조원이 넘는다.
가격이 비싼 만큼 선박 시장은 세계적으로 단일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후발기업
이 선도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비싼 선박을 구입하는 선주들
은14) 매우 보수적으로 조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선박을 몇십 년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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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4. 중국 주요 조선업체 순위(수주잔량 기준, 2008년)
순위

조선업체

수주잔량
(DWT)

소속

1

Shanghai Waigaoqiao Shipbuliding (上海外高橋造船有限公司)

2254.4

CSSC

2

Dalian Shipbuilding (大連船舶重工業集團有限公司)

2051.3

CSIC

3

Rong Sheng Heavy Industry (江蘇熔盛重工集团有限公司)

1719.2

4

New Century Shipbuilding (江蘇新时代造船有限公司)

1394.2

5

Golden Coast Shipyard (舟山金海湾船业有限公司)

802.8

6

Nantong Cosco KHI Ship (南通中远川崎船舶工程有限公司)

770.2

7

Bohai Shipbuilding (渤海船舶重工有限責任公司)

755.9

8

Yangzijiang Shipbuilding (江蘇揚子江船厂有限公司)

753.7

9

Hudong Zhonghua Shipbuilding (滬東中華造船集团有限公司)

679.2

CSSC

10 Jiangnan Changxing Heavy Industry(上海江南长興重工有限責任公司)

542.9

CSSC

자료: 중국선박공업협회(2009).

사용해야하고 되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1일 사용가치를 고려
할 때 최대한 빨리 건조되는 편이 유리한데 하루 건조기간을 앞당기면 한화로 수
십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므로 보통 선주들은 이미 건조경험을 인정받은 선
도기업들에 일차적으로 선박을 발주하게 된다. 비록 선박가격이 비싸더라도 납기
일이나 중고선박가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선
박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하지만 중국 선박업체들은 급격한 해운업
호황을 등에 업고 새로이 건조능력을 확대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 선박들은 아직
시간을 두고 성능을 검증받지 못했다. 즉 건조기술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다. 또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기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과
1년 이상 건조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국조선업체들의

14) 보통 계약도 한 척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수계약이 일반적이다(2009년, 7월 업
계관련자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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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산적화물선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도 대부분
이 중국 내부 수요에서 창출되고 있다.
3) 고부가가치선 건조경험 축적을 통한 Hudong Zhonghua의 기술추격노력
비록 전반적으로 중국기업들이 양적 성장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기업은 Hudong Zhonghua Shipbuilding(滬東中華造船集团有限公司, 이하
Hudong Zhonghua)이다. 이는 이 회사가 LNG선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업계에서 가장 먼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통해 기술추격을 시도해 오
3

고 있는 기업이다. 2009년 7월 현재까지 14만 7,000m 급 大鹏昊를 비롯해 이미 3
척의 LNG선을 인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호선은 이미 시운항을 마친 상황
3
이다(표 10-15 참고). 비록 건조선박이 14만 7,000m 급이고 건조기간이 3~4년에

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조기술과는 많은 격차가 있지만 건조경험을 축적해나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후기 건조 선박으로 갈수록 건조기간이 단축되
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0-15. Hudong Zhonghua LNG 선 인도ᆞ건조 현황
선박명칭

선박상황

특이사항

LNG#1

大鹏昊

2008.4.3. 인도

2004.12.15 건조시작, 중국 최초 LNG선, 14만
7,000m 3

LNG#2

大鹏月

2008.7.10 인도

14만 7,000m

LNG#3

闽榕

2009.2.24 인도

2006.3.15. 건조시작, 14만 7,000m

LNG#4

3
3

2009.5.23 시운항 2006.8.30. 건조시작, 闽鹭液化天然氣公司 위탁

LNG#5

건조중

자료: 기업 홈페이지에서 정리.

Hudong Zhonghua는 中國船舶工業集團(CSSC)15) 산하기업으로 1926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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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서 80여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LNG선, LPG선, 화학제품 운반선
(chemical tanker), 로로선(roll on roll off), FPSO, 유조선, 산적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을 건조하며 연 건조능력은 200만 톤이다. 특히 LNG선 이외에도 8530TEU
급 컨테이너선, 11만 톤급 유조선 건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기술을 도입했다. 스웨덴의 TRIBON, 미국의 PTC/CADD
시스템, CAD/CAM을 이용해 3차원 선박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컴퓨
터를 이용한 3차원 설계기술을 도입한 후 이 기술이 중국 여러 기업으로 확산되어
간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이 기업은 上海交通大学、上海船舶工艺研究
所, 江苏科技大学 등 관련연구기관과 산학연 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점은 Hudong Zhonghua 조선그룹 산하의 Hudong
Heavy Machine Co. Ltd(沪东重机股份有限公司)가 선박용 디젤엔진을 자체 제작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자재 국산화율이 4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 조
선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 밖에 Hudong Zhonghua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Shanghai Waigaoqiao
Shipbuliding(上海外高橋造船有限公司)도 주목할 만하다. 수주잔량상으로는 중국기
업 중 1위 기업이며 2007년에는 이미 30만톤급 FPSO를 건조, 인도한 경험이 있
다. 31만톤급 VLCC 건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33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개발하고 있는 등 대규모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능력을 축적해가고 있다.
이렇듯 중국 조선업체들은 산적화물선 건조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대
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며 조선선박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추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업은 외부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
15) 중국 국유 조선기업은 대부분 國有獨資기업 혹은 國有控股기업 등의 형태로 中國船舶工業集團
(CSSC) 혹은 中國船舶重工業集團(CSIC)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다. CSSC는 2007년말 현재 조
선기업, 선박 수리기업, 연구소 등을 포함해서 64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만 6만
3,000명이다. CSIC는 89개 단위가 속해 있는데 직원 수가 14만 명에 달하는 거대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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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고 기술경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후발기업의 기술추격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중국 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설계 능
력을 갖추는 것은 아직 무리로 보이나 위와 같이 건조경험이 누적되면 기자재, 원
자재 측면에서의 자체 개발과 혁신, 건조기간 단축, 공정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술추격이 가시화될 것이다.
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상황을 맞아 우리 기업들은 먼저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 건조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프로젝트에 맞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계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의 LNGFPSO(파이낸셜뉴스, 2009. 7. 30) 수주나 대우조선해양의 LNG-RV(regasification
vessel)선 개발(조선일보, 2006. 11. 13)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LNG- FSRU, CNG선, 쇄빙선,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미래선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압도적 건조능력 우위도 지속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새로운 분업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업체들이 건조하
는 선박의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중국 조선업체의 성장을 역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중국 선박엔진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의 경우 조선업체가 제품을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다만 추천할 수 있을 뿐이며 선주가 엔진업체를 직접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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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쌓아놓은 신뢰를 잘 이용한다면 중국
조선산업의 성장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과
의 분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이미 두산엔진의 경우 2008년 매출
액의 40% 가량이 중국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고급인력이 조선산업으로 유입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원
활한 인력수급체제와 교육훈련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래
문제가 될 산업인력 노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규인력들의 교육과 기술
습득이 과제가 되고 있다. 수십 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은퇴한 후에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535

참고문헌
[국문 자료]
건홍리서치. 2007a. ｢중국 휴대폰 산업구도및 경쟁상황분석｣. 건홍중국산업리뷰.
. 2007b. ｢2007년도 상반기, 중국 조선산업 발전추세분석: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 건홍중국산업리뷰.
곽원식ᆞ정성창ᆞ이근. 2008. ｢포스코의 기술추격｣. 이근 외.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 서울:
21세기북스.
권성용 외. 2009. ｢중국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방식 비교｣. Seri China Review 09-6호. 중국삼
성경제연구소.
김동하. 2007. ｢중국 거시정책. 산업정책. 중앙지방 관계가 철강수급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학위논문.
김재훈. 1996. ｢반도체 기업의 동형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형균ᆞ손은희. 2008. ｢조선산업의 일본추격과 중국방어｣. 이근 외.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
서울: 21세기북스.
김화섭 외. 2008. 한ᆞ중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영향력 분석. 서울: 산업연
구원.
류기천. 2007. ｢상하이 자동차의 독자브랜드 전략｣. 자동차경제. 한국자동차산업기술연구소.
문대규 외. 2007. TFT-LCD 개요 및 제조공정. 경북대학교 디스플레이 기술교육센터.
배영일ᆞ이치호ᆞ박찬수. 2009.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진단｣.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
구소.
송성수. 2004.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철강. 서울: 지성사.
이구택. 2002. ｢또 다른 신화에 도전하는 철강산업｣. 서정욱 외. 세계가 놀란 한국의 핵심산
업기술. 서울: 김영사.
이연주. 2007. ｢치루이자동차의 전략과 향후전망｣. 자동차경제. 한국자동차산업기술연구소.
장보영. 2007. 중국 제조업의 기술혁신역량. 한국산업기술재단.
주대영. 2004.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중국산업 및 산업기술경쟁력 정보구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서: 5차년도 중간보고서 디스플레이. 산업자원부.
. 2003. 중국기술경쟁력: 반도체. 한국산업기술재단.

53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한국산업기술재단ᆞ산업연구원. 2003. 중국기술경쟁력: 중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한국
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 연구센터. ｢한ᆞ중 산업 및 산업기술 경쟁력 비교｣. 중국 경제 기초
정보 2007-38호. 한국산업기술재단.
한ᆞ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04. 상해보강집단의 세계500대기업 진입 성공비결 분석.
홍성인. 2007. 한국의 조선산업의 한ᆞ중 산업협력. 한ᆞ중산업협력회의.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저. 이진원 역. 2009. 혁신기업의 딜레마. 서울: 세종서적.
KIET 북경사무소. 2008. ｢자동변속기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폭스바겐｣. 중국산업브리
핑 08-19호. KIET.
. 2008. ｢비야디 전기자동차의 산업화 가능성｣. 중국산업브리핑 08-20호. KIET.
. 2008. ｢자동변속기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폭스바겐｣. 중국산업브리핑 08-19
호. KIET.
. 2008. ｢철강가격 상승이 중국 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중국산업브리핑
08-27호. KIET.
. 2008. ｢중국조선공장 선박 납품 지연 사태의 진위｣. 중국산업브리핑 08-34호. KIET.
. 2009. ｢중국정부 전기자동차 산업화를 위해 대규모 전략회의 개최｣. 중국산업브리핑
09-10호. KIET.
. 2009. ｢중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진흥계획의 내용 및 영향｣. 중국산업브리핑 09-07호.
KIET.
邱罡ᆞ易滢婷. 2007. ｢중국휴대폰 라이선스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Chinese Business Focus

07-04. 삼성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중심.
许李彦. 2008. ｢중국 2,3급 휴대폰 브랜드의 향후 전망｣. Chinese Business Focus 08-10. 삼

성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중심.
易滢婷. 2008. ｢가격경쟁에서 가치경쟁으로 전환하는 중국 컬러TV 업체｣. Chinese Business

Focus 08-15. 삼성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중심.
孙皢菲. 2008. ｢정품시장에 진입한 산짜이 휴대폰의 미래｣. Chinese Business Focus 08-17.

삼성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중심.
李刚. 2009. ｢활동적 타성에 빠진 모토로라｣. Chinese Business Focus 09-18. 중국삼성경제연구원.
邱罡ᆞ龚敏. 2007. ｢맞춤휴대폰 시장에서의 로컬업체의 경쟁력｣. Chinese Business Focus 07-29.

삼성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중심.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537

[외국문 자료]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2008. ｢中国工业发展报告｣. 北京: 经济管理出版社.
淸華大學技術創新硏究中心. 2008. ｢創新與創業管理｣. 北京: 淸華大學出版社.
蒲欣. 2009. ｢技术变革条件下产业追赶机制研究：以中国彩电产业为列｣. 清华大学 技术
经济及管理系 博士学位论文.
卢成镐. 2008. ｢中韩集成电路制造企业比较研究｣. 清华大学 技术经济及管理系 硕士学位论文.
路风ᆞ封凯栋. 2004. ｢中国汽车工业的自主开发之路｣. 中国军转民, (7)22-27.
张治河ᆞ谢忠泉. 2006. ｢我国钢铁产业创新与发展的问题及管理措施｣. 中国软科学, (2)31-37.
吕政. 2007. ｢中国钢铁工业的发展及中韩钢铁工业的比较｣.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
所发表资料.

經濟關察報. 2009. 7. 4. 寶鋼三十年.
经济日报. http://finance.sina.com.cn/roll/20090609/08242883219.shtml
互联网消费者调研中心. http://zdc.zol.com.cn
环球网. http://auto.huanqiu.com/news/industry/2009-01/350765_3.html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sipo2008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http://www.most.gov.cn/tpxw/200904/t20090415_68614.htm
中国半导体行业协会. http://www.csia.net.cn
中华人民共和国工业信息化部. http://www.miit.gov.cn
上海外高桥造船有限公司. http://www.chinasws.com
沪东中华造船 集团 有限公司. http://www.hudong.com.cn
中怡康. http://www.monitor.com.cn

Gershenson, J K. Prasad, and G. J, Zhang Y. 2004. “Product modularity: definitions and
benefits.” Journal of Engineering Design, 14(3): pp. 295-313.
Hung, S W. 2006. “Competitive Strategies for Taiwan’s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industry.” Technology in Society. 28, pp. 349-361.
John Paul MacDuffie. 2006. “Modularity and Automobile: What Happened When the
Concept Hit the Road.” IMVP. MIT. (May 26)
Jung, Moosup. 2008. “Productivity and Catch up of Korean Firms with the Japanese
firms: SIS and firm level learning.” A thesis submit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PhD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eun, Seong-Jae Cho, and Jia Jin. 2008. “Dynamics of Catch up in Mobile Phones

538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and Automobiles in China: A Sectoral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na’s Economic Catch up.” (June 2)
Lee, Chunli, Takehiko Fujimoto, and Jin Chen. 2007. “Product Development by Chinese
Automakers: The Dillema of Imitation and Innovation.” IMVP. MIT. (July)
Luo, Jianxi. 2005. “The Growth of Independent Chinese Automotive Companies.” IMVP.
MIT. (May 6)
Luo, Jianxi. Daniel Roos, and John Moavenzadeh. 2006.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on Industrial Evolution: The Case of China’s Automotive Industry.” IMVP.
MIT.
Malerba, Franco. 2004.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m: Concepts. issue and analysis of
six major sector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thias Holweg, Jianxi Luo, and Nick Oliver. 2005.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hina’s Automotive Industry: A Value Chain Perspective.” Working Paper for
UNIDO. The Cambridge-MIT Institute.
Park, Taeyoung. Jaeyong Choung, and Hongghi Min. 2008. “The Cross Industry Spillover
of Technological Capability: Korea’s DRAM and TFT industries.” World Development.
vol. 36. No. 12.
Zhao, Jane. 2007. “R&D Capability Developmentin the Chinese Auto Industry.” Working
paper prepared for IMVP conference. MIT.

: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541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대표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온라인 게임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은 정보통
신기술(IT)과 문화기술(CT: cultural technology)의 복합지이며, 감성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1) 첫째, 연구실에서 알파 테스트된 서버기술은 수
많은 사용자들의 시험사용, 즉 베타테스트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이때 기
술적 우월성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경쟁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함께 게임을 하는 이용자간의
경쟁의식, 동료의식 등을 유발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창출하게 한다. 셋째, PC 및
비디오 게임산업과 같이 게임 제작 후 단순히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식과 달리 온라인게임은 서비스기획이 매우 중요한데, 고객이 온라인게임을 플
레이하기까지의 프로세스에는 운영자, 즉 퍼블리셔, IDC, PC방, 소액결제기관 등
이 관여하며 매우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남영호 2004; 위정현 2006).
온라인게임의 높은 기술기회는 기존 제조업에서의 개념과 다르다. 즉 신기술이
개발되어 상품혁신이 이루어지면 기존기술기반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제
조업에서의 일반적 특징이다.2) 그러나 온라인게임에서는 신기술기반 게임이 반드
시 기존기술기반 게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 개발보다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초기개발성과에 기초한 ‘연속형 혁신’의 중
1) 디지털콘텐츠 대표 분야인 온라인게임산업은 ① 개발사와 퍼블리셔 등 관련 기업, ② 유저, ③ 게
임콘텐츠로 구성된 전형적인 서비스상품으로 정의된다. 다른 서비스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상품
으로서 온라인게임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① 개발사와 퍼블리셔에 의해, ②
게임콘텐츠가 창출되어, ③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일련의 과정,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2) 반도체 산업에서 256M D램의 개발이 128M D램을 대체하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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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한 번 개발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기술의 전유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존 기술을 활용한 단순 기획형 콘텐츠는 단시
일 내에 모방되기 쉽다. 따라서 자신들만의 기술적 노하우 및 기획능력을 얼마나
구축해 놓았는가가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며,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자 진입장벽이다. ‘프리스타일(JC엔터테인먼트)’의 경우처럼, 서버보완기
술을 통한 소스코드의 무단복제가능성을 차단하고,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도기업으로서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시장지위를 유지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암묵적 자산으로 지속적인 게임성(유희성) 창출이 독창적인
게임 콘텐츠의 전유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술기회와 누적성과 관련해서는 온라인게임의 기존기술활용형 혁신특성과 연
속형 혁신(continuous innovation)4)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속형 혁신은 서비스
상품이 일단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
하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상품출시 이후에도 얼마
나 유연하고 적절하게 혁신을 추구하는지가 상품의 수명주기 연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온라인게임에서는 거의 매일 각종 버그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며, 정기
적/부정기적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이때는 작은 혁신과 큰 혁신을 적
절히 배합하여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속형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저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5)
3)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 등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데 온
라인게임의 개발과 운영과정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기술의 개발이라기보다, 기존 기술기반의 콘
텐츠 재조합을 통한 유희성(게임성) 창출 및 유지가 혁신의 원천이다.
4) 기존기술활용형 혁신(exploitative innovation)은 첨단 신기술의 탐구와 개발을 통한 혁신이 아니
라, 기존의 기술 또는 구식의 기술이라도 원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최
적화시킴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
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정 부분 별개의 개념이다. 상용화기술 또는 파생기술이라는 개념
이 온라인게임에 더욱 적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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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1) 급성장하는 시장과 인프라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의 규모는 2005년에 약 7억US달러(48억 RMB)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08년에는 약 29.3억US달러로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약 45.5억US달
러로 성장할 예정이다. 2008년 한국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약 15.46억US달러, 일
본은 8.26억US달러임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성장했다.6)
그림 11-1. 중국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추이(2003~12년)

자료: KT(2008),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현황 분석.

5) 최근 들어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는데, 게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저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료
로서 활용되며, 이와 같은 정보의 보유 및 분석능력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결과적으로 온라
인게임의 기술적 누적성은 기존기술의 재조합혁신에 필요한 성공적 콘텐츠 운영 노하우의 축적과
게임콘텐츠 개발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서비스의 수명주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후발자 추격에서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게임 기업간 시장에서의 위계질서에서도 잘 나타나
는데,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에서 상위 기업간 시장 점유율은 2001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거의 변
화가 없다.
6) KIPA, 2008년 SW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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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는 4,936만 명으로 지난
2007년보다 22.9% 늘어났다. 온라인게임 유료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3,042만 명
으로 2007년보다 36% 증가했다. 향후 중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는 연간 증가율
13.9% 이상을 기록하면서 2013년 9,453만 명에 달하고, 유료 이용자 수는 연간
14.3%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 약 6,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IDC는 예측했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 요인은 유통망
(PC방)이다. 2008년 현재 Shanda에서 발행하는 게임쿠폰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
는 중국내 PC방 수는 31만 7,000개이다. 이런 협력사(PC방)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유료 온라인게임 운영이 가능했다. 2001년 이전부터 중국 PC방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서 2002년 초 전국 PC방 수량이 20만 개를 초과했다. 중국 PC방은 30∼50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는 곳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37%), 50∼100대의 컴퓨터를
보유한 PC방은 36% 이상이다. 이런 PC방의 출현은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에 매
우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첫째, PC방의 신설로 인하여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빨라
졌다. 이러한 초고속망의 보급은 초고속망의 사용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공
급증가가 가격인하를 가져왔고, 가격인하가 다시 공급증가를 유도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었다. 둘째, PC방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
히 초보 게이머들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게임기술을 익히게
되었다(Kym, 2004). 셋째, PC방은 게임운영사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현지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킬러콘텐츠의 등장은 온라인게임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회의
창으로 작용했다. 2001년 4월 액토즈소프트의 ‘천년’, 2001년 7월 JC엔터테인먼트
의 ‘홍월(redmoon)’, 이소프넷의 ‘용족(드래곤라자)’, 9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 2001년 10월 하이윈의 ‘천상비’ 등이 초기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
진출하였고, 특히 미르의 전설은 현지 킬러콘텐츠로서 게임유저군 형성, PC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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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현지 대형 퍼블리셔 등장 등 온라인게임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2) 추격의 경로: OEM → 개발-퍼블리싱 → 모방학습
중국은 1998년 당시 이미 글로벌 게임기업들의 MUD 게임생산의 주요 생산거
점이었으며 당시 생산된 대표적인 게임은 Disney’s Donald Duck Advance,
Rayman 2(PS), Ninku(GB), Namco Gallery(GB), Konami Collection(GB),
SPACENET(GBC), Football 2000(GBC), Dragon Quest(GBC), Pokemon 등이
있다. 당시 중국 기업들은 주로 미국, 일본 게임기업의 OEM을 담당했는데, 온라
인게임이 등장하면서 개발-퍼블리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
게 되었다.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등 외국 기업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중국기
업이 유통을 담당했다.
표 11-1.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의 주요 유통모델(2001~2008년)
퍼블리셔
Shanda
더나인
나인유
더나인
세기천성
Shanda
Shanda
Shanda
Tencent
Tencent

개발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한국)
웹젠(한국)
T3 엔터테인먼트(한국)
Blizzard(미국)
넥슨(한국)
㈜NHN게임스(한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한국)
엔씨소프트(한국)
스마일게이트(한국)
네오플(한국)

서비스 시기
2001
2002
2004
2005
2005
2006
2007
2007
2007
2008

서비스게임
미르의 전설2
뮤온라인
오디션
월드오브크래프트
카트라이더
아크로드
창천 온라인
아이온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

이러한 시장구조가 형성된 배경은 우선 선도기업의 측면에서 현지 유저특성, 이
질적인 유통구조 등 시장정보 부족으로 인해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실험적
시장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재무 측면에서 합작투자 및 직접진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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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량은 부족한 시점이었다. 한편 중국 기업의 경우,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제품의 수평적 개발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독자개발보다
는 선도기업과의 서비스 운영협력을 통해 기술습득과 운영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기술 R&D의 낮은 자기완결성 및 높은 시장성공의 불확실성을
보이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개발자-퍼블리싱 모델은 자사의 손실 없이 시장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의 전유성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게임은 기존 기술활용형
혁신이 가능하고, 게임의 유희성 및 그래픽 등은 체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
표 11-2. 중국 기업의 복제게임 운영 현황
구분

기획형

기술형

중국기업

복제게임

원작

개발사

Shanda

크레이지 카트

88조이

카트레이서

카트라이더

넥슨

Shanda

몽환국도

크림푸

위메이드

Tencent

큐큐탕

크레이지 아케이드

넥슨

나인유

수퍼음악가

o2jam

나우콤

나인유

댄싱스타

완미시공

열무파티

오디션

T3

중국 BL테크

동유기

엘소드

KOG

중국음유향사

크레이지 기타

기타히어로

엑티비전

상해매직그리드

패트릭스

페이퍼맨

사이칸엔터테인먼트

IGG

오로라블레이드

라그나로크

그라비티

Shanda

몽환국도

크림푸

위메이드

Shanda

전기세계

미르의 전설

액토즈

Shanda

던전 앤 드래곤

The 9

명장삼국WOF

던전 앤 파이터

네오플

Shanda

귀취등 온라인

The 9

쾌락서유

메이플스토리

넥슨

The 9

뮤X

뮤

웹젠

나인유

익스트림바스켓볼

프리스타일

JC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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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선발자 모방을 통한 학습과 시장진출이 용이하다. 온라인게임의 모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첫째는 불법서버운영이다. 주로 퍼블리싱사의 서버접근
을 통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하여 외부에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
째는 온라인게임의 그래픽, 콘텐츠, 게임성 등의 복제를 통해 모작게임을 개발하여
유통하는 경우다. 초기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진출 형태가 개발-퍼블리싱
모델이었기 때문에 서버운영을 담당하는 Shanda, The9 등 현지 퍼블리싱 기업들은
소스코드에 대한 무단접근7)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에 진출
한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현재 산자이(짝퉁) 게임서버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
고 있는 실정이다(표 11-2 참고).
중국은 퍼블리싱과 모방개발을 통해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현재 자체 게임콘텐
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 자국 업체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은 2002년 전무하던 것이 2004년 62개, 2008년 286개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2007년보다 14% 가량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표 11-3. 중국 현지 온라인게임 기업의 자체개발 게임 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체개발 게임 수

0

2

62

192

218

250

286

자료: 게임백서(KOCCA); 아이리서치(2007)를 참고하여 재구성.

7) 현지 최대 게임 업체인 Shanda는 최근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와 비슷한 ‘귀취등 온라인’을 공개
했고, 2위 업체인 텐센트는 넥슨 ‘비앤비’의 모작(模作)인 ‘QQ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더나인과
나인유 등 10위권 대형 업체들도 산자이 게임을 속속 내놓고 있다.
8)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현황, KT, 2008, 텐센트는 지난 4월 11일 ‘2009년 신제품 발표회’에서 자
체 개발한 ‘봉신기’, ‘환상세계’, ‘QQ선협전’ 등 신작을 공개했다. 또한 더나인은 2007년 7월 게
임 개발센터를 설립한 뒤 300여명의 개발인력을 투입해 5종의 신작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나인유
는 현재 개발 중인 ‘신병전기’와 ‘용사온라인’, ‘무협비차 온라인’, ‘플로렌시아’, ‘익스트림 바스켓
볼’ 등 6종의 신작을 공개하고 2009년 안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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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확보: 자체개발을 넘어 다작개발로
최근의 온라인게임 개발 트렌드는 다작개발이다. 온라인게임은 감성지 기반의
서비스로 보통 신작 개발기간은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개발사들이 3년 후
의 시장 트렌드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획 및 R&D를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
가 설사 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는 유저가 체감하는
게임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도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규 게임의 지속적인 시
장 성공은 매우 불확실하다.9)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선도기업들이 한 장르의 대표게임의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신속-다작개발’인데, 네이버, 엔씨 등 국내
일부 대형 개발사를 중심으로 소형 개발사들의 개발 지분참여 및 자금지원, M&A
등을 통한 다작개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10) 이에 반해 후발자의 느린 R&D
(자체개발)는 시장에서 유저 트렌드 변화 및 이탈, 개발비용 상승, 점유율 하락 등
으로 추격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 개발사들도 선도적 개발역량
및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리스크 분산과 매출 기반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일부
대작에 의존하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다작(多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1)
9) 이러한 이유에서 웹젠은 초기작인 ‘뮤’는 성공했지만, 후속작인 ‘썬’, ‘헉슬리’에서 고전하고 있고,
엔씨소프트가 MMORPG의 창시자나 다름없는 리처드 게리엇을 영입하고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타뷸라라사’도 리니지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10) Activision Blizzard의 2008년 3/4분기 출시 예정작은 19종류로 해외 유수 게임 업체들은 이
미 다작 전략을 앞세워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EA의 경우, 2009 회계연도 2/4분기
(2008년 7~9월) 출시 예정작은 총 33종류로, 이 중 내부개발이 26종류, 외부개발이 7종류에 달
한다.
11) 국내에서는 2008년 T3엔터테인먼트가 한빛소프트를 인수했으며, 넥슨의 네오플 인수, NHN게임
스의 웹젠 인수 등 어느 해보다 활발한 M&A가 이뤄졌다. 한편 중국 Shanda는 액토즈소프트
(’04, 한국), 보스네크(’04, 일본) 등을 인수하여 자체 개발역량을 확보했는데 현재 국내외 20개
의 게임사를 인수했으며, The9은 2008년 3,800만 달러를 투자, 한국 게임개발사 G10엔터테인
먼트의 주식을 매입했고, T3엔터테인먼트(한국)와 공동으로 합자회사를 설립, 게임개발 및 퍼블리
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CDC게임즈는 광통과 17게임즈를 인수했고, 텐센트는 심천망역을 인
수해 성장했으며, 쉰레이는 U9을 인수함으로써 중국 게임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으며, 거인의 경
우는 상해의 게임개발팀을 인수하여 온라인게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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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함께 후발주자의 개발자금투자를 통한 신규 콘텐츠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Shanda는 ‘Project 18’ 계획12)에 따라 소규모 게임 개발
스튜디오에 재정지원을 하고 개발된 게임의 권리를 확보했다. 거인네트워크도
Win@Giant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소규모 개발팀의 게임기획안과 콘텐츠를 사들이
고 있다.13)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08년 중국의 신규 출시 게임 수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006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평균 2개 정도 출시하던
그림 11-2. 연도별 Shanda의 게임출시 비교표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9), ｢2008년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스트라베이스)｣.

12) 18기금의 첫 투자를 받은 사람은 현재 상해맥석과기회사의 천푸밍 총경리다. 2년 전, 천푸밍은 평
범한 게임 기획자였다. 그는 격투게임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하나로 Shanda의 18기금에서 800
만 위안(한화 약 16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80여명으로 구성된 회사를 창업했다. Shanda는
그에게 자금뿐 아니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500m2의 사무실을 지원해줬으며, 보유하고 있
던 개발엔진 및 소스코드, 소설 ‘귀취등’을 게임으로 각색할 것을 권했다. 이를 통해 상해맥석과기
회사는 현재 ‘귀취등 온라인’이라는 성공작을 개발했으며,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게 됐다. Shanda
의 또 다른 계획인 ‘풍운계획’이란 2009년 7월 ‘풍운온라인’을 개발하여 성공리에 서비스하고 있
던 청두금천(成都金天) 테크놀로지사를 120억 원에 인수하면서, 어느 회사든지 ‘풍운온라인’ 수준
의 품질과 서비스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고가에 인수하겠다는 Shanda의 정책이다.
13)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스트라베이스, 2009.
2. 2.
1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9), ｢2008년 해외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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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a는 최근 매달 1개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1년에 17개의
신작 게임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선도기업
의 내부혁신 및 콘텐츠 재사용 등으로 인해 신규 게임의 개발주기는 점차 짧아지
고 다작개발의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후발기업들은 M&A, 개발자금투자
등을 통해 재빠른 R&D역량을 확보하고 다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 시장확보를 위한 노력: 게임장르 다양화와 해외진출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그동안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 자체개
발한 게임들의 해외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2007년 중국 게임의 해외수출
액은 7,074만 달러로 이는 전년보다 28.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완미시공과 킹
소프트를 포함한 15개 게임업체들이 33종의 게임을 한국과 북미, 베트남 등 20여
개 나라에 수출했다.15)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일본, 한국 등 외국 게임이 중국게임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예전과 달리, 2008년 현재 중국산 온라인게임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75% 안팎에 달하고 있다(KOCCA 게임백서, 2008).
중국은 추격의 초기에 외부기술제공자(한국, 대만, 일본 등)를 활용한 퍼블리싱
모델로 시작해서 M&A 및 공동개발 등의 경로로 개발기술을 습득했고, 당시 한국
은 주요 기술제공자로 현지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심의ㆍ허가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엔진개발 등 분야에
자금 및 개발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더나인, 텐센트 등 중국 현
지 기업들이 해외 콘텐츠의 퍼블리싱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 동원력을 기반
으로 자체 게임개발은 물론 신작 콘텐츠의 플랫폼 제작에까지 기술 및 시장을 확
15) 완미시공은 ‘완미세계’와 ‘주센 온라인’, ‘적벽 온라인’을 수출해 2008년 1,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완미시공은 ‘적벽 온라인’과 ‘주센 온라인’에 대해 한국에서 각각 KTH와 CJ인터
넷과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프로젝트EM’을 2010년 북미 시장에
서 선보일 계획이다. Shanda는 ‘격자객’을 북미ᆞ유럽 현지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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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으로써 한때 현지 시장의 70%를 점유하던 한국 온라인게임은 2004년부터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반면 중국 게임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후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5년 만에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에게 기술 추격을 당한 것이다. 2008년 현재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Shanda(18%)와 더나인(18%)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텐센트(14%), 넷이지(12%)가 뒤따르고 있다.16)
그림 11-3. 년도별 한-중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

자료: 게임산업백서; 아이리서치 자료에 근거하여 필자가 재구성.

5) 중국 정부의 정책(심의, 허가, 규제 등을 통한 통제 및 보호)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약

16) 중국 아이리서치(iResearch)(2008), p. 7. 현지 130여 개의 온라인게임 업체 가운데 70%가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중국 온라인게임 시
장은 Shanda와 텐센트, 넷이지 등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
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온라인게임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는 게임은 10%를 밑돌고 있다. 온라
인게임의 특성상, 현지 유저와의 인터랙션이 중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분참여 혹은 M&A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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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하여 현지 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바로 이 시기 중국 정
부는 ｢2003년 중국 게임산업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게임심의위원회(游戏评审
委员会)를 발족하였으며 2003년에 PC게임 81종, 온라인게임 28종을 심의 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을 중국 시장에서 유통하려면 ‘판호(허가권)’라는 것을 취득
해야만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해외게임
의 자국내 시장 퍼블리싱에 대해서 규제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의 선정성, 문화적 및 종교적 문제점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된 게
임의 ‘판호’ 취득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혹은 판호 취득을 위해 제출된 여러 가
지 자료의 공개 등 해외 게임의 유통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는 현재 보다 강화되어 초기 시장출시 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다시
신규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문화부의 경우, 현지 온라인게임은 주로 PC방을
통해 운영되는데, PC방 운영권을 해외 기업에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업으
로 분류되어 있는 자국 온라인게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서비스하는 쿼터제
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외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해외 온라인게임 심사에 대한
강도를 높여 기존처럼 공업정보화부에서 허가업무를 맡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
화부에서도 사전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17) 한편 중국에서의 저작권 소송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온라인게임의 표절을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은 현지 저작권법의 문제18)와 함께,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현지 정부로부
터 판호(허가증)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벌이지

17) 중국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온라인게임콘텐츠 심사신청 업무 통지｣에 대해서는 www.ccm.
gov.cn 참고.
18) 중국에서는 게임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게임을 미술 저작물로도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는 식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그림과 음악, 프로그램 구성 등을
별도로 저작권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같아도 표절 인정을 쉽게 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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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제도적 보호(저작권법 및 허가제
도 등) 속에서 선발자 모방을 통한 기술 학습으로 게임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4. 중국 온라인게임 관련 부처 및 주요 업무
정부 부문

주무 부서

신문출판 총서

음향영상사

문화부

시장사

신식산업부

제품사, 통신관리국

과기부

발전계획사

주요 업무

1. 온라인게임 콘텐츠 심사 관리
2. 온라인게임 출판업체 자격 심사 및 관리
3. 온라인게임 판권 심사 관리
1. 온라인게임 서비스 감독 관리
2. 전국 PC 방 관리
인터넷 접속, 보안 등에 대한 관리

863계획 중 ‘온라인게임엔진’ 및 ‘Human Computer
Interaction’ 프로젝트

자료: 이지원 외(2005).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문출판총
서는 국가출판기금을 이용해 우수한 중국산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독려하고, 수출
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산 온라인게임이 기획과
프로그래밍, 그래픽 방면에서 미국ㆍ한국ㆍ일본 게임에 뒤처져 있지만 꾸준한 인
재양성과 개발지원으로 차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게
임업체들을 모아 해외 로드쇼를 준비하는 등 해외 게임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의 점
유율과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출판총서는 또 향후에
는 게임뿐 아니라 개발기술과 캐릭터 판권, 서비스 능력 등 게임과 관련한 모든 것
들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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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한ㆍ중 FTA 협상에서 지
적재산권, 인력교류,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중
게임산업에서 FTA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분야이다. 각각의 분야마다 협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성
장에 유리하도록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중국 진출
모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9)
둘째,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은 누적적 혁신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모방에
대비하고, 소프트혁신을 통한 콘텐츠재조합혁신, 재사용성 극대화를 통한 ‘신속하
고 효율적인 다작개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서버보완기술을 통한 소스코
드의 무단복제가능성을 차단하고, 상표권 등록 등을 통한 저작권보호도 중요하지
만, 지속적인 게임성(유희성)의 효율적인 창출이 독창적인 게임 콘텐츠의 전유가능
성을 높여준다. 다수의 게임이 각 개발팀이나 스튜디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검토
되고 추진된다면, 정보개방과 공유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하고,
각 스튜디오 개발팀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효과적인 개발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의 재사용 및 재가공을 통해 신속개발과 개발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동남
아, 일본 등 3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 콘텐츠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셋째, 기존 개발-유통 협력진출모델에서 직접 퍼블리싱, 제품기획-현지 완제품개
발-유통, 공동개발, 현지 개발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진출모델 개발이 필요
하다. 현재 일부 속성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개발을 포
함한 외부 지식원천의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19) 이에 대해서는 2004년 NHN의 중국진출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NHN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NHN차이나를 통해 하이훙지주회사와 50%의 지분인수 조건으로 Ourgame Assets
(聯衆資産)을 세우고 기존 개발-유통모델보다 안정적인 게임 퍼블리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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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공동개발 과정에서 각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
준의 유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적 콘텐츠 기획에서 게임성
과 관련된 시나리오 기획은 한국측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그래픽, 단순 코딩, 개발
등 현지 개발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기업에의 아웃소싱을 통한 협력
도 가능하다.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응용SW분야는 크게 응용개발SW, 보안SW, 메모리SW, 시스템관리SW로 구분
되는 지원SW가 있고, EMS, 업종별 전용SW, 개인용SW로 구분되는 업무SW가
있다.20) 이 분야는 MS, SAP, IBM 등 글로벌 선도기업이 시장의 절대강자로 독
점하고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기업SW시장에서 SAP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이는 타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생산 및 마케팅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은 높다. 응용SW는 수직계열화
로 인한 시스템 경쟁의 특성이 있다. 개별 응용SW는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전체
시스템의 수직구조상 하드웨어와 주변소프트웨어(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연동 소
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응용SW시장의 경쟁은 개별 소
20) 2005년 전 세계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은 269억 7,200만 달러 규모이며 이는 전
체 응용 소프트웨어시장에서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ERP의 시장규모는 164억
7,800만 달러(약 16조원)로 전체 기업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61%를 차지하는데 이는 보안소프트
웨어의 38억 달러(2006, IDC)보다는 큰 규모이고, 디지털TV의 300억 달러 시장규모(2006년,
Dataquest)의 절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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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간 경쟁보다는 시스템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시스템 경
쟁에 있어서 핵심은 수직구조적인 위치에 놓인 공급자와 사용자 간 상호접속성
(Interconnectivity)을 확보하는 것이다.21) 응용SW는 시스템 생명주기도 매우 짧
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응용SW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ERP의
경우, MRP(1975~1985, 10년), MRPII(1980~1995, 10년), ERP(1995~2000, 5년)
에서 최근의 ERPII(2000~)로 이어지는 역사로 볼 때 시스템수명주기가 3~5년 정
도로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짧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ICT 인프라위에
구축되는 응용SW는 급변하는 업무프로세스 기능확장과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기술기회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응용 SW
의 높은 기술기회의 특성은 시장의 급격한 소멸과 신시장 출현이라는 결과로 나타
난다. 이는 지속적인 R&D 투자에서 선도기업에 비해 열위에 처해 있는 후발자가
신제품 개발로 획득한 시장성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응용SW분야 중 기업용 SW는 타산업보다 높은 전유가능성(appropriability)을
가지고 있다. SW는 직접 설계나 구축을 해보지 않고서 단순히 사용자의 인터페이
스(user interface)를 보는 것만으로는 내부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설계한
아키텍처(architecture) 부분을 알 수 없으며, 또한 동일한 산업군 내의 기업들 간
에도 보유한 하드웨어 사양과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구축되는
응용SW의 경우 복제구축이 불가능하다.
SW의 특성 중 하나가 높은 시스템 점성(system stickiness)과 소비자 선택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이다. 이는 원래 상태로 복귀 불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선택
의 불가역성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사용법의 익숙 등으로 인하여 신제
21) 과거와 달리 현재는 SW가 HW를 주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하위구조 및
상호접속성을 지배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 일단 시장에 출현하여 수직계열화로 시장지배력을 획득
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한 개별 소프트웨어의 진입은 매우 힘
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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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대체할 의욕이 없다는 것이 된다. 기존 제품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사실상의
표준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불가역성이 지배하게 되어 아무리 보다 우수한
품질을 가진 신제품인 경우에도 구제품을 대체할 수 없게 된다.22)
지식기반의 측면에서 응용SW는 시스템SW와 달리 크게 산업적 전문영역과 시
장특수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전문영역별로 존재하는 고유한 지식 및
재화의 생산방식23) 차이 등은 일종의 암묵지로서, 예를 들어 ERP의 경우 연속생
산, 대량생산 등 산업별로 존재하는 고유한 생산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요구되는 전
문 기술영역이 분절(fragmented)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별 혹은 시장별로 존재하는
특수성이 제품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현지 토착기업은 선도기업
에 비해 시장우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24)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1) 글로벌 기업 주도의 시장환경
중국 소프트웨어시장은 약 39억 달러 규모이고, 2005년 현재 중국 응용SW는
전체 SW시장의 51.7%(15억 8000만US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25) 중국 토착기업
22) 반면 어느 신제품이 급격한 IT환경의 변화로 사용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기존 제
품에 대한 선택의 불가역성을 지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즉 신제품이 학습의 용이성, 사용의
편리성1) 등에 따라 대체의욕을 자극하고 기존 제품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키는 경우,
신제품의 선택은 증가할 수 있게 된다.
23) 개별생산, 주문조립, 재고생산, 순차생산, 반복생산, 연속생산 등 산업별 특성에 따른 고유한 생산
방식.
24) 말레르바(Malerba), 오르세니고(Orsenigo 1990)는 특정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중심으로 슘페
터 제I, II유형(Schumpeter mark I, II) 산업으로 구분하고 산업별 혁신의 패턴을 설명한다. 응
용SW산업의 경우, 높은 기술기회와 기술전유가능성 및 높은 기술누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으
로 이러한 산업의 경우, 기업간의 상대적 위계질서가 안정적이고 몇 개의 성공적인 기업에 기술혁
신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독점적인 시장구조의 특징을 보이는 전형적인 슘페터 제II유형
(Schumpeter mark II)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5) KISA(2007), ｢해외(중국) 정보보호시장조사 분석｣.

558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은 26%, 글로벌기업은 74%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서 절대적 열위에 처해 있다.
SW산업의 특성상 초기 R&D 투입이 중요한데, 중국 SW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8,000여개의 SW기업 중 50명 이하 중소규모의 SW개발사가 3/4를 차
지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대형 SW기업은 전체 1%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비중보다 하드웨어나
타 분야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26) 예를 들어 중국의 대표적인 SW
기업인 Digital China(매출액 약 18억 달러, 2007년)도 하드웨어 제조, 유통 및 아
웃소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DHC, Sinocom, Venus Software 등 중견
SW기업들도 일본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머물고 있어 응용SW분야에서는 전문화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수이다.
그림 11-4. 중국 응용SW 시장규모 및 국내외 기업 점유율(2000~06년)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c), p. 57.

이는 SW산업의 시스템점성 및 시스템 계위적 종속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이

26) 주요 선진국 IT시장은 IT서비스 44%, 하드웨어 34%, 응용소프트웨어 22%인 데 반해, 중국 IT
시장에서 하드웨어는 73%, 응용소프트웨어 10%, IT서비스는 17%로 하드웨어 주도의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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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테면 응용개발SW, 메모리SW, 시스템 관리SW는 기존 시스템 SW와의 상호연
동성이 매우 중요한데, 시스템SW는 IBM, MS, Oracle 등 기업이 사실상의 시장
독점체제에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제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 11-5]를 보면, 중국 SW의 주요 분야에서 MS,
IBM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우위가 매우 확고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5. 기업별 중국 SW 시장 점유율(2008년)
(단위 %)

구분

응용개발SW

메모리SW

시스템관리SW

기업명

점유율

기업명

점유율

기업명

점유율

1

IBM

20.4

EMC

33.4

IBM

18.9

2

MS

13.6

Symantec

30.4

CA

11.9

3

Macromidea

5.7

IBM

9.5

HP

10.8

4

Software AG

4.6

CA

8.9

Cisco

9.2

5

Borland

3

HP

8.2

BMC

8.4

6

other

52.9

others

9.6

others

40.8

자료: CCID(2009), ｢中國軟件産業年報告｣.

2) 추격의 경로: 분절된 시장구조와 제품차별화
중국 응용SW시장에서 토착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는 보안SW와 ERP분야
이다. 우선 보안SW의 경우, Rising과 JiangMin 등 중국 토착기업이 초기 PC보안
에서 출발하여 현재 네트워크 보안까지 점차 영역을 확장하여 Symantec과 같은
글로벌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ERP분야에서는 토착기
업인 UFIDA와 KingDee가 SAP, Oracle 등 글로벌기업보다 더 많은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보안SW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보안SW는 보안백신 개발이 핵심인데, 보
안백신의 개발에는 현지 IT 네트워크 환경에 근거한 해킹 패턴분석, 바이러스 con-

56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표 11-6. 중국 보안SW(2008) 및 ERP 산업(2005)의 시장점유율
(단위: %)

보안SW

구분

ERP(재무관리분야)

기업명

점유율

기업명

점유율

1

Symantec

16.6

UFIDA

28.6

2

Rising

10.8

KingDee

19.5

3

JiangMin

9.6

LangChao

9.5

4

TrendMicro

8.1

JinSuanPan

7.3

5

CA

7.3

SuDa

6.8

BoKe

4.4

6

others

47.6

SAP

3.4

기타

11.1

자료: CCID(2009), ｢中國軟件産業年報告｣; 國金證券(2007) 참고하여 재구성.

figuration file 축적 등이 백신개발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한다. 중국 보안SW는
2000년도 인터넷 확산이 이루어지던 초기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Symantec, Trend
Micro 등 글로벌 SW기업에 장악되어 있었으나, 이들 제품은 중국 IT환경에 맞게
개발된 보안SW라기보다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개발된 범용 보안SW 제품이었다.
1990년대 초반 PC보안에서 출발한 Rising, Jinshan JiangMin SW 등은 중국 토착
보안기업으로 주로 언어, 개발인력, 네트워크, 가격 등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
고 중국 해킹 바이러스의 configuration file 축적을 통해 현지 해커의 해킹패턴, 악
성코드 진화유형, 공격 기법 등을 분석하여 ‘중국형 보안SW 제품’ 개발에 성공하
면서 글로벌 기업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들 중국 토착기
업의 장점 중 하나가 신속한 현지 고객대응역량이다. PC 및 네트워크 보안 문제는
바이러스 백신에 의해 치유되는데, 유통되는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은 범용보안제품에 중점을 두어 현지 특화된
문제해결에는 약점이 있었다. 과거 2003년에는 Cisco, Netscreen 등 외국 기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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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Founder, lenovo, iS-One VenusTech, KingSoft,
Rising, Jiangmin 등 중국 토착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제고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
다. 현재 중국 보안SW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에 57%를 확보
하고 2005년에는 61.4%로 4.4%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장우위를 확보해가
고 있다.27)
응용SW분야에서 중국 토착기업이 선도기업을 성공적으로 추격하는 또 다른 분
야가 ERP분야이다. 대표적인 응용SW인 ERP 시스템의 경우,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본으로 구축되는데 산업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생산방식에 대한 지식과
시스템의 통합지식은 오랫동안 개발 및 구축을 담당해온 선발업체에 축적되어 있
는 지식이고 축적된 지식은 일종의 암묵지로서 기능하여 다른 경쟁업체가 쉽게 모
방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구축실패율을 보이는 ERP,
SCM 등 기업용 응용SW산업은 그만큼 복잡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ERP산업의 추격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은 자국의 독특한 회계제도로 인해
글로벌 시장과는 다른 수요에 기반하는 분절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
분이 후발주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추격의 모멘텀이 되었다. 당시 중국은 1993년까
지 국제회계준칙과는 다른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기업회계준칙을 따르고 있었는데
개혁ㆍ개방 및 2001년 11월에 WTO 가입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국제 회계준칙에
접근시켜 나갔다.28) 기술 추격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회계제도의 전환으로
선진국 기업은 쉽게 중국 ERP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데,29) 이러한 전환기
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997년 당시 중국 국내기업의 중국 재무회계관련 소프트

27)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
28) 이에 대해서는 谷衛(2001), p. 4; 戴德明 外(2006). 참고.
29) 중국 재정부는 1989년에 ｢상업용 회계결산 SW의 심의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단계 회
계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1994년에는 ｢회계결산 SW의 기본기능 규범화조치｣를 통해 기업용
회계관리SW의 상세기능을 전환기 회계제도에 맞춰 요구함으로써 사실상(de fecto)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郭新平(2001), ｢中國財務及企業管理軟件發展回顧與展望｣, 商業會計.

562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웨어 시장점유율이 97%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30) 이 기간이 추격 기업에게 기
술습득과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제작된 외국제품에
게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했다. 당시 재무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성공이 전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재무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北京開思ERP, 北京科
希盟SJ-ERP, 北方的北星ERP, 北京和佳 등 300여 개 기업이 이 시기에 제품 개발
에 성공하여 시장에 진입한다. 결과적으로 1997년 당시 중국 토착기업들은 9%의
ERP 시장점유율을 보이지만, 중국의 독특한 회계제도에 기반한 재무관리SW의 국
산제품 점유율은 96%에 달했다.31) 위와 같은 분절된 시장구조(fragmented market
structure)에 기반하여 현지 수요(local requirement specification)에 특화한 제품차
별화로 초기 시장진출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안철수연구소(보
안SW), 인피니트테크놀로지(PACs)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시장지위는 현재 매우 공
고하다.
3) 기술역량 제고와 시장확대: 외부지식기반의 접근과 유관영역 개척
응용SW분야는 기술누적성과 기술전유성이 높고 또한 신기술의 출현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산업에서 기술열위에 있는 후발자에
게 외부지식의 접근을 통한 기술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ERP기업들은 초기 시
장에서 확보한 보완적 자산을 기반으로 M&A를 통한 신속한 기술습득에 돌입한다.
용우는 대만 한캉SW, IFS를 M&A하여 제조분야의 ERP기술을 습득한 후에도
4,260만 RMB(한화 약 60억)를 투자하여 68%의 주식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북경의
용우안이를 인수(2003)하여 ERP시장에서 20%, 재무관리분야에서 19%를 점유하여
ERP시장에서 SAP와 Oracle을 뒤로 밀어내고 1위를 기록한다(표 11-7 참고).32)

30) CCID(1997), ｢중국소프트웨어산업보고｣ 참고.
31) 劉紅霞ᆞ孫寶文(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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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접(Kingdee)의 경우도 2001년 12월 회계모듈개발 기업인 금접 국제SW
그룹은 제조업 ERP기술을 확보했던 북경개사(開思)의 지분 90%를 TCL(홍콩)로
부터 사들였고, 2002년 홍콩 신아새방SW기업의 지분 25%를 인수하게 된다. 당시
중국 토착기업이 SAP, Oracle 등 선도기업의 제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ERP 플랫
폼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결국 현지 특화된 제품으로 초기 시장을 확보한 후에 지
속적인 외부지식의 접근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2006년 현재 중국 ERP시장에서 중
국 토착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과거 1999년 9%에서 62%로 상승했다. 반면, SAP,
IBM 등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과거 91%에서 38%로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토착기업이 기술추격을 달성하였다.33)
표 11-7. 용우의 주요 M&A 및 기술 확보 현황
(단위: 위안)

시기

확보 방식

M&A/기술거래

확보 자산(기술 및 시장)

2001.11

현금지급
(2천만)

대만 漢康製造SW

- 제조업 ERP 시스템
- 개발인력 및 관련자료 입수

2001.12

주식보유
(주70%)

北京華表公司

- 회계 Reporting Tool
- 미국, 일본 등 20개국 수출

2002.1

주식보유
(75%)

IFS(스웨덴)

- 전력, 항공분야 ERP 솔루션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AM) 기술
- 세계 5대 ERP 개발사

2002.12

현금지급
(4,260만)

北京安易軟件

- 전자정부 분야 국내 1위
- 재무관리 분야 국내 4위

2006.11

주식보유

北京诺德迅科技

2007.1

주식보유
(66.6%)

Fidatone

- 금융관리솔루션(FMS)
- 3G 모바일 비즈니스솔루션
- NTT DoCoMo와 합자(33.3%)

자료: UFIDA 연차보고서(2000~2007).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유관시장의 진출이다. 응용SW분야는 기술기회가 높고,
32) UFIDA(2002), 연도보고서 참고.
3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d), p.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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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연도별 중국 ERP 시장 점유율 비교

자료: CCID(2001~2006), ｢中國軟件産業年報告｣; UFIDA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시스템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 트렌드 변화 및 신기술
의 잦은 출현으로 이 분야에 속한 기업은 급작스런 기회소멸 혹은 신규 시장기회
의 출현을 겪게 된다. 이때 후발자는 자체 R&D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간 확보한
보완적 자산을 활용하여 M&A 등 신속한 R&D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존 진
출시장의 급작스런 소멸에 대비한 유관, 인접영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추격의 성패
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중국 토착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보안SW시장의 경우, ICT 네트워크 초기에는
PC 보안SW가 주요 시장을 형성하다가 점차 ICT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보안시장
은 PC보안에서 네트워크 보안, 웹보안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한다. 이때 후발기업
의 경우 PC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런 시장
소멸을 겪게 되고, 새롭게 열리는 네트워크 보안 혹은 웹보안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제품 R&D 측면에서 선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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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추격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중국 토착 보안기업인 Rising, Jinshan JiangMin SW는 대부분 90년대 초 PC
보안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그러나 중국이 ICT 인프라를 갖춰가고 Checkpoint,
Symantec 등 글로벌 선도기업이 무료 PC보안제품을 보급하면서 급속한 시장소멸
이 진행되었다. 이때 중국 보안기업들은 네트워크 보안, 웹보안 시장으로 제품개발
R&D의 방향을 설정하고, 침입탐지, 침입차단, VPN, UTM 등 네트워크 보안의
새로운 영역에서 선도기업과 동시에 신기술 및 제품출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유
관 인접분야로의 시장 확대로 현재 PC보안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안
기업들의 시장지위는 매우 확고하다.
결과적으로 기술기회, 기술누적성과 전유성이 모두 높은 산업에서 후발자는 자
체적인 기술개발능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식접근을 통해 신속히 개
발역량을 제고하는 이른바 ‘재빠른 기술습득전략’과 ‘유관ㆍ인접영역으로의 시장
확대전략’이 매우 유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두 사례 모두 추격의 초기에
시장성공을 통해 확보한 ‘보완적 자산’이 추가 시장진출 및 외부지식기반의 접근가
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표 11-8. 보안SW 의 분야별 시장경쟁 현황
구분(보안SW)

현지 시장경쟁 현황

시장주도

LAM

JIT(중), 상해 Koal(중) 등 중국 기업이 선두에 있고,
IBM, RSA 등 외국기업이 추격하고 있음.

중국기업

Firewall/VPN

SW 부문은 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장비 부문은 TopSec,
Lenovo 등 중국 기업이 주도

SW-HW 양분

IDS/IPS

IDS, IPS 는 외국 기업이 주도, IDS 장비는 VenusTech,
NSFocus, iS-One 등 중국 기업이 시장 주도

SW-HW 양분

UTM

외국 업체 독점, 중국 기업은 총판

외국기업

SCM

Rising이 시장의 1/4 점유(독보적 지위), Symentec, Trend
Micro 등 외국 기업이 추격

중국기업

자료: CCID(2008), 中國軟件産業年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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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시장보호 및 요람시장 창출
응용SW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초기 시장창출과 국내 시장보호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요람시장 창출이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바로 2002년 과기부가 발표한 ｢제조업 정보화프로젝트｣
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전국 27개 성과 46개 도시의 약 2,000개 기업을 선발하
여 기업정보화 시험운영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중국 토착 SW기
업은 추격의 요람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2003년 중국 정부는 공공시장보
호의 일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을 발표하는데, 이 법의 내용 중에 소
프트웨어 부분은 자국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규정하여 정부시스템 도입 시 국산화
율 50~70% 이상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정부 구매법에는 과거 ‘국산
소프트웨어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특별히 자국의 기술로 구현불가능하지 않다면
마땅히 국산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였다. 정부 및 공공시장은
전체 중국 응용SW시장의 14%를 차지하는 큰 시장인데, 2003년 이후 정부시장에
서 운영체제 및 일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기업관리(ERP, SCM, CRM
등), 보안(PC보안, 네트워크, IDC 등) 등 분야의 SW는 거의 대부분 국산 SW제품
으로 대체되었다.
둘째, 인증 제도를 통한 자국 시장 보호이다. 예를 들어 안티바이러스의 경우,
지역적으로 국한돼 발생하는 바이러스 혹은 중국 IT인프라 환경에서 활동하는 바
이러스도 포함시켜 테스트를 하는데, 외국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바이러스 샘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중국 현지 기업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아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기업 대부분이 OEM으로 비
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가 아닌 OEM 기업의 브랜드로 인증받고 있다.
또한 중국 보안관련 인증은 공안부 인증, 신식측평중심 인증, 인민해방군 인증, 보
밀국 인증이 있는데, 이 중 인민해방군 인증과 보밀국 인증은 중국 기업만 획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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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34)
다. 정책적 시사점
중국 응용SW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기술적 열위에 처해 있으
면서도 보안, ERP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품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성공
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는 현지 후발기업들이 글로벌시장과는 다른 현지 시장구
조와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을 차별화한 것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이에 기반하
여 볼 때, 국내 기업은 첫째, 해외시장에 대한 제품 준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기능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존 마케팅 차원의 지원에서 현지화 개발지원 및 기능개선 중심으로 정책
적 지원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현지 IT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수준의 성숙으로 인해 신규로 창출되
는 분야에는 국내 성공한 모델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
요가 있다. 이를테면, 병원정보화 분야의 의료영상정보화가 좋은 예이다. 인피니트
테크놀로지는 기존 아그파와 GM이 장악하고 있는 필름형 의료영상분야에 뛰어들
어 선도기업과 동시에 2D 의료영상정보장치를 개발하고, 결국 이들보다 앞서 3D
영상전송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인피니트는 국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중국, 동남아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34)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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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IT서비스산업은 크게 컨설팅, IT아웃소싱, 교육 둥 영역이 있으며, 최근에는 IT
의 활용이 과거 정보화시스템 구축(system integration) 위주에서 산업별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인 SW산업과 마찬가지로 IT서비스 분야도 기술기회가 매우 높다. 이는
IT인프라의 진화 및 플랫폼 다양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IT서비스 개발 방법론에서
도 기인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SaaS, SoA, Cloud Computing 등 새로운 방법
론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여 지금 신기술이더라도 시장에서 불과 2~3년만 지나면
구기술로 인식되어 퇴장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간 융(融)ㆍ복(複)ㆍ화(和)
가 가속화되면서 IT서비스 분야의 기술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술기회와 관련해서 IT서비스산업의 기술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도메인 기술과 SW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동시에 제품의 첨단화, 다기능화에 대한 시장수요 확산
이 맞물리면서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SW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
다.35) 특히 최근 IT서비스기업들은 기존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개
발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36) 이와 같이 IT서비스의 대상이 각 산업 제품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산업군도 정보가전, 통신단말 등 IT기기에서 자동차,

35)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제품 R&D 단계에서부터 SW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제
품 생명 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SW융합이 확산되는 상황이나, 정작 도메인 기업은 SW전문인력
확보, 개발방법론, 개발 프로세스 관리 등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W크기 및 난이도
가 5년마다 6배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제조사들도 제품의 경쟁력이 도
메인 기술이 아닌 SW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SW양에
비해 대처방식이나 대응속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36) 컴퓨터 월드(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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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등 제조산업에 이르기까지 특정 산업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하기위해 기획, 설계단계부터 프로세스관리, 모델
링, 테스팅 등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IT서비스의 기술전유성은 매우 높다. 특히 IT아웃소싱의 경우 과거 정보시스템
중심의 사업영역을 넘어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생산 등 전통적으로 제조기업이 수행
해왔던 부분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지식은 제조사가 제공하고 IT
서비스기업은 이를 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며 최종결과물은 수요기업이 외부에 개방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모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식기반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야는 SW공학기술 이외에도 조선, 자동차, 항공,
반도체 등 각 산업별 전문지식의 축적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
업별 고급 전문 SW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산
업의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의 경우, 다년간의 제품기획, 설계를 통해 다듬어진 절차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일종의 조직학습의 결과
물로 암묵적 지식에 해당하며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업별
전문지식의 축적과 이를 통한 모범사례 확보는 IT서비스의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일본 등 선도국 기업과 개발 및 테스팅
그림 11-6. 제조업 업무 프로세스에서 IT 활용영역 확대

자료: 삼성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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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아웃소싱 형태의 협업을 통해 기술습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분야에
서 선도국인 인도의 경우,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기존의 IT아웃소싱 영역을 점
차 R&D영역으로 확장했고,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아웃소싱(EO)
시장에서 신규 분야 창출 및 방법론 개발을 통해 시장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1) 하드웨어 주도적 시장과 부족한 IT 고급인력
중국 IT서비스시장은 2000년 240백만US달러, 2004년 4,142백만US달러, 2005
년 5,118백만US달러, 2006년 12,300백만US달러로 연평균 31%씩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중국 전체 IT시장에서 IT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작다.3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전체 IT시장에서
IT서비스 44%, 하드웨어 34%, 패키지소프트웨어 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
국은 하드웨어 73%, IT서비스 17%, 패키지소프트웨어 10%로 구성되어 있어 하드
웨어 위주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IDC, 2006). 이러한 하드웨어 위주의 시장구
조는 중국 IT서비스 기업의 자생에 필요한 요람 시장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38)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IT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산업별 고급 전문 SW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중국은 현재 IT서비스 분야 고급 전문인력은 공급부족
상태에 있다. 중국의 IT아웃소싱 업체는 약 2,800개이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

37) 2006년 중국 아웃소싱 시장은 전년대비 39.3% 성장한 121억 위안(1,510M US달러)에 달하
며, 2009년는 전년대비 36.5% 성장한 16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c), p. 51 참고. 2005년 기준 중국 IT서비스기업 수는 약 9,400여
개이며, 이 중 90% 가량이 중국 기업으로 추정되며 외국기업 또는 합자기업은 약 10%에 불과
하나, 벤더별 점유율을 보면 외국계 기업인 IBM과 HP가 각각 5.8%와 5.3%의 점유율로 선두
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기업인 Neusoft, CS&S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아 시장의 과점도는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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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연도별 중국 IT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4

2005

2006

시장규모

240

4,142

5,118

12,300

자료: IDC; Kearney; NASSCOM(2007).

하는 인력은 9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중국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석사 및 그
이상 학력 졸업자는 약 1만 5,000명이고, 특히 박사학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는
2,000명도 되지 않아,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추격의 경로: 아웃소싱 모델에서 글로벌 R&D센터 활용으로
중국 IT서비스는 현재 Neusoft, Hisoft, SinoCom 등 토착기업들이 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 매출에서는 일본이 최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39) 일본은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발주국가로서, NEC와 Fujitsu 등 회사는 90년대 초부터
SW개발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에 아웃소싱해왔다. 현재 중국의 일본 소프트웨어 아
웃소싱 수주는 주로 다롄(大連)과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전체 시장의 4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소프트웨어 총수입
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 70%에 이른다. 두번째는 상하이(上海),
선양(沈陽), 시안(西安), 항저우(杭州)를 포함하는 그룹이다. 일본의 비중은 각 도시
의 소프트웨어 총수입의 40~60%를 차지한다.40)
39) 2007년 이후 중국 오프쇼어 아웃소싱의 권역별 매출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0) 현재까지는 시장 자체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3그룹으로는 지난
(濟南), 청두(成都),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으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업계에 막 진출한 도시
들이다. 이들 도시는 또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홍콩과 대만의 비중이 높고 미국
및 유럽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일본이 주도적 지위를 갖지 않는 광저우나 선전과 같은 화
난(華南) 도시들이고, 두번째는 이들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시장 규모 자체가 작고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여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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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중국 IT아웃소싱의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초급수준의 코드
작성, Call Center(BPO) 등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요 디자인과 프레임 디자
인 혹은 대형 프로젝트의 아웃소싱 등은 거의 없고 심지어 테스트 아웃소싱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바로 이 부분이 산업별 전문지식(industrial domain knowledge)의
축적과 이를 통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보가 중요한 IT서비스산업에서 중국이
인도 등 선진 IT서비스 국가에 비해 열위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국내 다국적기업 IT R&D센터이다. DHC, Beyondsoft, 뉴
소프트(Neusoft), Sinocom 등 일부 중국 토착 IT서비스기업은 국외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기업은
규모가 작고 국제 경영경험이 부족하여, 해외로부터 직접 오더를 받을 능력과 조건
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중 글로벌 기업의 IT R&D센터는 중요한 계약체
결의 경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IBM, MS, HP 등은 자신의 SW 아웃소싱 혹은
본사에서 요구받은 과제의 일부를 중국 IT아웃소싱 기업에 넘기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미국과의 IT아웃소싱 업무는 대부분 미국시장에서 직접 수주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국적기업의 중국 R&D센터 혹은 그 지사로부터 하청받은 것
이다. IBM은 매년 1,000만US달러 이상의 SW아웃소싱 과제를 중국 기업에게 발
주하고 있으며, SUN, Oracle, HP,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중국 아웃소싱을 통해
SW 업무 중 상당 부분(현지화,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 500대 기
업 중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기업은 130개 이상에 이른다. 인도의 경우,
2000년도 초반에 해외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가 많이 구축되어 관련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41)

41) 특히 최근 인도 Infosys가 중국에 IT아웃소싱 센터를 설립하여 0.8%의 시장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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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격기업의 기술능력
중국의 대표 IT서비스기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비중보다 하드웨어나 타
분야 사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대표적인 IT서비스기업은 Digital
China와 Neusoft이다. 우선 Digital China(매출액 약 18억 달러, 2007)42)는 배급,
시스템, 서비스 등 3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 부문은 시스
템 통합, 애플리케이션 SW 개발, 컨설팅과 트레이닝 등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Neusoft Group43)은 1991년 요녕성(심양)에서 현지 대학과 일본 Alpine사 간의
조인트 벤처로 시작, 도시바와 공동으로 SW개발사를 만들어 2008년 현재 4,000
여명의 IT아웃소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Neusoft는 주로 과세, 뱅킹, 교육,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콜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데이터 처리 등 기본적인 BPO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DHC, Sinocom, Venus Software 등 현지 중견기업과 최근 주목받는 Work
Soft, Handsome, Electronics, Bamboo, Newtouch, Wonders Group 등 현지 중
소기업들 역시 주로 일본 기업시장을 중심으로 응용SW 및 계열사 개발 하청 단계
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벤더별로 Neusoft, Hisoft와 SinoCom이 상위 3위를 차
지하고 있다.44)
한편 기술성숙도를 나타내는 CMM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2006년 시장점유율 상위 10대 기업 중 뉴소프트(Neusoft)가

42) IT 서비스기업으로는 IBM과 HP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Digital China는 매년
28%씩 성장하여 2006년 2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43) 중국 아웃소싱 최대 기업인 뉴소프트(Neusoft)는 아웃소싱 인력 1,80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기업이 2만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에 비해 1/10의 규모로 다른 중국 기업의 인력규모는 인
도에 비해 턱없이 작은 편이다. 또한 DHC의 인력규모는 1,300명, Sinocom은 1,000명, CS&C
(中軟)는 700명, 기타 기업은 500~600선에 불과하여 아웃소싱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44) 그러나 10위 기업들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21.2%에 불과하여 중국 IT아웃소싱 시장의 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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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중국의 SW 아웃소싱 및 IT서비스업 시장 점유율

자료: INFIDES Research & Consulting(2006. 9)에서 재인용.

2002년 12월에 SEI-CMM(소프트웨어 기능의 성숙도 모델) 평가에서 CMM5 인증
(부문급)에 통과하여 최초로 CMM5급 인증에 통과된 중국 SW기업이 되었으며, 그
후로 CMM 인증획득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7년 현재 중국의 CMM5 획득
건수는 25건에 달하고 있다. 2005년에 CMM5를 통과한 기업은 뉴소프트(Neusoft),
DHC, HiSoft, 화웨이(Huawei) 상하이연구센터, 신우과기(新宇科技), UFIDA로 6
개 기업이 있으며, 2007년 현재 중국 SW기업의 품질인증 획득수는 급속히 증가하
여 CMM5 통과기업이 25개, CMM4 16개, CMM3 316개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에 CMM5 인증 75건을 확보하고, 내부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을 위해 PCMM(people capability Maturity Model), MBNQA(Malco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 CFPM(Cross Functional Process Mapping), BSC
(Balanced Score Card), ISO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인도와 CMM5 통과건수가
56개에 달하는 미국 등 선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기업은 아직 기술역량 제
고가 필요한 상태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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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0. 주요 국가별 CMM Level 획득 현황
(단위: 건)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소계

미국

132

161

192

7

56

548

중국

13

67

316

16

25

437

인도

6

6

98

7

75

192

자료: CMU(2008), ｢국가별 CMM Level

획득표｣.46)

4)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고부가가치로의 진출영역 확대와 시장다변화
현재 IBM, 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현지 R&D센터 및 IT아웃소싱센터
등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중국 IT서비스기업
의 기술역량 제고에 매우 좋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현
재 중국 IT서비스 기업들의 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시스템구축이 50.3%(2,572 M
US달러), 시스템유지보수 22.5%(1,153M US달러), IT Planning 15.1%(774M US
달러), 교육 8.6%(440M US달러), 시스템운영 3.5%(176M US달러) 순으로 인도
등 IT서비스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기술성숙도가 낮은 저부가가치
분야에 집중(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IT서비스 기업은 자체 기술역
량을 확보하여 기존 BPO 및 단순 하청개발 시장에서 EO(engineering outsourcing) 등 생산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전문지식과
선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 확대 측면에서 보면, 중국 상위 10대 IT서비스기업 대부분(6개)이 일
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진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비단 기
업의 매출액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의 전문지식

4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c), p. 64 참고.
46) 2008년도 현재 한국의 CMM5 획득 건수는 SDS, LGCNS, Posdata 등을 중심으로 6건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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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범사례 경험이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IT서비스
수주시장에서 일본이 전체 시장의 59.2%를 차지하여 중국 최대의 아웃소싱 발주
국가이며, 유럽과 미국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은 10.9%의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5) 중국 정부의 정책
중국 정부는 오프쇼어 아웃소싱 및 IT서비스를 차세대 성장 분야로 삼아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IT서비스 진흥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과 ‘SW기업 인정표준 및
관리방법’에 따라 SW제품의 품질 향상과 SW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자금 융
자와 세금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대련, 상해 등 주요 거점 지역에 SW Park 설립을 추진하고
글로벌 아웃소싱기지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SW시장 및 오프쇼어 아웃소싱
시장의 성장으로 중국의 기술집적 단지들은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의 SW Park에는 Oracle, TCS, Iona, Siemens,
IBM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중국 IT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인 Neusoft, Dayang
Technology, China UnionPay, Hanwang 등도 입주해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집적단지로서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련 SW Park의 경우, 2008년 현재 입주기업 800여 개사 글로벌기업이 300여
개사이고, 이 중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43개사이다. 이 지역은 일본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IT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으며, Shenzhen 하이테
크 산업단지는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면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
공하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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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적 시사점
IT서비스 분야는 중국과 한국 모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큰 분야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국내 SW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내 시장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
여 중소기업의 자생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시 계약주체간의 불명확
한 요구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존 제안요청서를 선진화하며, SW사업의 대가기
준을 현실화하는 등 국내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명
확한 제안요청 및 투명한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 정착을 위한 기존의 제안요청서
(RFP) 및 SW 기능성 평가기준 개정은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상생적 성장의 토대
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고급인력 양성과 해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SW분
야는 산업의 특성상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최근 국내 IT
분야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의 경우, 2004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서비스기업의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즉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R&D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고급인재 양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인도와의 CEPA 추진으로 향후 보다 경쟁력 있는 값싼 SW 전문인
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인력 유입은 국내 SW인력에
자극제가 되어 경쟁유발 효과와 시급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47) 2006년부터 중국 상무부는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 내 10개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아웃소싱 도
시를 선정하여 100개의 다국적 기업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개의 중대형 서비스 업
체를 양성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5년의 4배 수준으로 증가시
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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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저가 초급인력 유입으로 인한 국내 SW인력시장 교란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전문인력의 자격검증 체제를 마련하여 국내 인력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해외 고급 기술의 국내 유입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와 더불어 국내 인력양성의 방향은 과거 ‘대량인력 양산정책’에서 ‘아키텍트급 고
급인력 양산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학부) 정규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R&D 역량을 갖춘 석ㆍ박사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
분야 지원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대표적인 융합SW분야는 임베디드SW다. 임베디드SW는 산업 및 군사용 제어
기기, 디지털정보가전기기, 자동센서장비 등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
기 위한 핵심 SW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휴대폰, TV, 세탁기, 기차, 비
행기, 엘리베이터 등의 제품 안에 탑재되어 HW제어, 통신, 멀티미디어 처리 등을
수행하는 기기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뜻한다.48) 임베디드SW의 대표적인 사례인 휴

48) 임베디드SW 가치사슬 활동에 따라 임베디드SW기업들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SoC 또는 임베디드시스템에 탑재되는 OS, 응용SW 및 SW개발도구를 공급하는 임베디드SW
개발기업, 둘째, 임베디드SW를 모듈에 탑재하여 HW와 SW솔루션을 완비한 형태로 임베디드
시스템 제조사에 공급하는 임베디드 모듈기업, 셋째, 임베디드SW와 임베디드 모듈 등을 개발ᆞ
공급받아 임베디드 시스템(완제품)을 생산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업으로 구분된다. 협의적으로는
임베디드SW 개발기업만을 임베디드SW 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임베디드SW 특성상 임베디드
SW 모듈기업, 임베디드 시스템 기업들도 임베디드SW 개발활동을 겸업하고 있고 임베디드SW가
임베디드 시스템 형태로 각 산업에 활용되므로 임베디드 시스템 영역까지 임베디드SW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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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의 경우, 개발된 지 1년도 안된 햅틱, 스크린확대 등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외
면당하는 등 신기술의 출현이 빈번하고 PMP, 내비게이션 등 모바일기기는 물론
차량, 조선, 항공기 등 새로운 하드웨어분야와 융합되어 신규 분야가 급속하게 확
대되고 있어 기술기회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임베디드SW 혁신은 임베디드SW 개
발사, 모듈기업, 시스템기업들 간의 개방형 혁신을 따르며 이러한 혁신 형태에 의
해 지식은 복합ㆍ융합지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특정 HW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특
성에 따라 SW뿐만 아니라 HW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 즉 해당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업간 협업으로 축적된 노하우는 높은 기술 전
유성을 가진다. 또한, 제품의 첨단화ㆍ고도화 추세에 따라 요구되는 SW스펙은 더
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지식의 지속적인 체화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
능하기 때문에 기술 누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임베디드SW의 기술적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49) 기기제어, 경량화, 저전력화,
멀티미디어 지원 등을 위해 HW에 최적화되어 개발되므로 일반 패키지SW에 비해
하드웨어 기기의 의존성이 높고 실시간성, 오동작 방지 등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용SW와는 달리 해당 산
업별로 임베디드SW 전문기업이 존재한다. 적용범위는 휴대폰, TV와 같은 휴대단
말ㆍ정보가전에서부터 자동차, 항공기, 산업용장비, 선박 등 전통 제조산업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적용50)되고 있기 때문에 융합SW로 분류된다. 기술의 전유성은 임
베디드SW개발사가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블랙박스화하고, 단위 모듈의 통합을 통
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묶여 있어 최종 하드웨어의 기능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비즈니스 유형별로는 원
간주된다.
49) 목표기능제어(mission critical), 실시간성(real time), 재가동불가 등 범용성 SW와는 다른 기
술적 난이도가 존재한다.
50) 제품개발원가 대비 SW비중(2006년, VDC): 자동차(52.4%), 국방ᆞ항공(51.4%), 의료장비(4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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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술에 대한 대가인 라이선스ㆍ로열티, 개발용역에 따른 용역대가, 컨설팅ㆍ유지
보수ㆍ각종 기술지원서비스에 따른 서비스대가, 임베디드 모듈, 시스템의 조립ㆍ생
산에 따른 판매대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특화된 지식을 보유
한 SW전문기업은 해당 솔루션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 매출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후발기업은 용역사
업을 통한 비연속적 매출을 올린다. 한편, 최근 제품이 고도화되고 탑재되는 SW양
이 급증함에 따라 제품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 관리, SW개
발, 테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지원서비스 형태의 새로운 임베디드SW 사업
방식이 출현하고 있어 서비스 매출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구
조 측면에서는 OS, 개발툴의 경우 후발기업과 선도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크며, 이
미 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장악한 선도 기업들의 시장지위는 매우 안정적이다. 다
만, 임베디드SW 특성상, 제조사의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새로운 적용
분야의 창출이 지속되고 있어 후발주자의 추격기회는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 표준
의 측면에서 보면, OS의 경우 심비안(노키아), WinCE(MS), Linux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휴대폰 표준은 OHA, LIMO, 안드로이드 등이 주도하고 있고, 국
내는 WIPI(ETRI)가 보급되어 있다. 시장구조면에서는 미국(28%), 유럽(23%), 일
본(18%)이 전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 중심으로 후발국과
의 격차가 매우 크다.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1) 제조업 생산 역량제고와 급성장하는 시장
중국 임베디드SW 시장은 2006년 1461.6억 RMB, 2007년 1803.6억 RMB로 매
년 30% 정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응용SW개발이 94.5%, OS개발 3.4%,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581

개발도구 1.9%, 기타 0.2%로 응용SW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응용SW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통신(35.2%)과 가전기기(28.6%)가 주요 시장이며 금
융(6.9%), 교통(5.7%), 산업장비(5.1%) 등 순서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51)
표 11-11. 중국 임베디드SW 시장규모 및 성장률(2004~07년도)
연도

2004

2005

2006

2007

전세계 산업규모(100 billion$)

2289.2

2642.1

3056.9

-

중국 임베디드산업규모(Billion)

75.12

106.14

146.16

180.36

중국 임베디드SW 산업 성장률(%)

-

41.3

37.7

23.4

중국 임베디드SW 의 세계시장 비중(%)

4.1

5

6

-

자료: CCID Consulting(2007, 2008. 1).

중국 임베디드SW산업은 전체 중국 SW시장에서 약 2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임베디드SW시장에서의 비중은 6%(2006, CCID)에 불과하여 아직은 미
비한 상태이나, 최근 중국이 세계 제조공장으로 발전하면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그림 11-8. 조선 수주잔량 점유율 추이 그림 11-9. 중국 핸드폰 생산 및 수출량
(2000~05년)
(단위: %)

자료: 중국전자보.

51) CCID(2006, 2007, 2008),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In China.
5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c),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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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0. 중국 자동차 연간 생산량
(단위: 대)

자료: 중국 관영 신화통신.

노트북, 자동차 등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임베디드SW산업은 제조업과
함께 급속한 동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된다.53)
2007년 상반기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은 2억 6,300만 대, 디지털카메라 생산량
은 2,795만 대에 달해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29%, 6.8% 증가했다. 이런 제조업
의 발전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업의 급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2011년에 중국 임베디드SW 산업규모는 전체 SW산업 수입의 27%를 차지하는
3,34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DC 2009).
2) 낮은 기술능력과 제조 지향적 시장구조
현재 중국 임베디드SW분야에는 MS, IBM, Symbian, Sybase 등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여 시장 표준과 주요 산업 분야의 OS, Database, 개발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53) 중국에서는 최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이 두드러졌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분
야가 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휴대전화, 디지털 가전, 디지털 제어 공업기
계,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신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그 매출액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매출총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JISA 2005.1, 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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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토착기업은 임베디드 응용SW의 일부 R&D분
야에서 제품가치향상, 수직합병 및 제품군합병 등의 목적으로 M&A 등을 통한 기
술추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도국과의 커다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11]은 임베디드SW가 탑재된 하드웨어제품이 출하된 후 발생한 불량률인
데, 전체 156개 기업 중 중국(약 30여개)이 타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제품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Mission-Critical한 임베디드SW의 특성상 매우 심
각한 수준의 오류로 경쟁국과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1-11. 임베디드SW 가 탑재된 제품 출하후 불량률(불합격건수) 비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8b).

최근의 추세는 제품분석, 기획, 디자인, 실행, 테스팅 등 가치사슬 중에서 제품
실행단계의 일련의 작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SW지식을 활용하여 각 산업별
로 최적화된 R&D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TATA Elxsi, HCL Technology
등 선도 임베디드SW기업은 응용SW 개발영역을 넘어 인력과 인프라, 방법론, 컨
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ㆍ건설ㆍ전기
ㆍ전자ㆍ항공우주 등 각 산업별로 기존에 존재하던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
SW기술이 접목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임베디드SW 영역이 블루오션으로 등
장하고 있다.54) 그러나 중국 임베디드SW 기업은 현재 제품에 내장되는 부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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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을 생산하는 ‘제조 지향적’ 산업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제품생산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아키텍처 설계, SW개발, 프로세스 관리, 테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
술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기반’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표 11-12] 중국 현지 주요 임베디드SW 기업의 현황인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
이 주로 하드웨어 기능구현단계의 단순한 코딩ㆍ하청개발과 같은 낮은 수준의 용
역을 수행하는 ‘수동적 참여자’로서 제품의 기능설계와 같은 핵심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 전자산업은 현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 경쟁력이 심하고,
표 11-12. 주요 분야별 중국 임베디드 응용SW 개발기업
분야

디지털 가전

의료기기

교통
에너지
운송, 운수

주요 현지 기업

비고
2005년 Palm Source 인수, Linux OS 보급
ACCESS
핸드폰, 셋톱박스, 자동차부품, 게임기 등
FMSoft
핸드폰, PMP, PDA, 셋톱박스, 의료기기 등
iPanel Technologies
TV, DVD, 핸드폰 등
Hisence
TV 등 가전, 핸드폰 등
Neusoft Digital Medical 의료영상, 3D 물리형상 등 분야
Shenzhen Mindray
의료영상기기
FAW Qingming
차량용 GPS
Hangsheng
차량용 전자기기,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
Careland
휴대용 GPS, 내비게이션 SW, 전자지도 등
Xuji Software
Power Grid Scheduling, 전기자동공급 기기
Visiontech
운송, 도소매 물류

자료: CCID(2006, 2007, 2008),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In China.

54) 이러한 추세가 임베디드SW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고객사 중심의 수직적 통합 관계,
즉 하청개발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임베디드SW 기업이 해당 도메인의 전문지식과 SW기술을 접
목하여 제품의 핵심부분을 직접 연구개발하게 되면서 고객사와 상호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산업별로 제품에 대한 시장요구가 갈수록 다기능화ᆞ첨단화되고 결국 고객사 내부역
량으로는 더 이상 인하우스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며, 이는 오히려 임베디드 SW기업에
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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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SW가 전체 디바이스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외주 전
문 서비스기업을 통하기보다 자체 연구개발(in-house R&D)을 선호하고 있다. 결
국 이는 임베디드SW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분할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 무엇보다 기업간 협업을 통한 혁신창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된다. 실
제로 중국 임베디드SW 최대기업인 Huawei, ZTE, Haier 등은 모두 자체 임베디
드SW 개발방식에 의존하고 있다.55)
[그림 11-12]는 중국 임베디드SW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신과 가전제
품 시장이 가장 크고, 대부분은 임베디드 응용SW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1-12. 2007년 중국 임베디드SW 시장구조

자료: CCID(2008),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In China.

다. 정책적 시사점
중국 임베디드SW분야는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여 아직은 상당한 기술격차가 있
지만, 특히 우리가 그간 일본 등 선진국을 성공적으로 추격해 온 자동차, 휴대폰,
55) 일본은 ‘1984년부터 TRON’(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을 개발하고, 자국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전체 가전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달성하였으나, 중국은 아직 이러한 시
장 표준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세부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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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임베디드SW의 주요 전략 분야에서 최근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어, 자국시장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매우 빠른 속도로 국내
산업을 추격해 올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 임베디드SW는 핵심 기술부재로 대부분 외산 SW를 사용56)하고 있
다. 특히 mission-critical한 제품에 접목하거나 HW가 외산일 경우, 국산 임베디드
SW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57) 현재 국내 임베디드SW기업은 대
부분 제조사 종속적인 용역개발에 의존하여 수익성58)이 낮고, 수요기업과 파트너
십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SW품질역량 측면에서 임베디드SW는 특성상 高안정
성이 요구되나 국내 SW 개발절차의 底신뢰성으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59) 정책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특히 舊정통부 당시 임베디드SW 정책
의 범위가 IT기기에 한정되어,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全산업과의 융합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식경제부 출범 후에도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
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제조업 도메인별 구체적인 융합산업으로의
발전모델이나 대책이 없었으며, 임베디드SW 발전을 위한 분야별 임계치를 넘는
전략적 투자가 부재했다. 따라서 그간의 제조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지속하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베디드SW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이
며 근본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임베디드SW 산업을 제품에 내장되는 부품 또는 부속물을 생산하는
‘제조 지향적’ 산업이 아닌 제품생산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아키텍처 설계, SW개

56) 전략산업 임베디드SW 국산화비율(%, ETRI 추정): 자동차(4), 조선(3), 항공(1), 의료(8) 등.
57) 임베디드SW 관련기업 500여개 가운데 100인 이하(77%), 매출 100억원 이하(70%)가 대부분
이며 10대 임베디드SW 전문기업 영업이익률(%): 국내 1.6%(07년), 해외 10.1%(’06년).
58) 임베디드SW 개발방식: 제조사 자체개발 87.5%, 외주용역 10.5%, 로열티 구매 2%.
59)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의 수요기업들은 장애 발생시 책임문제를 들어 국제 품질인증(자동차
ISO, 항공 RTCA, 조선 SIL)을 확보한 외산 SW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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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프로세스 관리, 테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른바 ‘서비스 기반’ 산업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임베디드SW 산업
도 더 이상 기기에 내장되는 SW개발만이 아닌 해당 제품의 기획, 설계, 프로세스
관리, 테스팅 등 산업별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적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임베디드SW 산업은 산업간 융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창출된 신생 분야이
며, 특히 고급 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량+IT, 조선+IT 등 산업별로 특화된 SW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임베디드SW 인력양성정책의 일환으로 임베디드SW Skill
표준(ETSS, Embedded Technology Skill Standards)의 개량 및 보급을 전개하고
있다. 이 표준은 임베디드 SW 개발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인재의 유효활용
실현을 위한 각종 지표, 체계를 규정한 것이며,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기 위해 Skill 표준, 관련 직종을 정리하기 위한 Career 기준, 교육 커리
큘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60)
셋째, 정부는 산업간 융ㆍ복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선도적 국책
사업을 추진하여 통신 및 가전기기 등 기존 IT산업을 넘어서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비IT산업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
금까지 비IT산업에서 임베디드SW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임베디
드SW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대부분 인하우스 개발로 SW기업들에게는 공
략 대상의 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제조업에서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는 전자부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SW에 대한 수요
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IT영역은 임베디드SW의 미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수십년 동안 체
6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b).

588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화된 도메인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베디드SW 기술을 접목
시킨다면 전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임베디드SW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SW 기업은 단순한 코딩ㆍ하청개발과 같은 낮은 수준의 용
역을 수행하는 ‘수동적 참여자’에서 제품의 기능설계와 같은 핵심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 파트너’로서 기술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펌웨어 등과
같이 단순한 SW개발 및 하청용역 방식이 아닌 자체적인 R&D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기능을 고안ㆍ개발하여 고객사에게 선제안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독자기술로 개발ㆍ수행함으로써 고객사와의 관계를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닌 기능
적 협력모델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자적인 제품설계, 연구개발 등
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베디드SW 기업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
며 라이선스ㆍ로열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라이선스ㆍ로열티
시장의 87%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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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최근 몇 년간 중국 도소매 유통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GDP 기여도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현재 중국 유통시장은 고속성장기로 진입하였으며, 생산과 소
비를 이끄는 중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잠시 주
춤해지긴 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
작하면서 최근에는 소비자 심리지수(CSI)도 개선되는 등 유통시장이 빠른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유통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라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4
년말 중국 정부가 유통분야의 외상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로컬 업체와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홍리서치는 격변하고 있는 중국 유통업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하여 한
ㆍ중 양국간 협력 가능성 모색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중국 유통업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유통업 개
황, 도소매업 현황, 가전ㆍ자동차ㆍ식품ㆍ농산품ㆍ의류 등 품목별 유통현황 그리
고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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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유통업이란 상품유통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산업분야이다. 중국에서의 유통업은
협의로는 도소매업을 지칭하나, 광의의 유통업은 직, 간접적으로 상품유통에 관계
되는 물류업, 창고업, 포장업 등을 포괄한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유통업의 핵
심부분인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사회소비품 판매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의 수요 감소로 그동안 중
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이 격감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관련 경기 지표도 빠르게 호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전국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5조 8,711억 위안에 달해 15.0%에 달하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
다. 그중 농촌지역은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지원정책에 힘입어 소비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1조 8,878억 위안을 기록해 도시 소비품 판매액(3조
9,833억 위안) 증가율(14.4%)을 초과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18.1%) ▷의류(18.0%) ▷화장품(17.2%) ▷금은보석
(15.4%) ▷일용품(14.0%) ▷식품(12.6%) 매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품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판매액이 4조 9,406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품 판매액의 84.2%를 차지했다. 이외에 호텔, 요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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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품 판매액은 동기대비 18.1% 증가한 8,514억 위안에 달했으며 기타 업종의
소비품 판매액은 동기대비 3.0% 증가한 791억 위안에 그쳤다.
그림 12-1. 2009년 상반기 사회소비품 매출구조

자료: 국가통계국.

2) 도소매 유통업
도소매 유통업은 중국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
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중국 유통시장은 연평균 12%를 상회하는
고속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2008년 후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여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2008년 중국 유통업 규모는 9조 1,19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5%나 증가
하였으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3%를 기록하였다. 또 2009년 상반
기 역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4조 9,406억 위안에 달해 금융위기의 영향에
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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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상반기 중국 유통업 규모 추이(2005~09년)
(단위: 억 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3) 경쟁구도 및 지역별 현황
가) 로컬 유통업체 vs. 글로벌 유통업체 경쟁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도 성장이 다소 둔
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앞
다투어 할인, 저가공세를 펼쳤고 그 결과 판매액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중소 유통업체들은 경영
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9년 초 중국 체인경영협회(中國連鎖經營協會)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
비심리 위축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다수 유통업체들이 자금
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유통업계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글로벌
해외 유통업체와 로컬기업 간의 대결로 압축될 수 있다. 중국 체인경영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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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표한 100대 유통업체 중 중국 본토 유통업체가 8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
했으며 외국계 유통업체는 17개사에 그쳤다. 또한 17개 외국계 유통업체 중 대형
할인점이 11개를 차지했으며, 한국계 기업으로는 69위를 차지한 이마트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1. 중국 100대 유통업체 중 외국계기업 현황(2008년)
(단위: 만 위안, 개)

순번 순위

업체명

국가및지역

업종

판매액

매장수

홍콩

대형할인점

6,380,000

2698

1

4

CR Vanguard
(华润万家)

2

6

까르푸

프랑스

대형할인점

3,381,912

134

3

7

다룬파(大润发)

대만

대형할인점

3,356,700

101

4

9

월마트

미국

대형할인점

2,782,197

123

5

18

Trust-Mart

대만

대형할인점

1,640,000

104

6

19

신세계(新世界)

홍콩

백화점

1,480,000

35

7

23

테스코

영국

대형할인점

1,350,000

61

8

24

메트로

독일

대형할인점

1,264,631

38

9

27

LOTUS

태국

대형할인점

1,300,000

76

10

29

Parkson

말레이시아

백화점

1,069,110

40

11

42

AUCHAN

프랑스

대형할인점

815,200

31

12

46

B&Q

영국

주거용품체인점

700,000

67

13

57

AEON

일본

백화점

464,236

18

14

63

PARKN

홍콩

대형할인점

396,001

43

15

69

이마트

한국

대형할인점

320,000

18

16

75

ITO YOKADO

일본

백화점

285,000

8

17

78

IKEA

스웨덴

조립가구체인점

270,000

6

27,254,987

3,599

합

계

주: 순위는 ｢2008년 100대 유통업체｣ 중 순위를 말함.
자료: 체인경영협회.

한편 홍콩계 대형 할인점인 CR Vanguard(华润万家)가 4위를 차지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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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國美), SUNING(蘇寧), 화렌(華聯), 다상 그룹(大商集團) 등 토종기업들이
상위 5위를 독식했으며, 까르푸와 월마트는 각각 6위와 9위에 그쳤다. 특히 가전제
품 유통분야에서는 GOME, SUNING 등 로컬업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들 로컬 토종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통시장에서의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업체들의 수성전략에 대한 글로벌 해외기업들의 반격도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유통업체들은 점포확대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2009년 5월 현재 월마트의 중국내 점포 수는 총 146개로
집계), 최근에는 과당경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대도시에서 창사(长沙), 우한(武汉), 칭다오(青岛) 등의 2, 3선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는 작년 한 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쓰촨
(四川)성 러산(樂山), 광둥(廣東)성 스스(石獅) 등의 2, 3선 도시에 잇달아 신규매장
을 개장하였다.
한편 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유통업체 간
인수ㆍ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연쇄경영협회가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중소형 가전제품 유통업체들과 대형 업체들 간의 인수 합병 사례가 특
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00대 가전제품 유통체인업체 중 절반 정도가 이미
인수 합병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지역별 현황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 연해지역의 유통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면서
중서부 지역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동부
지역의 도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21.4%에 그친 반면, 중부와 서부 지역은 각각
23.1%와 22.3%를 기록하여 동부지역의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601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2007년의 58.6%에서 2008년에는 58.3%
로 0.3%p 하락한 반면, 중부와 서부는 각각 2007년의 24.3%와 17.1%에서 24.5%
와 17.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중서부 지역의 부상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현황과는 별도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국화 전략’도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
른바 ‘지역 유통업체’들이 전국적 유통업체로 부상하기 위한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후난(湖南)성에서 슈퍼마켓, 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가오(步步高, 2008년 판매액 약 52억 135만 위안)는 2005년부터 장시(江西)성
진출을 시도, 현재 장시성에 10여개의 점포를 설립, 운영 중이다.
4) 유통업계 신규 트렌드
우선 업태에 따라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급 사치품소비가 급격히 줄
어들면서 백화점 매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일반 서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슈
퍼마켓, 편의점 등의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중국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이 저비용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취급상품에 따라 살펴보면, 올 들어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일부 수출형
상품들이 내수 판매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통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
다. 이 때문에 최근 베이징에서는 수출 재고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슈수이제
(秀水街)시장, 훙차오(红桥)시장, 뉘런제(女人街)시장, 야슈(雅秀)시장, 라이타이화
후이(莱态花卉)시장 등 시장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셋째,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내수부양
책인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에 따라 농민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가
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농촌 가전제품 시장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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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中國商報 2월 16일자 보도). 따라서
중국 2대 가전제품 체인점인 GOME(国美)와 SUNING(苏宁)도 농촌시장 진출 전
략을 잇달아 발표하며 적극적인 시장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초, GOME는 ‘가전제품하향추진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고 물류망이 어느 정도 구
축된 농촌 지역에서는 직영점을 발전시키고, 좀 더 편벽한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SUNING도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가전
제품 체인점을 1,000개 현(縣)급 도시로 확대 건설할 예정이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산업
체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자금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진 중견업체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롯데마트는 12.8억
위안에 네덜란드계 대형 할인점 Makro를 인수한 데 이어 2009년에는 현지 대형
마트 ‘타임스’ 인수에 나서며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박종두 대
표는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 내 중국 롯데마트 매장을 100개로 늘리
고 10년 후에는 200개 내지는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외국계 유통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으로 불리던 상무부 심사비준 권
한의 하급 기관 이관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의 시장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
울러 자금력, 브랜드력을 앞세운 외국계 유통업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매장 확
대에 주력하며 적극적인 시장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1) 유통 주무부서 설치
상무부는 유통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로 산하에 ‘상무서비스
과(商贸服务司)’를 별도로 설치하여 유통체계 개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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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체인경영협회(连锁经营协会), 중국 백화점업협회(百货商业协会)
등의 민간 단체가 있으며 주로 정부와 업계 간의 정책 조율, 교육, 연구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체인경영협회는 회원사 수나 영향력
등에서 백화점업협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이다.
표 12-2. 중국 유통업체 관리, 감독 기구 현황
성격

명칭

행정부

상무부

주요 기능

홈페이지

유통업, 요식업, 호텔업 관리, 유통체계
http://www.mofcom.gov.cn
개선과 체인경영, 물류배송 등 정책 수립

1997년 설립, 체인점 업계 유일한 민간
체인경영협회 단체임. 현재 회원사 수는 800개(로컬업
체, 글로벌 업체, 프랜차이즈업체, 공급업
(CCFA)
민간협회
체 포함)
1990년 설립,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
백화점업협회
위원회(SASAC), 상무부의 감독을 받는
(CCAGM)
민간단체임.

http://www.ccfa.org.cn

http://www.ccagm.org.cn

자료: 각종 자료 종합, 건홍리서치 정리.

2) 관련 법제 현황
중국은 유통시장 가격, 안전, 공정경쟁, 투자 및 대외개방 등 유통 전반에 대하
여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유통관련 법규로는 ｢경제계약
법(经济合同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
权益保护法)｣, ｢경매법(拍卖法)｣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수십여 개의 관련법규들
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포된 유통 관련 법률,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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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최근 3년간 공포된 유통관련 법규 현황
발표
부처

발표
일자

실시
일자

주요 내용

상무부

200804-16

200804-30

유통업체에 대한 등급제도를 통해 유
통시장의 질서 확립

상무부

200704-30

200705-01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 마련 및 관련 업체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한 관련 정보 확보

온라인 거래 지도의견(잠정)
(关于网上交易指导意见)
(暂行)

상무부

200703-06

200703-06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조례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상무부

200702-06

200705-01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 공개 의무화

유통시장 식품안전
관리방법
(流通领域食品安全管理办法)

상무부

200701-09

200705-01

식품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 마련 및 업계 관리 강화

유통상, 공급상 공정거래
관리방법
(零售商供应商公平交易管理
办法)

상무부,
발개위,
공안부
등

200610-13

200611-15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거래질서
확립

법률법규명칭
유통업체 등급분류 업무에
관한 통지
(全面开展零售企业分等定级
工作的通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
방법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
办法)

자료: 상무부.

3) 관련 정책 현황

가) 정부 지원정책
중국정부는 유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500억 위안 규모
의 대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산품 체인 경영 시범정책, 농촌 벽지 소매점 개
설 프로젝트인 ‘만촌천향(萬村千乡)’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
극적인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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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① 2009년 6월 8일, 상무부와 재정부는 ｢농산품 유통시장 건설 촉진 및
‘100-100프로젝트(雙百工程)’1) 추진에 관한 통지(商务部、财政部关于加快
农产品流通网络建设推进“双百市场工程”的通知)｣를 발표하였다. 동 통지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요 농산품 생산기지와 판매지역에 대형 도매시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장을 현대화하여 200개소의 대형 도매시장을 확보하고, 400
개 현(縣)급 농산품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② 새로운 소비모델 제시 및 소비촉진을 위해 2009년 3월 16일, 상무부는 ｢상가
건설과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商务部关于加快中国商业街建设与发展的指导
意见)｣을 발표하였다.
③ 2009년 2월 5일 상무부와 재정부는 농촌물류체계와 도시 서비스체계 구축
및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시장 활성화 및 소
비촉진에 대한 자금관리 통지(财政部、商务部关于做好支持搞活流通扩大消
费有关资金管理的通知)｣를 발표하였다.
④ 이에 앞서 2008년 12월 30일 국무원은 ｢유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대
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搞活流通扩大消费的意见)｣을 발표한 바 있다.
⑤ 2008년 3월 10일 상무부는 ｢중국 유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지도의견(商务部
关于加快中国流通领域现代物流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농수산물 유
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대외개방 정책
중국은 90년대 초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까르푸가 중국
1) ‘100-100프로젝트’란 농촌지역에 대형 유통업체 100곳과 대형 도매시장 100곳을 설립하는 프로
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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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할 당시 외자기업 지분 한도는 65%였으나, 그후 WTO 가입과 더불어 유
통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계 유통업체의 점포 수,
지분 비율, 진출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등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로컬기
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1) 백화점업계 현황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더불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 온 중국
백화점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치품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백화점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발
한 2008년 10월 백화점 판매액 증가율은 8.2%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17.4%p 하
락했다.
이에 백화점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 불황으로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명절이나 휴가 때는 물론 평일에도 파격적인 할인, 경품증정,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유지되었으나 이익은 크게 감소되
었다. 2009년 상반기 약 90%에 달하는 상장 백화점들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중 백화점업계 1위 업체인 다상그룹(大商集团)의 올 상반기 실적보고
에 따르면 매출액은 소폭 상승한 반면 순익은 73%나 하락해 최근 10년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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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형 백화점들은 매장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내수부양책이 효과를 내
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매장 확
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도시 유통시장에서 눈
을 돌려 성장 잠재력이 다대한 2, 3선 도시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다상그룹은 올해 정저우(郑州), 옌지(延吉) 등지에 백화점을 새로 설립했으
며 왕푸징(王府井)백화점은 올해 쿤밍(昆明), 타이위안(太原), 란저우(兰州) 등지에
표 12-4. 주요 백화점 매장 확장계획(2009년~)
구분
다상그룹
(大商集团)
허페이바이훠다러우그룹
(合肥百货大楼集团)
산둥INZONE
(山东银座)
신세계백화
(新世界百货)
원펑대세계
(文峰大世界)
왕푸징백화
(王府井百货)
RAINBOW
(天虹商场)
INTIME
(银泰百货)
ITOYOKADO
(华堂商场)
태평양백화
(太平洋百货)
모우예백화
(茂业百货)
자료: linkshop(联商网).

2009년 및 향후 매장 확장계획
2009년에 新玛特 쇼핑몰 정저우(郑州)점, 千盛백화 옌지(延吉)점 신
규 오픈
페이시(肥西), 요우하이(瑶海) 쇼핑몰 설립 예정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창저우(沧州), 한단(邯郸)

2009년 1월 타이저우(台州) 신세계백화점 오픈, 2010년 신세계백화
정저우(郑州)점, 선양(沈阳)점 오픈 예정
2009년 말 우시(无锡), 상하이 2호점 오픈 예정
2009년 쿤밍(昆明), 타이위안(太原), 란저우(兰州)에 오픈
2009년 4월 베이징, 쑤저우(苏州)에 오픈
2009년 4월 항저우(杭州), 이우(义乌) 등 기존 진출도시에 신규 매
장 추가 오픈
청두(成都)에 3개 매장 추가 오픈, 충칭(重庆), 시안(西安) 진출 예정
청두, 베이징에 2호점 오픈 예정

2009년 선양, 창저우(常州)에 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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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신규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1월에 타이저우(台州)점을 오픈했으며
향후 매년 2~3개의 신규 매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 매장을 오픈하여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한편 인수합병을 통해 타
지역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 중순 충칭백화(重庆百货)는 주당
22.03위안의 가격으로 신세기백화(新世纪百货)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서를 발
표했으며, 광둥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모우예(茂业)백화점은 지난
해 8월과 12월에 각각 진두(金都)쇼핑몰과 롄양(联洋)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친황다
오(秦皇岛), 타이위안(太原)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백화점업계
의 인수합병은 향후 3~5년간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로컬 백화점 vs. 외국계 백화점 경쟁동향
현재 중국 백화점업계는 안정적인 공급망과 두터운 소비층을 확보한 현지 업체
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업체들이 선진적인 경영, 관리방식을 우위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명품 브랜드 유치에 적극 나서며 고급 백화점 시장진출을 본격
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 종합 포털 사이트인 linkshop(联商网)이 발표한 2008년 백화점 순위
를 살펴보면 중국 본토 유통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외국계 업체로는 홍콩
신세계백화점과 말레이시아 PARKSON 백화점만이 15위권에 진입하여 각각 5위,
1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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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중국 상위 15개 백화점 운영업체 현황(2008년)
(단위: 위안)

순위

1
2
3
4
5
6
7
8
9

업체명
본사
다상그룹
다롄
(大商集团)
(大连)
바이훠다러우그룹 허페이
(百货大楼集团) (合肥)
지난
INZONE
(山东银座)
(济南)
이상그룹
톈진
(一商集团)
(天津)
신세계백화
홍콩
(新世界百货)
(香港)
원펑대세계
난퉁
(文峰大世界)
(南通)
리췬그룹
칭다오
(利群集团)
(青岛)
OUYA 그룹
창춘
欧亚集团
(长春)
우상그룹
우한
(武商集团)
(武汉)

매출액

매장 수

626억*

57

랴오닝성, 산둥성, 쓰촨성, 허난성

194억*

12

허페이, 퉁링(铜陵), 하오저우(毫州) 등
안후이성 주요 도시

187억*

59

산둥성, 허베이성, 허난성

178억*

7

톈진

148억

35

141억*

12

139억*

30

121억

7

창춘, 선양, 퉁화(通化)

6

우한

115억

매장 분포현황

우한(武汉), 선양(沈阳), 베이징, 상하이,
다롄, 충칭(重庆), 난징(南京), 닝보(宁波)
난퉁, 루고우(如皋), 하이먼(海门), 옌청
(盐城)
칭다오, 조우난(胶南), 워이하이(威海),
워이팡(潍坊)

베이징, 청두, 다롄, 상하이, 선양, 시안
(西安), 톈진, 충칭, 하얼빈(哈尔滨), 칭
다오, 난닝
베이징, 광저우, 우한, 청두, 충칭, 난닝,
창사(长沙)
선전, 둥완(东莞), 후이저우(惠州), 샤먼,
푸저우(福州), 난창(南昌), 베이징, 창사,
쑤저우(苏州)

10

PARKSON
(百盛百货)

말레
이시아

107억

40

11

왕푸징백화
(王府井百货)

베이징

102억

17

12

RAINBOW
(天虹商场)

선전
(深圳)

95억

34

바이롄지주
(百联股份)
INTIME
(银泰百货)
베이궈
(北国)

상하이
(上海)
항저우
(杭州)
스자좡
(石家庄)

92억*

17

상하이, 우시(无锡), 닝보

86억

18

항저우, 닝보, 베이징, 우한, 시안, 원저
우(温州)

85*

7

스자좡, 보우딩(保定)

13
14
15

주: *표시는 백화점 매출액 외에 회사가 경영하는 대형 할인점, 편의점 등 기타 영역의 매출액을 포함
한 전체 수치이며, 매장 분포현황은 2008년 말 기준임.
자료: linkshop(联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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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세계백화점과 말레이시아 PARKSON 백화점 외에도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다수의 외국계 백화점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해
외 백화점의 중국 진출현황은 [표 12-6]과 같다.
표 12-6. 중국 진출 주요 외국계 백화점 현황
국가
한국
일본

백화점
롯데
ISETAN
SHIN KONG PLACE
태평양
Marks & Spencer
Maisonmode

대만
영국
홍콩

진출방식
공동 투자
단독 투자
공동 투자
공동 투자
단독 투자
단독 투자

진출도시
베이징, 선양 등지
상하이, 베이징, 톈진
베이징
베이징, 상하이, 다롄, 충칭, 청두 등지
상하이
상하이, 베이징, 창사, 충칭, 톈진 등지

자료: 건홍리서치 정리.

나. 마트
1) 마트업계 현황
2008년 중국 마트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양호한 실
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인경영협회(连锁经营协会)에 따르면 2008년 중
국 마트업계는 총 2억 9,005만 위안에 달하는 판매액을 달성했으며, 그중 대형 할
그림 12-3. 중국 마트업계 채널별 시장점유율 현황(2009년)

자료: 체인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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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점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억 1,290만 위안을 기록해 전체 마트 판매액의
73.4%를 차지했다. 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판매액은 각각 전년대비 11.3%,
12.3% 증가한 7,242만 위안, 473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어 2009년에는 대다수 백화점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
으로 1/4분기 마트업계는 판매액 및 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7%, 5% 증가하는
등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중ㆍ고소득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과는
달리 마트는 식품이나 일용품 같은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
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
되고 있고 내수시장 또한 탄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 마트업계의 더욱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2) 로컬 대형 할인점 vs. 외국계 대형 할인점 경쟁동향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몇 년 전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다그쳐 온
외국계 대형 할인업체들은 최근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지 업체들은 안
정적인 공급망과 물류 우위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체인경영협회가 발표한 2008년 유통업체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본토의 대형 할인
업체로는 바이롄(百联), 다상그룹(大商集团) 등이 10위권에 진입해 각각 3위, 5위를
차지했으며 외국계 대형 할인업체 까르푸, 월마트는 각각 6위, 9위를 차지했다.
한편 백화점업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 속에서도 대형 할인업체들의 매장 확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말 상무부가 유통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심사
비준 권한을 성급 주관 부처로 이관함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매장 설립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매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월마트는 올해 1~9월까지 우한, 선양, 난창 등 도시에 35개 매장을 새로
설립했으며, 그중 1월에만 18개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실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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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10대 유통업체 현황(2008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업체명
GOME
(国美电器)
SUNING
(苏宁电器)
바이롄그룹
(百联集团)
화룬완자
(华润万家)
다상그룹
(大商集团)
까르푸
(Carrefour)
다룬파
(大润发)
WU MART
(物美集团)
월마트
(Wal-Mart)
눙궁상
(农工商超市)

국가

판매액

매장 수

업무영역

중국 본토

1045.94

1,362

가전제품 체인점

중국 본토

1023.42

812

가전제품 체인점

중국 본토

943.29

6,418

롄화(联华), 화롄(华联) 등 대형
할인점

홍콩

638.80

2,733

대형 할인점

중국 본토

625.55

150

백화점, 대형 할인점, 가전제품
체인점 운영

프랑스

338.19

134

대형 할인점

대만

335.67

101

대형 할인점

중국 본토

302

2,010

대형 할인점

미국

278.22

123

대형 할인점

중국 본토

266.75

3,330

대형 할인점

주: 매장 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체인경영협회.

구를 위해 내놓은 토지 사용 우대정책과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한 매장 임차료
등도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2, 3선 도시 진출에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컨
설팅업체인 CB리처드엘리스(CBRE)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할인점 일일 임차료
수준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1~3위안/㎡에 달하나 2, 3선 도시는 ㎡당 1위안에 못
미치고 있어 상당한 가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 3선 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대외개방도가 낮아 금융위기의 영향도 덜 받은 데다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어 최근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장 확장세와 더불어 자금력, 규모를 앞세운 대형 할인업체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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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난에 빠진 중소 유통업체들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할인업계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8. 중국 마트업계 주요 인수 사례(2008년)
일시

인수자

피인수자

내역

2008.01

롯데마트

Markro
(万客隆)

12억 8,000만 위안으로 중국-네덜란드 합자로 설립된
대형 할인매장 Markro 지분 100% 인수

2008.02

화롄마트

바이롄(百联)그룹 산하 화롄(华联)마트는 2,000만 위안
진예(金叶)
에 상하이 충밍현(崇明县) 최대 마트인 진예마트의 지
마트
분 70% 인수

2008.06

화룬마트

화룬(华润)마트는 8억 위안에 시안 아이자마트 지분
아이자(爱家)
100% 를 인수함으로써 서북지역 유통시장 점유율을 크
마트
게 확대함.

2008.07

까르푸

자광(家广) 까르푸는 4,000만 위안에 광저우 자광마트의 지분
마트
25% 를 인수함으로써 보유 지분을 총 55% 로 늘림.

2008.08

WU MART

저장공급판 WU MART는 1억 5,118만 위안에 산하에 87개 대형
매마트(浙江 마트와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저장공급판매마트 지분
供销超市) 54% 를 인수함.

자료: 건홍리서치 정리.

이처럼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매장을 확장하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치열
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 대형 할인점들은 무리한 가격전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시
키기 위해 자체 브랜드로 상표를 등록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동 분야
에서는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로컬 기업에 비해 훨씬 앞서 가고 있다. 까르푸는 현
재 1,000여종에 달하는 까르푸 상표를 단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들 제품이 전체 매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달한다. 월마트의 자체 브랜드 제품 종류도
1,80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5년 내에 중국 월마트 상표 제품의 매출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국 로컬 할인점들의
자체 브랜드 제품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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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제품 중 자체 브랜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3) 외국계 대형 할인점 단독 투자 추세
최근 들어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 할인점들의 단독 투자 추세가 두드러
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시장 진출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여 시장 정착에
성공한 뒤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단독 투자를 추진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월마트는 선전국제신탁투자유한공사(深圳國際信托投資有
限公司)와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자회사를 통해 중국내 모든 경영업무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총 87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본금이 440만
달러에 달하는 월마트호남백화유한공사(沃爾瑪湖南百貨有限公司)를 설립하여 단독
투자회사로 전환되었다. 또한 까르푸도 현재 중국에 20여개사에 달하는 합자회사
를 보유하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동북, 서부지역의 중ㆍ소도시를 중심으로 독
자적인 경영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다. 인터넷 쇼핑
1) 인터넷 쇼핑시장 현황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2)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의 장
점을 갖춘 인터넷 쇼핑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Research(艾瑞咨询)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인터넷 쇼핑 거래규모는 약 1,28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에도 이러한

2)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2억 9,800만 명으
로 전년대비 41.9% 증가하며 세계 최대 인터넷 인구 보유국으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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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상반기에 약 1,035억 위안에 달하는 인터넷 쇼핑 거래액을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 94.8% 증가했다. 한편, 마스터카드 월드와이드(MasterCard
Worldwide)는 최근 발표한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인터
넷 쇼핑시장은 편리성과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호황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무려 1조 4,000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형성해 일본을 제치고 아태지역
1위의 인터넷 쇼핑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 12-4.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 거래규모 추이(2007~09년)
(단위: 억 위안)

자료: iResearch.

이와 같이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회소비품 판매총
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4분기의 1.2%에서 올해 2/4분기에는 1.9%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이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역시 저렴한 가격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백
화점 출입을 자제하고 필요한 물건은 되도록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하려는 소비
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에서 판매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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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중국 인터넷 쇼핑 거래액이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억 위안)

자료: iResearch.

그림 12-6. 월별 CPI 추이(2009년)
(단위: %)

자료: iResearch.

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사회 전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유통채널별 인터넷 쇼핑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 소비자간 거
래(C2C)시장이 952억 9,000만 위안에 달해 전체의 92.1%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
면 기업ㆍ소비자간 거래(B2C)3)시장은 81억 7,000만 위안으로 7.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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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구조(2009년 상반기)
(단위: 억 위안)

자료: iResearch.

그림 12-8. 중국 지역별 인터넷쇼핑시장 점유율 현황(2009년 상반기)

자료: iResearch.

지역별로는 2009년 상반기 광둥성 인터넷 쇼핑 거래규모가 126억 2,000만 위
안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저장성(122.1억 위안,
3) 인터넷 유통채널은 크게 C2C와 B2C로 분류되는데, 그중 B2C는 운영방식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방식과 업체가 자체로 운영하는 직접 판매방식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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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장쑤성(95.2억 위안, 9.2%) 등 순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동부 연해지역이 여전히 주요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반면, 중서부 지역인 쓰촨성, 후베이성의 인터넷 쇼핑시장 점유율은 각각
3.7%, 3.5%에 그쳤다.
2) 인터넷 쇼핑 사업자현황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도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은 타오바오(淘宝)가 압도적인 1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C2C시장에서는 80% 이상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타오바오왕(淘宝网)의 회원 수는 중국 인터넷 사용인구의 약 43%에
달하는 1억 4,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타오바오는 회원사와 소비자를 무료로 연
계해주는 사업모델과 소비자가 제품 수취 및 구입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지급을 보
류해주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 쇼핑의 취약점인 거래비용 사고를 보완하
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2009년 상반기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6~35세가 80% 이상에 달해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
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26~35세가 4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2-9. 타오바오 거래액 및 회원수 추이(2003∼08년)
(단위: 억 위안, 만 명, %)

연도
거래액
증가율
회원수
증가율
자료: 타오바오.

2003
7
30
-

2004
23
217
401
1,237

2005
80
249
1,390
247

2006
169
111
3,000
116

2007
433
156
5,300
77

2008
1,000
131
9,80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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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타오바오 사용자 연령분포 현황(2009년 상반기)

자료: iResearch.

품목별로는 생활용품, 의류, 휴대폰, 화장품, 야외 스포츠용품 등이 인터넷 쇼핑
인기품목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던 보석, 액세서리
등 사치품의 인터넷 쇼핑을 통한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상반
기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품목을 보면 [표 12-10]과 같다.
표 12-10. 타오바오 매출액 10위권 품목(2009년 상반기)
순위

품목

2008년 대비 순위변화

1

생활용품

↑

2

의류

↓

3

휴대폰

↓

4

화장품

↓

5

야외 스포츠용품

→

6

보석/액세서리

↑

7

도서/음반

↑

8

노트북

→

9

소형 가전

→

10

카메라/캠코더

↑

자료: i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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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1) 시장규모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가전제품 판매액은 2005년 4,287억 위안에서 ▷
5,291억 위안(’06년) ▷6,529억 위안(’07년) ▷7,456억 위안(’08년)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가전하향’ 정책이 효과를 발
휘하면서 가전제품 판매액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가전하향정보관리시스템
(全国家电下乡信息管理系统)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전하향’ 제품 판매대수는 약
961만 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162억 위안에 달했으며 정부의 보조금은 약 13억 위
안 지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2) 유통채널 및 유통구조
가전제품 유통채널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전통매장이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가전제품 체인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IT제품 체인점 및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전문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량 및 비중은 가전제
품 체인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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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1. 가전제품 주요 유통채널 비교
가전제품체인점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IT제품체인점

전국적인 유통망
을 확보하고 있으
며 종업원들의 전
문성이 높고 A/S
가 양호

가전제품 체인
점이 진출하지
않은 3, 4선
도시에서 일정한
고객층을 보유
하고 있음.

효율적인 물류
체계와 안정적
인 납품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위
주로 취급하기에 매
장 면적이 상대적으
로 작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운영비가 높아 3,
4선 소도시 체인
점 수는 적으며,
IT, 통신제품 판매
약점 및 에 있어서는 IT
발전추세 체인점에 뒤처짐.

가전제품 판매
액이 전체 판
매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
으며, 현재 대
도시 백화점들
은 가전제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음.

가전제품 판매
에 있어서는 전
문성이 떨어지
며 가전제품 체
인점 대비 가격
경쟁력이 뒤처
짐.

TV, 냉장고 등 비
IT제품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자금력 및 규모상
가전제품 체인점이
나 대형 할인매장
에 비해 훨씬 뒤
처짐.

구분

강점

제조업체 산하
브랜드 전문점
기업 이익을 늘
리고 브랜드 인
지도를 제고하는
데 유리하며 주로
3, 4선 도시에서
발전기회가 있음.
기업 자원을 낭
비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향후 가전제품 체
인점에 의해 점
차 교체될 전망.

그림 12-10. 가전제품 유통구조
가전제품 제조업체

산하 판매회사

브랜드전문점

대리상

체인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온라인매장

온라인채널, 홈쇼핑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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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전제품 체인점
중국 가전제품 체인점시장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 비해 해외 업체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로 현재 GOME와 SUNING 등 로컬 업체들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
다. 글로벌 가전제품 체인점으로는 2006년 미국 Best Buy(百思买)가 상하이에 1
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2008년 9월에 상무부로부터 신규 매장 설립 비준을 받았으
며 일본 대형 가전 유통업체인 Yamada Denki사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선양에
매장 설립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개업할 예정이다. 한편 Best Buy는 2006년
화남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Five Star(五星电器)
를 전격 인수하면서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이나 점포수
면에서 여전히 GOME와 SUNING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GOME와
SUNING의 경우 공급상으로부터 무상으로 제품을 납품 받아 소비자들한테 판매
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Best Buy는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을 구입한 뒤 자체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 매
장 확장이 GOME나 SUNING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가전제품 전문 주간지인 TWICE가 2008년도 판매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중국
50대 가전제품 유통업체 순위’를 살펴보면 Best Buy 산하 Five Star(4위)를 제외
하고 로컬 업체들이 상위 10위를 독식했다. 그중 GOME(国美电器)와 SUNING
(苏宁电器)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로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SUNING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GOME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아울러 지
난 8월에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실적보고에서는 GOME의 판매액이 205억 위안
으로 전년 동기대비 17.7% 하락한 반면 SUNING은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273억 위안을 기록해 처음으로 GOME를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황광위(黃光裕) 전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이후 GOME
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동안 SUNING이 점포수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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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업체들과 독점 대리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공세를 펼친 결
과로 분석된다. 한편 GOME 관계자는 현재 점포수 면에서는 SUNING을 훨씬 초
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양사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GOME와 SUNING에 이어 3위를 기록한 Goodaymart(日日顺电器)도 2만 개
가 넘는 점포수를 바탕으로 100%를 상회하는 고속 성장을 보였다.
표 12-12. 10대 가전제품 체인점 순위(2008년)
(단위: 억 위안)

순위

업체명

’08년 판매액

점포수

1

GOME(国美电器)

1,046

1,362

2

SUNING(苏宁电器)

1,023

812

3

Goodaymart(日日顺电器)

370

23,300

4

Five Star(五星电器)

230

256

5

Hisap(宏图三胞)

225

195

6

Dashang(大商电器)

132

90

7

PYPO(派普科技)

91

650

8

Beiguo(北国电器)

85

18

9

Onezero(美承)

80

500

10

Dixintong(迪信通)

66

1,284

자료: TWICE.

나. 자동차
1) 시장규모
대표적인 사치재인 승용차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중국의 자동차 생
산대수와 판매대수는 각각 52.68만대, 61.05만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3.5%,
7.8% 감소했다. 올해 초, 컨설팅업체인 SINOTRUST(新华信)가 실시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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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약 75%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차량 구입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차량 구입 의사가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25%에 그쳤다.
그림 12-11. 중국 월별 승용차 판매량 추이(2008년)
(단위: 만 대, %)

자료: 중국자동차공업정보망(中国汽车工业信息网).

2) 유통채널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 시 주로 단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4S점(sale, sparepart, service와 survey의 약칭)과 여러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상들이 입점해 있는
자동차거래시장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4S점은 1999년에 최초로 중국에 설
립된 이래 규범화된 관리, 양호한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급속
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중국 자동차시장이 지속적인 호황을
맞이하면서 4S점 투자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4S점은 자동차거래시장에 비해 운영
비가 높고 동일한 차종이라도 가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자동차 판
매, 정비, 부품판매, 보험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도
양호해 주로 고급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거래시장은 다양한 가격대, 여러 브랜드의 신차 외에 중고차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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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어 중저가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
면 현재 중국내 자동차거래시장은 580여개에 달하나 그중 연간 거래액이 20억 위
안을 초과하는 대형 자동차거래시장은 10여개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4S점과 자동차거래시장이 자동차 유통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
운데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신규 판매방식들도 출현하고 있다.
가) 자동차 ‘슈퍼마켓’
자동차 제조업체가 설립한 전문점으로 산하의 모든 차종의 상용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취급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안후이성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인 JAC(江淮)는
2009년 초에 ‘JAC 자동차 슈퍼마켓’을 설립하고 승용차, MPV, SUV, 버스, 트럭
등 모든 차종을 종합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에 다수의 외국계 합자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둥펑(東風) 등 자동차업체의 경우 여러 파트너 간 이익 조정이 어려
워 동 판매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다.

나) 자동차 판매업체 그룹화 경영
대형 자동차판매업체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
우며 그룹화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산하에
수십개 내지는 수백개에 달하는 4S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케팅, 고객관리에서
A/S까지 그룹 차원에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장광후
이(新疆广汇)를 들 수 있으며 동사는 해외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며 인수합병을 타진
해 약 200개에 달하는 4S점을 확보함으로써 한때 업계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다) TV홈쇼핑
최근 들어 자동차 TV홈쇼핑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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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후난 위성 TV 홈쇼핑 채널인
‘happigo’(快乐购)를 통해 1시간 만에 벤츠가 75대 팔리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TV
홈쇼핑이 자동차판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판매방식에 대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는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식품
중국은 지난해 3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이른바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사회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 6월 1일부로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
법｣(食品安全法)을 발효했다. 동 법규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정부가 인가한 식품 첨가제를 제외한 기타 모든
화학제나 첨가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농산품의 경우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식품 관련 불
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중국의 식품 안
전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민대
학 농업부 정펑톈(鄭風田) 교수는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20개의 법률과 190개의 명령 및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새로운 법률 제
정에도 불구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식품 관련 회사들을 제대로 감독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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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규모
최근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주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전체 소비지
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식품 판매액은 4,88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으나 전체 도소매 판매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그림 12-12. 중국 식품판매액 추이(2005~08년)
(단위: 억 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표 12-13. 식품, 음료, 담배, 주류 판매액(2009년 1/4분기)
(단위: 억 위안, %)

구분

판매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식품, 음료, 담배, 주류

1,560.6

12.4

식품

1,070.3

11.8

식량, 식용유

230.4

9.6

계란, 고기류

190.1

9.6

음료

140.3

14.3

담배, 주류

350.0

13.4

자료: 국가통계국.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계란류, 식용유, 유제품 등 식품의 소비자가격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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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상되면서 판매액 상승을 주도했으며 식량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고
기류 판매액은 안정세를 보였다.
2) 유통구조
중국은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으로부터 <식품유통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식품 유통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인 경우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지역별 대리상(도매상 포함)을 거
쳐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소형 식품전문점에 납품하여 소비자들
한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중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식품
판매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13. 중국 식품 유통구조
식품 제조업체
대리상(도매상 포함)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전문점

소비자

3) 담배, 주류업계 지방보호주의
중국은 담배, 주류 등 주요 세수원이 되는 업종에서 지역 간에 폐쇄적인 시장보호
주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세수 및 고용을 증대하여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자기 지역 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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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쌓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 유통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보호주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타 지역 상품의
시장진입 규제 등 직접적인 수단에 의존하던 데로부터 최근에는 기술표준, 인증제
도, 위생검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외지기업이나 상품의 진입을 막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들은 정부조달에서 자기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후베이성의 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들에게 ‘우리 지역 담배만 피워라’고 강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생산 담배의 강제 소비규정과 관련, 후베이성 담배전매국 관계자는 “담
배업은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상업 판매 측면에서도 이윤과 세수 확보에 중요한
업종”이라며 “지역 재정과 세수를 확대시키려면 이윤과 세수가 많은 기업을 놓치
지 말아야 하며, 이 때문에 담배업종 보호에 가장 먼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방보호주의는 주류업계에서도 관행으로 되어 있다. 과거 계획경제 시
대에 양조장 건설은 각 지방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었다.
그 후 개혁ㆍ개방과 더불어 광둥, 푸젠, 저장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이
발전 전망이 좋은 여타 업종으로 옮겨지면서 전국적인 양조장 건설 붐이 다소 주
춤해졌다. 그러나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지의 경제가 덜 발달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류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구이저우성은 중국의 국주로 불리는 마오타이(茅台)주의 고향으로 해외에
도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마오타이주를 생산하는 MOUTAI(贵州茅台酒股份有限公
司)는 구이저우성 1위의 납세기업이다. 중국 명주의 하나인 우량예(五粮液)를 생산
하는 쓰촨성 이빈(宜宾)시에 위치한 우량예그룹(五粮液集团有限公司)의 납세액은
이빈시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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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품 유통시장 활성화
중국 정부는 농산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농촌지역에 대형 유통업
체 100개사와 대형 도매시장 100곳을 건설하는 ‘쌍백공정(雙百工程)’을 실시하는
등 농촌지역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아오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생산지 직거래 프로젝트를 가동해 농촌합작사4)의 농산품 유통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 할인점 농산물 구입비용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전국 15개 성(省)에서 시범 운영되며, 중국 정부
는 여기에 4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 의류
1) 시장규모
중화전국상업정보중심(中華全國商業信息中心)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100개
중점 대형 소매기업의 의류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증가폭은 8.3%p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한 2008년 10월 이후 월별 증가
폭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12-14. 의류, 신발, 모자 판매액 현황(2009년 1/4분기)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3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3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의류

8,130

5.3

34,566

7.7

신발

1,926

2.8

7,719

6.9

모자

11

11.9

47

5.0

자료: 중화전국상업정보중심.

4) 농촌합작사는 농촌 가족단위 생산 책임제 경영의 기초에 같은 농산품의 생산 경영자나 같은 경영 서비
스의 제공자 혹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관리하여 서로 돕는 경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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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5. 주요 의류 판매량 현황(2009년 1/4분기)
(단위: 백 벌, %)

구분

3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3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의류

314,042

4.3

1,145,645

0.6

남성 양복

8,986

2.3

29,533

-7.6

남성 셔츠

7,101

-5.9

21,923

-2.3

여성 의류

90,098

-2.2

297,898

1.4

아동복

18,821

-4.2

79,029

-1.0

속옷

50,407

7.1

169,800

-8.1

스웨터

21,921

8.2

99,164

1.7

재킷

5,662

-5.8

21,549

-3.6

자료: 중화전국상업정보중심.

판매량으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전월 대비,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4%p, 4.6%p 늘어났다. 그중 가을, 겨울 준비로 남자 양복, 재킷
및 스웨터 판매량이 각각 35.7%, 20.0%, 16.6% 증가하며 전체 의류 판매량 상승
을 주도했다.
중화전국상업정보중심에 따르면 전국 200개 중점 대형 백화점의 2009년 1/4분
기 의류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34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의류 판
매량은 1억 1,456만 벌로 그중 여성 의류 판매량이 2,979만 벌에 달해 전체 의류
매출의 약 26%를 차지했다.
2) 유통채널
중국 의류시장은 백화점, 도소매시장, 전문점 등이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의 장점을 갖춘 인터넷 쇼핑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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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고급 의류 주요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저가 의류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는 인터넷 쇼핑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백화점
중국 의류시장을 살펴보면 백화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ㆍ
고급 브랜드 의류시장에서는 백화점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류비
즈니스망(中國服裝商務网)에 따르면 현재 의류, 액세서리가 백화점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중 백화점 의류 판매액은 약 700억 위
안으로 전체 의류 판매액의 38%를 차지하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체 의류 판매량
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상업정보컨설팅센터(北京商业信息咨询中心)가 베이징시의 21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4월 상위 10대 백화점의 여성 의류 판매
액은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그중 추이웨이(翠微) 백화점 여성 의류 판매액이
전체의 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시단(西单)백화점(11.1%) ▷
옌사(燕莎)백화점(10.9%) ▷왕푸징(王府井)백화점(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상위 10대 백화점의 여성 의류 판매량이 전체의 80.5%를
차지했으며 그중 시단백화점은 여성의류 부문 시장점유율 18.9%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중저가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궈타이(国泰)백화점과 청샹(城乡)백화
점은 시장점유율 13.2%, 9.6%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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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6. 베이징 여성의류 판매액 상위 10대 백화점 현황(2009년 4월)
순위

백화점

점유율

1

춰이워이(翠微大厦)

12.6%

2

시단(西单商场)

11.1%

3

옌사(燕莎友谊商城)

10.9%

4

왕푸징백화
(王府井百货)

9.4%

5

사이터(赛特集团)

7.1%

6

솽안(双安商场)

6.7%

7

modern plaza(当代商城)

5.9%

8

청샹무역센터(城乡贸易中心)

5.9%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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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6. 계속
순위

백화점

점유율

9

궈타이(顺义国泰)

5.7%

10

창안(长安商场)

4.1%

이미지

자료: 베이징상업정보컨설팅센터.

표 12-17. 베이징 여성의류 시장점유율 상위 10대 백화점 현황(2009년 4월)
순위

백화점

점유율

1

시단(西单商场)

18.9%

2

궈타이(顺义国泰)

13.2%

3

청샹(城乡贸易中心)

9.6%

4

춰이워이(翠微大厦)

8.2%

5

왕푸징백화(王府井百货)

7.5%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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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7. 계속
순위

백화점

점유율

6

푸싱상업성(复兴商业城)

6.4%

7

간자커우(甘家口大厦)

5.0%

8

란도우(蓝岛大厦)

4.6%

9

솽안(双安商场)

3.6%

10

창안(长安商场)

3.5%

이미지

자료: 베이징상업정보컨설팅센터.

나) 인터넷 쇼핑
최근 몇 년간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류와 액세
서리가 인터넷 쇼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거래 규모로 치면 전체 상품 중
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컨설팅회사인 Intelli Consulting(正望咨询)에 따르면
2008년 21개 도시의 약 1,564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구매했으며, 인터넷 의류 쇼핑 거래액은 약 170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인터넷 의류 쇼핑은 전체 인터넷 쇼핑 거래량 중 12.8%를 차지했으며 거
래액 기준으로는 전체 인터넷 쇼핑 거래액의 23.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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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8. 중국 도시별 인터넷 의류쇼핑 현황(2008년)
구분

도시

1

베이징

2

상하이

3

광저우

4

선전

5

다롄

6

톈진

7

칭다오

8

난징

9

쑤저우

10

우시

11

항저우

12

닝보

13

샤먼

14

푸산

15

청두

16

충칭

17

시안

18

스자좡

19

정저우

20

우한

21

쇼핑자 수(만 명)

거래액(억 위안)

759

87

400

46

260

23

145

15

1,564

171

창사
합계

자료: Intelli Consulting.

도시별로는 2008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지의 인터넷 의류 쇼핑 거
래액이 87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롄, 톈진, 칭다오, 항저우 등 10개 동부 연
해도시의 인터넷 의류 쇼핑 거래액은 46억 위안을 기록했고, 청두, 충칭 및 시안
등 서부지역 인터넷 의류 쇼핑 거래액은 23억 위안에 달했으며, 스자좡, 정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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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창사 등 중부 지역 성 소재지 인터넷 의류 쇼핑 거래액은 15억 위안을 기록
했다.
한편 iResearch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중국 인터넷의류쇼핑 연구보고서｣를 통
해 올해 중국 인터넷 의류쇼핑 시장규모를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308억
7,000만 위안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몇 년간 고속 성장을 거듭해 인터넷 의류
쇼핑이 전체 의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말 9.7%에서 2012년에는 1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 대 소비자간 거래인 B2C 의류 웹 사이트 부문에서
VANCL(凡客, www.vancl.com)이 28.4%에 달하는 시장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VANCL은 2007년 10월에 설립된 후 2008년에 판매액 3억 위안을 기록해 대박을
터뜨렸으며 올해에도 6억 위안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
는 30~70위안대의 의류, 신발 등을 대량 출시하면서 불황기 저가 공세에 나서 ‘좋
은 품질, 착한 가격’의 양호한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현재 매일 약 2만 건의 주
문을 처리하고 5만 벌에 달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SAIF, IDG 등 해외 유
명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설립 2년 만에 중국 B2C 의류업계의 선
두로 자리매김했다.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2008년 중국 유통업은 전반적으로는 예년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나, 글로
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성장속도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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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기불황이 소득감소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
어지면서 중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9를 기록, 전년 대비 7포인트 하락하였다. 이
러한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 및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국계 유통
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례로 B&Q는 중국 내 22개 매
장을 철수하였으며 월마트 역시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업계의 성장 둔화세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내
놓고 있는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유통업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전하향
(家電下鄕)’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책으로 인해 농촌 시장이 유통업계
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미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
과 맞물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중서부 지역의 농촌 시장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 3분기 기업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중부, 서부지역은 각각 전분기 대비 8.2포인트 상승한 124.5를 기록해 동
부지역(124.3, 전기 대비 8.7포인트 상승)을 다소 웃돌았다. 셋째, 올해 초 중국 정
부가 내놓은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계획(電子信息産業調整和振興規劃)’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인터넷 쇼핑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은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
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1%에 그친 데 이어
2분기에는 7.9% 성장했으며 3분기에는 8.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상하이 엑스포(5~10월), 광저우 아시안게임(11월)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G2)5)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로 인해 경제상황이 본격 호전될 경우 높은 예금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639

한 소비 잠재력이 곧바로 유통업계의 고속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몸집 부풀리기보다는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내실을 다지
는 한편,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도시 유통시장에서 눈을 돌려 2, 3선 도시와
농촌시장, 특히 중서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현재 유통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경기 회복시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나. 한국의 대응전략
1) 기업 대응전략
중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및 위치 선정이 여전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고소득층 인구가
집중돼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유통시장은 브랜드력, 자금력, 규모
를 갖춘 글로벌 유통업체와 로컬 업체가 선점해 있어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반면 2, 3선 도시 유통시장은 현재 발전 초기단계로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을 뿐더러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선 도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욕구가 왕성한 시장이며, 3선 도시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
적으로 덜 받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인다. 그중 우시(無錫), 둥관(東莞) 등 2선 중
견도시는 경제, 사회발전이 이루어져 동질성과 안정성이 높고 이미 소비거점으로
정착돼 있다. 한편 우한, 선양 등 3선 도시는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
하는 신흥도시로 중서부지역의 신규 소비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5) Group of Two.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나라라는 의미로 미국과 중국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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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권이 지나치게 밀집돼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
로 베이징의 명동으로 통하는 유명한 상업지구인 왕푸징거리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
어 있고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李嘉誠)이 투자 건설한 Oriental Plaza(東方廣場) 내
에 위치한 둥팡신톈디(東方新天地)백화점, 왕푸징백화점 및 2008년 오픈한 롯데백
화 1호점 등 유수의 백화점들이 대량 밀집돼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업태,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마켓이나 가전
제품, 주거용품을 취급하는 체인점의 경우 중심 상업구보다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 집중돼 있는 주민 거주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안정적인 고객 확보에 더욱 유리
하다. GOME는 지난 96년 초, 왕푸징 지역에 가전제품 체인점을 설립했으나 과도
한 매장 임차료와 지나친 상가 밀집에 따른 물류, 교통에 애로를 겪으며 결국 사전
에 매장 임차계약을 종료했다. 또한 GOME 왕푸징점 실패 원인으로 왕푸징거리를
찾는 고객들은 주민보다는 해외 관광객 또는 중국의 타지역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
루고 있어 가전제품 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둘째, 지역별로 다른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에 앞서 주요 도
시들의 소비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도시별로 상당한 소득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는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분포돼 있
다. 따라서 중국의 명품 소비시장도 주로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명품 소비액은 50억 달러
로 전년 대비 약 70% 급증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
다. 도시별로는 선전, 이우(义乌), 상하이가 중국의 명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구찌는 아태지역 최대의 플래그십 매장을 선전시에 오픈했
으며 이어 7월에는 루이비통이 선전에 아시아 최대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다. 따
라서 선전시는 중국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한편 중국의 현급
도시인 이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제치고 호화 차량이 많기로 유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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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BMW 4S점이 이우시에 설립돼 자동차 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치품 도시로 Maisonmode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봄,
가을 옷 가격은 보통 2만 위안에 달한다.
셋째, 새롭게 부상하는 고속철도 개통도시 소비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과 톈진 간 이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한 시
속 350㎞의 징진(京津) 고속철을 정식 개통해 고속 열차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아울
러 타이위안(太原), 하얼빈, 스자좡, 상하이, 선양 등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잇
달아 도입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현행 345회의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800개 노선으
로 확대해 중국 전역을 고속 열차로 묶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속철도 시대의 도
래와 더불어 고속철이 지나는 도시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제2의 푸둥(浦東)으로 불리는 톈진의 빈하이신구(滨海
新区)에는 한국 이마트, 홍콩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2위 대형 마트인 AEON, 스포츠 및 레저용품 체인점인
프랑스 Decathlon 등이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장 준비 중이다.
넷째, 글로벌 유통업체, 로컬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주력할 필요
가 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지 오래되고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업체 및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로컬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
해서는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수다. 롯데백화점 상하이
대표처 김기표 사장은 중국 롯데백화점이 내세운 차별화 전략에 대해 ▷고객관계
관리(CRM)시스템 구축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복리후생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 ▷고급 백화점으로서의 환
경가치경영 강조 등 세 가지로 종합했다.
다섯째, 신흥 소비층인 海歸派6)와 차세대 소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80
후’7) 세대를 타깃으로 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유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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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歸派는 서구형 소비문화에 익숙하며 대다수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높은 연봉
을 받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新엘리
트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급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여행을 즐기며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소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80후’ 세대 소비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80후’ 세대는 약 2억 400만 명으
로 집계되며 향후 5~10년 후엔 중국 내수시장을 주도할 소비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 개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금보다는 신
용카드를 더욱 선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라면 수천 위안의 높은 가격대에도
선뜻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재 중국의 ‘샤오황디’(小皇帝)로 불리고 있다. 따
라서 향후를 대비해 이들의 소비특성이나 경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현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
면서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류 붐을 이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락앤락(lock&lock) 밀폐용기를 제조하는 하나코비(주)가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데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오는 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한류 열풍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2) 정부의 지원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방향을 달리
6)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재.
7) 중국이 1978년 개혁ᆞ개방 정책 실시 후 1980년대(1980~89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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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우리 기업들에 많이 알려져
있는 대도시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2, 3선 도시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도시들을 선정하여, 관련 지방 정부들과 협력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업
체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가전하향’, ‘이주환신’, 농촌 물류환경 개선사업 등 기회를 충분히 활
용하여 관련 업종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지원, 현지 파트너 발굴, 인력 추천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
럽, 일본 등 유통업체들의 성공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한
국 유통업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한편 중국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유통업체, 로컬 유통업체들의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 유통업체들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
원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노동계약법’, ‘신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되면서 고임금, 고비
용 구조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
고 이에 따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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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래 지난 30여 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경제대국
으로 발돋움하였으며, 현재 GDP 규모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에 서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한 세대에 걸친 개혁ㆍ개방은, 그러나 야심찬 과학기술 개
발 프로그램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혁ㆍ개방 이전 사회주의 계
획경제 시절의 야심찬 국가개발 프로젝트들을 폐기하고, 경제의 운영을 ‘시장의
힘’에 맡김으로써 개별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함에 기인한 바 크다(林毅夫 外 2004). 실제로 중국
은 1980년대 중반 과학기술체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이른바 撥款制 개혁)를 취하기도 했다(丁厚德 2001).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의 특성 혹은 문제점으로 저부가가치ㆍ노동집약적 가
공생산, 에너지 저효율/고소비ㆍ환경오염 등이 손꼽히는 것도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중국 경제성장이 (중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단순 노동력과 토지에 기대었던 것
과 무관하지 않다(은종학 2008).
그러나 중국의 성장 방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발전된 동부 연해지역은 물론
내륙 중심도시들에서도 값싼 노동력과 토지 임대료에 기대어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이 빠르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의 급팽창 등
으로 인해 중국의 요소부존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
색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보다 지식집약적ㆍ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
는 조건들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한 세대에 걸친 경제
성장이 남겨놓은 에너지ㆍ환경 문제 등이 제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지만수ㆍ박현정
2005; Kroeber 2007; OECD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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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새롭게 눈여겨볼 가치가 있
다.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가능하게 할 동력이 상당부분 과학기술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살피되, 중국의 과학기술
총량에만 주목했던 기존의 보고들과 달리, 과학과 기술을 보다 세부 분류하여 논할
뿐 아니라 중국 과학기술 연구의 구조와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분
야에서 중국과 협력 혹은 경쟁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가 제공하는 Web of Science on-line DB를 활용, 과학기술 분야 주요 학술지
라 할 수 있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수록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해 중
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존의 연구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하였
다. 물론, SCI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는 못한다. 국방 분야와 같이 연구결과가 비밀에 부쳐지는 분야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유용한 기술은 논문과 같은 형태의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
로 존재할 뿐 아니라 기업 등 조직이나 개인에게 체화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2) 하지만 ISI가 제공하는 SCI 논문 DB는 과학기
술 전(全)분야의 연구를 사실상 포괄할 뿐 아니라 자료의 업데이트도 빨라, 중국
정부가 편집하여 발간하는 공식통계에 기대지 않고도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SCI 논문 DB를 다
각도로 분석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측정하고 그 구조와 네트워크를 파악하
는 한편, 최근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

1) 중국의 국가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Lee, Kim, and Woo(2009)를 참고할 것.
2) 기업 등 현장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과 기술에 관한 내용은 본 프로젝트의 또 다른 부분인 중국의
산업 경쟁력 분석에서 다뤄질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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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도출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하 2장에서는, SCI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의 총
편수를 위주로 한 기존의 거시적 논의를 한 차원 심화시키기 위해, SCI 학술지를
질적 수준에 따라 분류한 뒤 최첨단 과학 분야라 할 수 있는 세계 2대ㆍ10대 학술
지에 반영된 중국의 과학적 위상을 논한다. 여기서는 중국의 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주요 기관과 인물, 주요 협력 국가를 파악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한다. 이어 3장에서는, 산업기술 경쟁력으로의 전화
(轉化)가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인 매개과학 혹은 첨단기술 분야를 다룬
다. 여기에서는 미래 첨단 기술 영역으로 흔히 거론되는 BT, IT, NT, ET, ST 등
이른바 5T 분야와 함께, 중국정부가 최근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기술
분야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 총 7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실시한다. 4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식적 노력이 미래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정책의 내용
과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그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중국학 분야에서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중국의 기술역량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과학’ 역량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
다. 물론, 중국 과학 역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SCI(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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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Index) 수록 학술지에 실린 중국 논문의 수가 크게 늘어 중국이 이미 ‘과
학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는 중국 국내외 언론과 학계의 보고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中國科技時報, 2005. 6. 30; Zhou & Leydesdorff 2006). 실
제로 중국(홍콩, 대만 제외)은 2007년 SCI 수록 학술지에 8만 9,100여 편의 논문을
실어 논문 편수에 있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홍콩과 대만을 포함
할 경우에는 9만 4,800여 편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1998~2008년 기간 중
SCI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과 미국논문의 누적 편수는 각각 57만 3,400여 편, 295
만 9,600여 편으로 중국의 비중은 미국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양
국 간 격차는 최근 더욱 줄어들고 있다(中国科学技术信息研究所 2008).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SCI 논문 총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중국의 과
학 역량을 가늠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논문 총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개별 논문의 질적 수준과 과학의 첨단에서 세계 과학계를 이끄는 리더십
정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2009년 현재, 전체 SCI 학술지는 총 3,700여 종에
달한다. 사실 이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3) 따라서 학술지 혹은 논문의 질
적 수준과 학문적 첨단성을 무시한 기존의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SCI 논문 총수 및 그 변화에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또
있다. [표 13-1]에서 보듯, 1990년대 후반과 2007년 중국 국내 학술지가 대거 SCI

3) 자주 사용되는 질적 평가 지수는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이 집계하여 제공하
는 ‘영향도 지수(impact factor)’와 Google이 제공하는 ‘Page Rank’이다. 영향도 지수는 해당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직전 2년간 피인용된 횟수를 평균하여 산출된다. Page Rank 역시 비슷
한 방식으로 산출되나, 영향도 지수가 높은 저널에 수록된 논문에 의해 피인용된 경우 더 높은 가
중치를 주는 특징이 있다. 두 가지 지수의 종합지표는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Impact_factor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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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SCI에 수록된 중국 국내 학술지 수(수록연도별)
수록연도
1979
1984
1985
1991
1993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2007년까지 누적총수

수록학술지 수
1
1
1
1
4
20
8
11
10
6
6
2
6
1
28
106

주: 홍콩과 대만의 학술지는 제외하고 SCI-Expanded 학술지는 포함.
자료: 哈尔滨工业大学图书馆(www.lib.hit.edu.cn/reader1/2007.xls), 2009년 9월 15일 인터넷
검색.

목록에 편입되었다. 중국 국내 학술지의 경우, 그 저자 중 상당수가 중국인 과학자
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SCI 목록의 변화는 중국 과학자들이 SCI 학술지에 발
표한 논문 수를 크게 배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CI
논문의 양적 지표(예컨대, 논문 총수)를 통해 본 중국 과학의 세계적 위상이 급속
히 부상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자, 그에 부분적으로나마 내포되어 있는 ‘통계적
허상’(statistical illusion)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4) 물론, 중국
4) SCI 논문 총수를 통해 감지되는 중국의 과학적 약진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
기되기도 한다. 그 근거는 (흔히 과학 논문의 질적 지표로 활용되는) 중국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 횟
수가 세계 평균 수준(9.56회)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2007년 현재 중국은 SCI 논문 총수로
보면 세계 5위이지만, 1998년~2008년(8월까지) 기간 중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4.61회)로 보면
아직 세계 12위에 그친다.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에서 중국보다 앞선 11개의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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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가 SCI에 수록된 것은 주로 중국 학술지의 높은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
정받은 데 따른 것이겠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된 중국 학술지의 SCI 수록은, SCI
논문 통계를 통해 중국 과학연구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할 때 그 수준의 점진적ㆍ
연속적 상승을 과도하게 급진적ㆍ불연속적 상승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
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본 장 아래에서는 두 가지의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
째, 과학 영역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최첨단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학술지로 정평이
나 있는 2대 학술지, 즉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에 중국 과학자의
논문이 얼마나 실리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어 분석 대상 학술지를 다소 확대하여,
과학 분야 ‘ISI 영향도 지수(ISI impact factor)’와 ‘Page Rank’의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위에 속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비슷한 분석을 수행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분석 대상 학술지를 소수의 최고 학술지로 국한시킨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봄으로
써 첨단 과학연구에서 중국의 지적(知的) 리더십(leadership) 정도를 단계적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5)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영향도 지수와 Page Rank를 종합한 지표에 따르면, 전
체 SCI 학술지 중 10대 학술지는 [표 13-2]에 보는 바와 같다. 이들 중 우선 최상
위 2대 학술지라 할 수 있는 Nature와 Science에 중국 논문이 얼마나 실리며 그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연구기관은 어디인지 WOS의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살펴보
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해당국의 평균 피인용 횟수). 미국(14.28), 네덜란드(13.59), 영국
(12.92), 캐나다(11.68), 독일(11.47), 프랑스(10.82), 호주(10.42), 이탈리아(10.25), 일본(9.04),
스페인(8.91), 한국(5.76). 中国科学技术信息研究所(2008:9) 참고.
5) 본 장의 내용은 본 정책연구의 준비단계에서 수행된 학술연구인 은종학(2009)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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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두 학술지에 실린 중국 논문은 2002~2008년 기간 중 총 457건이
었다.6) 한편 같은 기간 중 두 학술지에 실린 미국 논문은 1만 6,071건에 달했다.
중국의 비중은 미국의 1/35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SCI 학술지 전체 논문에서 차
지하는 중국논문의 비중은 미국논문의 1/5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지
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중국의 과학적 위상은 그보다 훨
씬 낮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과학역량 강화 추세에도 불구
하고, 그 절대적인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져 있고, 따라서 현
재 미국이 수행하는 과학 분야의 학문적 리더십을 중국이 수행하는 데는 아직 적
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란 것을 암시한다.
표 13-2. 과학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
종합순위

학술지명

1

Nature

2

Science

3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4

Cell

5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S)

6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7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8

Lancet

9

Nature Genetics

10

Nature Medicine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Impact_factor(검색일: 2009. 4. 14).

6) 본장에서 분석대상 기간을 2002~2008년으로 잡은 것은, WOS가 제공하는 논문 서지정보가 2002
년 이후에 대해서는 SCI 학술지에 더해 SCI-expanded 학술지까지를 포함하는 반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SCI 학술지만을 포함하여 2001~2002년 사이에 불연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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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Nature, Science 수록 중국논문의 주요 집필 참여 기관(20위 이내)
순위

국가/지역

기관명칭

참여논문건수

비중(%)

1

중국본토

중국과학원

213

46.6

2

홍콩

홍콩대학

27

5.9

3

중국본토

북경대학

26

5.7

4

미국

버클리대학

25

5.5

5

중국본토

남경대학

21

4.6

6

미국

하버드대학

19

4.2

7

중국본토

청화대학

18

3.9

7

미국

메릴랜드대학

18

3.9

7

일본

도쿄대학

18

3.9

10

중국본토

중국과학기술대학

17

3.7

11

중국본토

중국特稿社*

16

3.5

12

중국본토

복단대학

15

3.3

12

미국

듀크대학

15

3.3

12

미국

워싱턴대학

15

3.3

12

미국

칼텍

15

3.3

12

미국

코넬대학

15

3.3

17

미국

스탠퍼드대학

14

3.1

17

미국

시카고대학

14

3.1

17

영국

옥스퍼드대학

14

3.1

20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13

2.8

20

미국

UCLA

13

2.8

20

프랑스

CNRS

13

2.8

주: 중국신화통신사 산하기관으로, 2대 학술지에 실은 글은 과학 연구논문이기보다는 중국 과학기술에
관한 뉴스 성격이 강함.
자료: WOS 검색으로 필자 작성.

이제 Nature와 Science에 실린 중국논문 집필과정에 참여한 주요 기관을 살펴
보자. [표 13-3]는 2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주요기관을
보여준다. 우선 눈에 띄는 사실은 Nature, Science에 실린 중국논문 집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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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중국과학원이란 점이다. 중국의 국책 공공연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학원이 중국의 최첨단 기초 과학연구를 이끌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기초 과학연구를 이끄는 여타 국가(미국, 한국
포함)의 일반적인 관행과 대비되는 점이다. 물론, 중국과학원은 2007년 현재 91개
의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인 만큼, 개별 대학들과 비교하는 데
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Nature, Science에 실린 중국논문 집필에 있어 해
외 (특히 미국) 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대 학술지에 실
린 중국논문 집필에 가장 빈번히 참여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연구기관 22개 중
중국본토의 기관은 7곳인 데 반해, 미국 대학은 10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저
자가 Nature, Science에 실린 중국논문 457편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 중
59.7%는 미국 기관의 참여 속에서 집필되었고,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참여
속에 집필된 것은 각각 15.9%, 14.8%, 10.9%, 9.4%였다.7) 이는 최첨단 과학 분
야의 중국논문이 모두 중국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성의 공간이 중국
과 미국 등 선진국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첨단
과학 연구가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중국인의 자주적 역량(indigenous capability)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암묵적 전제는 부정확한 것이며, 중국의 과학 역
량은 국제적 네트워크(특히 중-미 네트워크)에 기대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8)

7) 한국 기관들은 2대 학술지의 중국논문 중 2.2%에 참여하였다.
8) 동일한 시기 Nature, Science에 실린 미국논문 집필에 참여한 주요기관은 1위부터 20위까지 모
두 미국 내 기관[19개의 대학과 1개의 정부기관(NASA)]이었으며, 이들 논문 집필에 외국 기관의
참여도 높지 않았다. 국제 협력 파트너로 참여 빈도가 가장 높은 영국의 경우도 2대 학술지에 실린
전체 미국논문 중 7.0%에 지나지 않으며, 뒤이은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은 각각 5.8%,
4.1%, 3.9%, 3.2%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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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논문 분석 대상 학술지를 10대 학술지[(표 13-4 참고)로 다소 확대하여 보
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02~2008년 기간 중 10대 학술
지에 실린 중국논문은 2,024편으로 같은 기간 중의 미국논문 7만 744편의 1/35에
해당한다. 즉,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비중은 2대 학술지에서 10대 학술지로 확대해
보아도 별반 변화하지 않는다.
10대 학술지 분석에서는 앞서 2대 학술지의 경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우선, 10대 SCI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중국과학원의 선도적 지위(28.9%)는 여전하지만, 2대 학술지의 경우(46.6%)와 비
교해서 보면 그 비중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첨단의 제1선이 아닌
그 바로 뒤 제2선에서는 중국과학원 외에 여타 중국 ‘대학’들의 역할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의 집필에 참여한 주요 연구기관
20개 중 9개가 중국의 대학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동시에, 10대 학술지의 경
우에는 (외국 연구기관이 아닌) 중국 내 연구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홍콩 대학들의 역할이다. 홍콩대
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은 중국 본토의 명문대학들인 북경대학, 청화
대학, 복단대학과 함께 10대 학술지 중국논문 집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
학들로 꼽힌다. 요컨대, 2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에서는 미국 등 서국 선진국
연구기관의 역할이 상당했다면, 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에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 연구기관의 역할이 훨씬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 최첨단의 제2선에
서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중국과 홍콩의 연합이 중국의 과학 연구를 이끌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중 51.1%는 미국 기관의 참여 속에서 집필되었
고, 그에 이어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가 각각 9.1%, 7.9%, 6.6%, 5.8%의 중국
논문 집필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ature, Science만을 분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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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 10대 학술지 수록 중국논문의 주요 집필 참여 기관(20위 이내)
순위

국가/지역

기관명칭

참여논문건수

비중(%)

1

중국본토

중국과학원

585

28.9

2

홍콩

홍콩대학

211

10.4

3

중국본토

북경대학

162

8.0

4

홍콩

홍콩중문대학

110

5.4

5

중국본토

청화대학

100

4.9

6

중국본토

복단대학

81

4.0

6

홍콩

홍콩과학기술대학

81

4.0

8

미국

하버드대학

70

3.5

9

중국본토

중국과학기술대학

62

3.0

10

중국본토

절강대학

52

2.6

11

중국본토

상해교통대학

49

2.4

12

미국

버클리대학

42

2.1

13

미국

예일대학

41

2.0

14

미국

시카고대학

38

1.9

15

중국본토

북경협화의학원

36

1.8

15

중국본토

중문대학

36

1.8

17

미국

UCLA

35

1.7

18

중국본토

남경대학

34

1.7

19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32

1.6

19

영국

옥스퍼드대학

32

1.6

자료: WOS 검색으로 필자 작성.

와 대체로 같은 양상이나,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 외국의 참여 비중이 더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9)

9) 2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기관의 참여 비율은 각각
59.7%, 15.9%, 14.8%, 10.9%,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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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앞 절에서 우리는, 과학의 최첨단 연구결과를 담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 세계 최
고 수준의 학술지에서 시작해 점차 차위의 학술지로 연구대상을 확대해가면서 중
국 및 중국 내 연구기관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중국 및 중국의 연구기관들이 현재 과학의 최첨단에서 전면적(全面的)인 역할을
하고 있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차위의 수준에서 양적 성장을 하면서 점
차 최첨단의 수준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동)저자의 소
속 국가 및 기관별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국
의 과학역량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는, 중국인 과학자가 다른 나라
의 과학자와 함께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중국인 과학자가 주도적ㆍ핵심
적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추종적ㆍ지엽적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중국의 과학
역량은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인 학자 개개인의 학문적 역량 및 리
더십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족적ㆍ혈연적으로 중국인이면서 중국이 아
닌 외국 및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자들의 의미와 그들의 실질적인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관에 따른 분류보다
한층 미시적인 과학자 개인별 분석이 필요하다.
은종학(근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논문에서 (인명기준) 중국인 과학자가 제1저
자인 비율은 2대 학술지의 경우 65.9%, 10대 학술지의 경우 77.2%였다.10) 이는
2대 학술지와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인 과학자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리더십

10) 본 연구에서 제1저자가 중국인인지의 판단은 그의 소속기관 주소가 아니라, 인명을 기준으로 하였
다. 즉, 공식적인 소속기관이나 국적이 아니라 민족적 ‧ 혈연적 의미에서 중국인 학자들의 학문적
리더십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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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대 학술지의 경우에도 중국논문 중 중국인
저자가 제1저자인 비율은 전체의 2/3에 달해, 앞 절에서 연구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2대 학술지 중국논문의 경우 주요 22개 기관 중 8개만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기
관; 10대 학술지 중국논문의 경우 주요 20개 기관 중 13개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관)보다 중국의 학문적 리더십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13-3, 표 13-4 참
고). 이는 중국인 과학자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각지에서 과학 연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제1저자가 누구인지를 중시하는
것은, 연구에 있어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자에게는 여타의 과학자
들보다 많은 명시적(explicit)ㆍ암묵적(tacit) 지식이 체화ㆍ축적될 것이며, 이는 해
당 지식의 산업적ㆍ군사적 응용 등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문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각지에서 (논문의 제
1저자로서) 과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중국인 학자들이 과연 ‘연구의 장(場)’을 제
공한 해외 선진국(예컨대 미국)에 주로 기여하는가, 아니면 혈연적 유대가 있는 모
국에 주로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활동하는 중국인
과학자의 종합적 지식은 중국이 아닌 체재국(예컨대 미국)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도
움을 주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개인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개별
적ㆍ고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지역ㆍ국가의 연구 ‘패러다임’
속에 파묻혀(embedded) 이뤄지며 해당 사회의 지적 수요가 연구 활동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가능하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
기관은 해당 지역의 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과 (비교적)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있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과학적 발견이 해당지역(혹은 국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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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력으로 전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른바 ‘지식 산
업화(knowledge industrialization)’를 뒷받침할 조직과 기구가 대학 등 연구기관
주변에 응집되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한 곳이 많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행해
진 연구는, 그의 주된 인격적 주체가 비록 외국인(예컨대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과
학 연구의 성과가 국경을 넘어 연구자의 모국에서 실제 응용되기보다는, 연구가 행
해진 선진국 현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혁신체제가 잘 갖춰져 있
는 미국 등 선진국에 장기 체류하며 활동하는 중국인 과학자는 중국이 아닌 선진
국의 국가이익에 일차적으로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가설적 주장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국제적인 네트
워크 속에서 활동하는 선도적인 중국인 과학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아닌 외
국의 국가이익에 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하다. 선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과학자들이 모국에 돌아
와 연구 성과의 산업적ㆍ군사적 응용을 뒷받침함으로써 모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과학자가 굳이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모국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모국에 이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역사 등에서도 찾
을 수 있다.
위의 상반되는 가설적 주장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높은 설명력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듯하다. 하지만 최근 은종학(근간)의 연구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이름을 가진 (민족적ㆍ혈연적 의미에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들이
중국 국내 및 국외의 중국인 학자들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학술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음을 논문의 인용(backward citation) 및 피인용(forward citation) 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11)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국적 기준이 아닌 민족적ㆍ혈연적
기준에서) 중국인 과학자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수요에 일정 정도 조응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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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그들이 중국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인이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연구의 경
우에는 중국인이 단순 참여한 연구에 비해 그 전후방의 지적(知的) 네트워크가 상
대적으로 (민족적ㆍ혈연적 기준의) 중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
여준다. 이는 중국인 과학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주도하는 연구
는 중국인 과학자들 사이의 지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그에 공헌하면서
이뤄지며, 세계 각지의 중국인 과학자들이 연구 어젠다(agenda)를 공유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과학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족적ㆍ혈연적 기준에서 중국인인 과학자
들은 중국의 과학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민족적ㆍ혈연적 기준에서의 중국인 과학자
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한 가지 방편일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민족적ㆍ혈연적 기준에서의 중국인
과학자들이 중국적 맥락의 과학기술 수요에 조응하는 연구를 추진하거나, 그들의
과학기술 연구가 중국에 보다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본 장에서는 흔히 미래 주요 과학기술분야로 손꼽히는 Bio Technology(BT, 생
11) 중국인 제1저자 및 교신저자들은 기존에 이미 출간된 중국인이 저술한 저작을 인용하는 정도가
비중국인 제1저자 및 교신저자보다 각각 2.45배, 3.63배 높았다. 또한 중국인 제1저자 및 교신저
자가 작성한 논문은 출간 이후 중국인 저자의 저작에 인용되는 정도가 비중국인 제1저자 및 교신
저자보다 각각 1.93배, 1.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종학(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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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학), Information Technology(IT, 정보기술), Nano Technology(NT, 나노기
술), Environmental Technology(ET, 환경공학), Space Technology(ST, 우주항공
기술) 등 이른바 5T 영역과, 중국이 최근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시하는 기술 영역
인 해양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7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연구 현황
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12) 이상에 언급한 영역들은 순수 혹은 기초 과학 분야
이기보다는, 산업화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이른바 매개 과학 혹은 기술 영역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3)
이상의 기술 영역에서 중국 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ISI가 제공하는 Journal Citation Repors(JCR)의
연구영역 분류표에서 위의 7개 기술영역에 해당하는 SCI 학술지 목록을 확인하
고,14) 그중 영향도 지수(impact factor) 기준으로 각 기술영역 상위 10위 안에 드
는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7개 기술 영역에 걸쳐 2002~2008년 기
간 중 누적 논문수, 성장률, 주요 연구기관, 주요 협력국가를 해당 기술분야 상위
5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 한해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
가의 경우 한국과의 경쟁ㆍ협력의 가능성이 여타 국가에 비해 더욱 높다는 가정하
에 상위 5위 안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한편 본 장의
12) 위에 언급한 5T에 CT(cultural technology, 문화기술)를 더해 6T를 논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
화 부분은 SCI 논문 분석을 통해서 국가별 현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 본고의
논의에서는 CT를 제외하고 5T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13) 매개 과학이란,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기초 혹은 순수
과학에 의해 도출된 지식과, 기업 및 정부의 일상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식 사이의 격차를 메워
주는 과학분야로, 다양한 공학 분야를 포괄한다. 이근 외(1995, pp. 43-44) 참고.
14) 본 장의 분석대상 7개 기술영역은 JCR 연구영역 세부분류표상에서 다음의 것들을 각각 포괄한다.
BT: Engineering, biomedical과 Biotechnology and applied microbiology; IT: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과 Computer science 전체; NT: Material science 전체와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ET: Engineering, environmental과
Environmental science와 Energy and fuels; ST: Engineering, aerospace; 해양:
Engineering, marine과 Engineering, ocean; 소프트웨어: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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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홍콩은 중국 속에 포함시키되, 홍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의 해
석에 있어서는 홍콩의 역할에 유념하였다.
우선 대략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7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I 전
체 학술지 중 최상위 10대 학술지에서 중국 논문의 비중은 미국에 비해 1/35에 지
나지 않지만, 본 장에서 논하는 매개과학 혹은 기술영역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격차
가 훨씬 작다. BT, IT, NT, ET, ST, 해양,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최상위 10대
학술지를 분석해보면 미국 논문 대비 중국 논문의 비중은 각각 1/11.5(BT),
1/4.5(IT), 1/5.8(NT), 1/6.9(ET), 1/12.5(ST), 1/6.8(해양), 1/12.4(소프트웨어)이다.
특히 IT, NT, ET, 해양 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서 중국의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15)
이는 국내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은 (기초)과학은 강하지만 (응용)기술 분
야는 취약하다”, “중국의 과학 역량과 한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Win-Win을
모색하자”는 등의 인식과 구호가 반드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중국은, 최첨단 수준의 기초 과학 연구는, 비록 타국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세계적 선진국과 거리가 있는 반면, 산업화까지의 거리가 가까
운 매개과학과 기술 영역에서는 (한국 못지않은) 상당한 역량을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과학기술연구 및 산업화 협력에 있어 인식을 새로이 해
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기술 영역은 한국이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공백은 아니란 뜻이다. 비록 제품개발 및 생산관리 등과 같은 기업행위에 있어서는

15) 물론 7개 기술영역 각 분야에서 각각 10대 학술지를 추출한 것이므로, SCI 최상위 10대 학술지
보다는 분석 범주가 더 넓고 영향도 지수가 다소 낮은 학술지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SCI에 편입된 중국 국내 발간 학술지 등 질적 수준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학술지는 본 장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7개 기술영역에서 드러난 중국의 위상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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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중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지만, 기
술 영역 전체에 걸쳐 중국이 한국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7개 기술영역을 보다 자세히 살펴, 그로부터 한국에 유의미
한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가. BT
BT 분야에서는, 조사대상 논문 전체의 41.7%가 미국 논문이고,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위 5개 기관 역시 모두 미국 대학들일 정도로 세계적 수준
의 BT 연구에서 미국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외에 BT분야의 선진국들은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인데, 이들은 미국
과 BT 분야에서 많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일종의 선진국 클럽을 형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BT분야 연구에서 미국 학자들이 흔히 공동 작업하는 연구
자들은 이들 선진국의 학자들이다.
BT 영역에서 주요 국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은 외국의 참여
가 없는 독자적인 연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모든 분야 연구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특징으로, 미국의 막강한 연구역량을 반
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주요국가와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연구의 비중
이 자국 논문의 1/5~1/4 정도로 상당히 높으며, 추가적으로 지리적ㆍ역사적으로
밀접한 국가(영국의 경우엔 호주, 독일의 경우엔 스위스, 캐나다의 경우엔 미국 등)
와의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의 연계 외에는 중국호주-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를 가지며 아시아의 지역 연구 중심축
으로서 기능하는 모습이다.
한편 중국은 BT 연구 분야에서 현재 세계 7위 수준에 올라 있으며, 다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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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보다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이 분야
세계 1~3위 국가도 BT 관련 10대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자국 논문의 비중을 완만
히 키워가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중국에 크게 못 미친다. 2002~2005년 사이
BT 관련 세계 10대 학술지의 논문편수는 11.9% 증가했는데 미국, 영국, 독일은
전체 논문의 증가율보다 1~5%p 정도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05~ 2008
년 사이에는 BT 관련 세계 10대 학술지의 논문편수가 3.5% 감소했는데, 미국, 영
국, 독일은 그보다 3~5%p 정도 더 빠른 증가세를 보여 자국의 비중을 증대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위 두 기간 중 전체 논문 증가율보다 각각 15.1%p, 13.4%p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며 BT 연구영역에서 비중을 높여가며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catch-up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BT 연구에서 세계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일본과 캐나다는 최근 자국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BT 분야 세계 10
대 학술지 논문 총수 면에서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도, 최근(2005~2008
년) 비중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세는 10개 학술지에 실린 논
문에 국한된 것이고 최근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증가 혹은
감소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국은 이 분야에서 더욱 뒤처지지 않도록 분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급속히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과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일본보다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논문 중 중국과 공동으로 집필된 것은 2.4%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일본 논문 중 중국과 공동으로 집필된 것은 4.1%이다. 반면, 한
국은 일본에 비해 미국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구조가 곧
한국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한국의 BT 연구 역량 강화 측면에
서 전략적 숙고를 요구한다.
중국의 BT 관련 연구는, 다른 많은 주요 과학기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
국과학원이 주도하고 있다. BT 관련 세계 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 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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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에 중국과학원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 함께 절강대, 청화대,
홍콩대, 사천대 등 홍콩을 포함한 중국 각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
어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표 13-5. BT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BT

전체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독일

4위
일본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편수
주요연구기관 (%)
(’02~’05) (’05~’08)
(’02~’08)
15,397
11.9
-3.5
1.하버드대(3.0)
(기준)
(기준) 2.MIT대(1.7)
3.스탠퍼드대(1.5)
4.워싱턴대(1.3)
5.버클리대(1.2)
6,420
13.1
0.1
1.하버드대(7.2)
(41.7%) (+1.2p) (+3.6p) 2.MIT대(4.0)
3.스탠퍼드대(3.6)
4.워싱턴대(3.2)
5.버클리대(2.8)
1,432
14.6
-0.2
1.케임브리지대(10.6)
(9.3%)
(+2.7p) (+3.3p) 2.Wellcome Trust Sanger Inst
(7.5)
3.옥스퍼드대(6.9)
4.런던임페리얼대(5.9)
5.UCL(5.6)
1,034
16.9
1.9
1.유럽분자생물학Lab(4.4)
(6.7%)
(+5.0p) (+5.4p) 2.하이델베르크대(4.0)
3.레겐스부르크대(3.9)
4.뷔르츠부르크대(3.9)
5.막스플랑크분자유전연구소(3.6)
947
18.7
-8.8
1.교토대(15.0)
(6.2%)
(+6.8p) (-5.3p) 2.도쿄대(14.8)
3.RIKEN(12.1)
4.규슈대(5.0)
5.오사카대(5.0)

주요협력국가 (%)

n.a

1.영국(5.1)
2.독일(3.2)
3.캐나다(2.7)
4.일본(2.7)
5.프랑스(1.8)
1.미국(22.7)
2.독일(6.8)
3.호주(4.1)
4.프랑스(4.0)
5.일본(3.8)
1.미국(19.7)
2.영국(9.4)
3.스위스(5.0)
4.이탈리아(4.7)
5.프랑스(4.2)
1.미국(16.3)
2.영국(5.7)
3.중국(4.1)
4.호주(3.8)
5.한국(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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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계속
BT
5위
캐나
다

7위
중국

12위
한국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편수
주요연구기관 (%)
(’02~’05) (’05~’08)
(’02~’08)
686
31.3
-6.0
1.토론토대(25.4)
(4.5%) (+19.4p) (-2.5p) 2.브리티시컬럼비아대(11.7)
3.맥길대(11.4)
4.앨버타대(6.1)
5.BC Cancer Agency(5.1)
559
27.0
9.9
1.중국과학원(23.3)
(3.6%) (+15.1p) (+13.4p) 2.절강대(9.7)
3.청화대(8.9)
4.홍콩대(5.9)
5.사천대(5.2)
332
25.3
-5.4
1.서울대(32.2)
(2.2%)
(13.4p) (-1.9p) 2.한양대(12.7)
3.연세대(12.3)
4.KAIST(8.4)
5.KIST(7.2)

주요협력국가 (%)

1.미국(25.2)
2.영국(6.1)
3.독일(5.7)
4.프랑스(3.8)
5.일본(3.4)
1.미국(20.4)
2.일본(7.0)
3.싱가포르(5.2)
4.영국(4.1)
5.독일(3.4)
1.미국(21.7)
2.일본(9.3)
3.영국(3.0)
4.독일(2.4)
5.중국(2.4)

중국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가 눈에 띈
다. 미국과의 공동연구 비중이 중국 논문 전체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중-미 연계
가 높고(이는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서구국가가 미국과 연계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 미국과 연계하는 수준보다는 높은 것임), 그에 이어
일본과의 연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
국과 싱가포르의 연계이다. 싱가포르는 BT 분야 논문 총수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
준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 BT 분야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의 워싱턴대와 버클리대에 이어 세계 6위에 오를 정도의 연구역량을 갖고 있다. 이
러한 싱가포르의 BT 연구기관이 중국의 BT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이 싱가포르의 지적 역량을 흡수하거나 그와의 결합을 통
해 BT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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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
전기전자공학 및 컴퓨터 관련 분야, 이른바 IT 영역에서도 미국 논문의 비중은
매우 크다. 2002년 이후 최근까지 IT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미국
논문의 비중은 41.1%에 달한다. 이 분야 세계 주요 5대 연구기관도 모두 미국 대
학일 정도로 미국의 비중은 상당하다.
하지만 IT 분야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논문 총수에서 이미 세계 2위에 올라 있고, 그 비중의 증가속
도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IT 연구 분야 선진국들의
비중이 2005~2008년 사이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같은 기간 중 10대 학술지에 실
린 논문의 전체 증가율을 34.8%p나 앞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IT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major player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위
상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연구에 중국학자들이 자주 공동연구자로
등장하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게 있어 공히 중국은 IT 연구의 제2
대 협력국가이다.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에게도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
어 3대 협력국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IT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보다 중국이 서구 선진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분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만이다. 대만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선 세계 9위에 랭
크되어 있고, 세계 10대 학술지에서 대만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속도는 오
직 중국에만 비견될 정도로 매우 빠르다. 현재, 대만이 IT 연구에 있어 직접 중국
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는, 대만의 주요 협력국가를 살펴볼 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교류ㆍ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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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IT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IT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9)

2위
중국

3위
캐나다

4위
일본

5위
프랑스

주요협력국가 (%)

8,275

10.0
(기준)

14.5
(기준)

1.MIT(2.2)
2.일리노이대(1.8)
3.메릴랜드(1.5)
4.카네기멜런대(1.4)
5.조지아텍(1.3)

n.a

3,399
(41.1%)

10.6
(+0.6p)

2.8
(-11.7p)

1.MIT(5.3)
2.일리노이대(4.4)
3.메릴랜드(3.7)
4.카네기멜런대(3.4)
5.조지아텍(3.2)

1.캐나다(4.6)
2.중국(4.5)
3.이탈리아(2.6)
4.독일(2.3)
5.영국(2.1)

753
(9.1%)

18.3
(+8.3p)

49.3
(+34.8p)

1.홍콩과기대(12.2)
2.서안전자과기대(10.0)
3.절강대(8.4)
4.홍콩중문대(8.2)
5.홍콩성시대(7.0)

1.미국(20.5)
2.싱가포르(5.8)
3.캐나다(3.5)
4.영국(3.3)
5.일본(2.9)

508
(6.1%)

15.9
(+5.9p)

3.2
(-11.3p)

1.토론토대(15.7)
2.워털루대(13.0)
3.브리티시컬럼비아대(10.4)
4.퀸즈대(6.5)
5.맥길대(6.1)

1.미국(30.5)
2.중국(5.1)
3.독일(3.7)
4.영국(2.8)
5일본(2.8)

433
(5.2%)

7.0
(-3.0p)

-1.4
(-15.9p)

1.게이오대(11.5)
2.도쿄대(10.6)
3.나가오카 기술대(5.3)
4.오사카대(5.1)
5.도호쿠대(5.1)

1.미국(12.5)
2.중국(5.1)
3.한국(3.5)
4.캐나다(3.2)
5.영국(3.2)

414
(5.0%)

18.8
(+8.8p)

17.4
(+2.9p)

1.CNRS(9.9)
2.INRIA(7.2)
3.INRIA RHONE ALPES(3.4)
4.Ecole Normale Super(2.7)
5.INRIA Sophia Antipolis(2.4)

1.미국(17.4)
2.영국(5.8)
3.이탈리아(4.6)
4.스페인(4.3)
5.독일(3.4)

전체

1위
미국

주요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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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계속
IT

9위
대만

10위
한국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9)

주요연구기관(%)

주요협력국가(%)

347
(4.2%)

33.3
(+23.3p)

24.1
(+9.6p)

1.대만국립대(12.4)
2.원지대학(10.1)
3.국립교통대(9.8)
4.국립성공대(8.6)
5.국립대만과기대(8.6)

1.미국(12.7)
2.캐나다(2.0)
3.일본(2.0)
4.영국(1.4)
5.독일(1.4)

305
(3.7%)

28.7
(+18.7p)

2.7
(-11.8p)

1.KAIST(16.7)
2.POSTECH(11.8)
3.서울대(10.8)
4.부산대(6.2)
5.연세대(5.6)

1.미국(21.0)
2.일본(4.9)
3.중국(3.0)
4.캐나다(2.0)
5.영국(1.3)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양자 간의 IT 연구 연대가 강화되
면 매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국 IT 연구의 주체가 되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홍콩 대학들의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맺는 국제적 공동연구 네트워크 속에서는 미
국 외에 싱가포르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BT에 이어)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 특히 홍콩과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국 연구
역량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국 서북 내륙의 전자 관련 연구기지라 할 수 있는 서안의 전자과기대
학의 역할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 내 과학기술 연구가 특정 명문대학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분야별 특성화 대학에 의해 수행되는 측면이 (적어도 한국보다) 상대
적으로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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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T
최근 대표적인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로 꼽히는 NT는 중국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띄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 역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NT 관련 세계 10대 학술지 논문 중 45.5%가 미국 논문이고 5대 주
요 연구기관 중 4곳이 미국 대학들이다. 하지만 중국과학원이 세계 2대 주요 NT
연구기관에 포함될 정도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두드러진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NT 연구 증가 속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여서 급속한 catch-up이 기대된다. 특히 NT는 신생 기술 영
역인 만큼 중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
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비슷한 선상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추진해나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NT 선진
국의 연구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내 NT 연구는 홍콩 등에 의지하는 정도가 작고, 중국과학원을 필두로 대
륙 본토의 여러 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NT 분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
가들의 비중과 증가 추세(일본 제외: 10대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낮
아지고 있음) 연구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세계 7위 안에 한ㆍ중ㆍ일 3국이 모
두 포함되며, 대만은 다소 뒤처진 세계 14위 수준에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
고 있다. 또한 NT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의 논문 전체 증가 추세보다 중국, 한국,
대만의 논문이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
다. 세계 1위인 미국의 NT 연구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은 나란히 주요 협력국가
의 리스트(각각 2, 3, 4위)에 올라 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은 N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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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다른 한편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NT 연구에 있어 아시아 내에서는 주로 일본에 기대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과 상당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대만이 중국
과 직접 연계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NT
분야에서 약진하는 중국과 보다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는 BT, IT에 이어 NT에서도 중국의 주요 연구 협력 파트너로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3-7. NT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NT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8)

9,512

33.6
(기준)

25.4
(기준)

1.버클리대(2.5)
2.중국과학원(2.1)
3.MIT(2.0)
4.하버드대(1.9)
5.노스웨스턴대(1.6)

4,325
(45.5)

32.2
(-1.4p)

25.7
(+0.3p)

1.버클리대(5.5)
2.MIT(4.5)
3.하버드대(4.1)
4.노스웨스턴대(3.6)
5.라이스대(3.1)

903
(9.5)

34.1
(+0.5p)

10.6
1.뮈니히대(7.8)
(-14.8p) 2.막스플랑크 폴리머연구소(4.7)
3.막스플랑크 콜로이드연구소(4.5)
4.막스플랑크 미시구조물리학연구
소(4.4)
5.함부르크대(4.3)

전
체

1위
미
국

2위
독
일

주요연구기관 (%)

주요협력국가 (%)

n.a

1.독일(3.3)
2.중국(3.0)
3.한국(2.3)
4.일본(1.9)
5.영국(1.2)
1.미국(15.6)
2.영국(6.4)
3.프랑스(5.3)
4.스위스(4.9)
5.중국(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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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7. 계속
NT

3위
중
국

4위
일
본

5위
영
국

7위
한
국
14
위
대
만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8)

주요연구기관 (%)

주요협력국가 (%)

746
(7.8)

56.9
40.6
1.중국과학원(26.4)
(+23.3p) (+15.2p) 2.남경대(7.6)
3.청화대(7.6)
4.호남대(6.7)
5.북경대(6.7)

1.미국(17.4)
2.독일(4.7)
3.일본(3.6)
4.싱가포르(2.4)
5.영국(1.9)

607
(6.4)

22.5
(-11.1p)

11.0
1.도쿄대(16.6)
(-14.4p) 2.국립고등과학기술원(9.6)
3.국립재료과학연구소(6.9)
4.도호쿠대(6.9)
5.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5.7)

1.미국(13.3)
2.중국(4.4)
3.멕시코(3.1)
4.프랑스(2.8)
4.독일(2.8)

554
(5.8)

32.3
(-1.3p)

12.1
1.케임브리지대(16.8)
(-13.3p) 2.크랜필드대(10.8)
3.런던임페리얼대(9.7)
4.맨체스터대(4.9)
4.옥스퍼드대(4.9)

1.독일(10.5)
2.미국(9.2)
3.프랑스(4.9)
3.이탈리아(4.9)
5.스코틀랜드(3.2)

384
(4.0)

75.9
38.1
1.서울대(20.8)
(+42.3p) (+12.7p) 2.KAIST(14.3)
3.고려대(8.1)
4.POSTECH(7.3)
5.서강대(6.5)

1.미국(25.5)
2.일본(3.9)
3.영국(3.4)
4.독일(2.3)
5.호주(1.8)

186
(2.0)

63.0
45.4
1.국립성공대(31.7)
(+29.4p) (+20.0p) 2.국립청화대(21.5)
3.국립대만대(21.0)
4.대만중앙연구원(12.9)
5.국립교통대(12.4)

1.미국(13.4)
2.캐나다(1.6)
2.일본(1.6)
4.영국(1.1)
4.독일(1.1)

라. ET
환경ㆍ에너지 분야, 즉 ET 분야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선도하고 캐나다
와 같은 선진국이 주도해왔다. 높은 소득수준과 그에 걸맞은 삶의 품질을 추구하는
선진국에서 ET 연구를 이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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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중국은 또 다른 맥락에서 최근 ET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산화탄
소 배출 최대 국가가 된 것이 상징하듯,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최근 이의 해소 혹은 부분적인 완화 없이
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중국 역시 ET 분야의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실에 닥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수요가 중국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선진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ET 연구에 나서게 하는 것으로 보
인다. 다시 말해, ET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거두고 있는 성과는 technology-push
라기보다는 demand-pull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ET 분야
를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 참고)하는 것 역시 중국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소 독특한 배경에서 추동되고 있는 중국의 ET 연
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ET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에
2002~2008년 기간 중 실린 논문 편수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그러나 중국 논문의 매우 가파른 증가세와 2002~2008년 누적 논문 편수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만이 존재함을 보면, 2009년
까지 합산할 경우 중국이 캐나다를 추월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ET 연구 국가
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중국과학원은 ET 분야 세계 3
대 주요 연구기관의 하나로 미국의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ET 연구에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꼽힌다.
또한, 전통적인 ET 연구 선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은 ET 분야 10대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중국은 다른 어떤 연구
분야에서보다 더욱 두드러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2~2005년, 2005~2008
년 기간 중 ET 분야 중국 논문은 이 분야 10대 학술지에 실린 전체 논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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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각각 19.4%p, 45.2%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ET 연구 수행 주체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학
원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대륙 본토와 홍콩의 주요 대학이 뒤를 따르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 ET 연구에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는 이 분야 선진국
들이 주를 이루되 일본의 비중이 다소 높고, 호주의 역할이 눈에 띈다는 점이 특징
으로 꼽힌다. ET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듯하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ET 논문 편수에서 중국보다 그 절대
수가 적고, 증가율도 중국에 못 미치지만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은 세계 15위, 대만은 16위로 세계에서 차
지하는 절대적 비중이 크지 않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나마 늘
어가는 추세 속에 있어 ET 분야 연구에 있어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실제로 ET 분야 10대 학술지에 실린 일본 논문 중 중국 학자의 참여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10%를 넘는 등 중ㆍ일 공동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논문에서 역시 중국 학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 발견되지
만, 그 정도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 크게 못 미쳐,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한-중 공동
연구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T 연구 주요 국가들의 연구수행 주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BT, IT, NT 등
에 비해 국가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
국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의 ET 분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
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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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8. ET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ET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8)

22,471

2위
캐나다

3위
중국

4위
영국

5위
독일

주요협력국가 (%)

14.5
(기준)

9.4
(기준)

1.US EPA(2.4)
2.버클리대(1.6)
3.중국과학원(1.6)
4.하버드대(1.3)
5.US GEOL SURVEY(1.2)

8,968
(39.9)

13.1
(-1.4p)

0.1
(-9.3p)

1.US EPA(6.1)
2.버클리대(4.0)
3.하버드대(3.2)
4.US GEOL SURVEY(2.9)
5.UC 데이비스(2.6)

1.캐나다(4.3)
2.중국(2.7)
3.영국(2.4)
4.독일(1.9)
5.프랑스(1.5)

1,323
(5.9)

16.3
(+1.8p)

3.3
(-6.1p)

1.토론토대(14.7)
2.Environment Canada(14.2)
3.앨버타대(7.6)
4.브리티시컬럼비아(7.4)
5.맥길대(6.3)

1.미국(29.5)
2.영국(5.2)
3.독일(4.1)
4.중국(3.3)
5.프랑스(3.1)

1,305
(5.8)

33.9
(+19.4p)

1,046
(4.7)

18.1
(+3.6p)

7.7
(-1.7p)

1.랭커스터대(12.0)
2.런던임페리얼대(7.0)
3.버밍엄대(5.9)
4.셰필드대(5.5)
5.리즈대(4.6)

1.미국(20.3)
2.독일(7.7)
3.캐나다(6.6)
4.스코틀랜드(5.9)
5.프랑스(5.4)

922
(4.1)

11.8
(-2.7p)

1.9
(-7.5p)

1.Bayreuth대(4.7)
2.뮈니히 기술대(4.1)
3.막스플랑크 Biogeochem연구소
(4.0)
4.튀빙겐대(3.6)
5.GSF(3.5)

1.미국(18.5)
2.스위스(11.1)
3.영국(8.8)
4.프랑스(7.4)
5.네덜란드(6.5)

전체

1위
미국

주요연구기관 (%)

54.6
1.중국과학원(27.1)
(+45.2p) 2.북경대(6.6)
3.절강대(5.5)
4.청화대(5.0)
5.홍콩과기대(4.5)

n.a

1.미국(18.4)
2.일본(6.7)
3.캐나다(3.4)
4.영국(2.7)
5.호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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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8. 계속
ET

7위
일본

15위
한국
(16위
대만)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8)

주요연구기관 (%)

811
(3.6)

16.1
(+1.6p)

14.6
(+5.2p)

1.국립고등과학기술원(10.2)
2.도쿄대(7.6)
3.홋카이도대(7.3)
4.교토대(7.2)
4.국립환경연구소(7.2)

365
(1.6)

15.6
(+1.1p)

24.0
1.서울대(17.0)
(+14.6p) 2.POSTECH(12.3)
3.전북대(6.3)
4.KAIST(4.9)
5.고려대(4.7)

주요협력국가 (%)

1.미국(15.4)
2.중국(10.7)
3.캐나다(3.7)
4.독일(3.1)
5.영국(2.3)
1.미국(24.7)
2.일본(4.4)
3.인도(4.1)
4.캐나다(2.2)
4.중국(2.2)

마. ST
우주항공(ST) 기술은 국방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까닭에, 공개된 학술 논문
으로 각국의 연구 역량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 위에서나마, ST 분야 SCI 10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국가별
로 분류,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절대적 비중이다. ST 분야 SCI 10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미국
논문의 비중은 50%를 넘는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은 국방 관련 국가 기구가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의 ST 분야 연구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 중
하나이지만, 미국 ST 연구의 특성상 외국과의 공동연구 비중이 미미하다(한국은
제1 협력국가이지만 한-미 공동연구의 비중은 미국 논문의 1.8%에 지나지 않음)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의 ST 연구는 해당국 역내 우방국과 공동
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ST 분야 논문 편수에서 미국의 1/12.5에 그치고 있지만, 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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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타국에 비해 훨씬 빠르다. 중국의 ST 분야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 분야에서와는 크게 대조적으로, 중국과학원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신 청화대, 북경항공항천대, 하얼빈공대, 국방과학기술대 등 주요 대학 및
특성화 대학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ST 분야의 연구 성과가 학술
논문으로 공개되는 정도가 타 분야에 비해서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같
이 비공개되는 연구의 수행 주체는 중국과학원과 같은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중국 대학이 주도하는 공개된 ST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ST 연구에 있어서도 싱
가포르가 주요 협력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한국은 ST 연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고 중국과의 협력
은 인도와의 협력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
표 13-9. ST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주요연구기관 (%)
(’02~’05) (’05~’08)
(’02~’08)
7,055
-0.7
0.0
1.NASA(5.5)
(기준)
(기준) 2.USAF(3.1)
3.버지니아폴리텍(2.1)
전체
4.미시간대(2.0)
5.OFF NATL ETUD & RECH
AEROSP(1.9)
3,546
-4.5
-0.6
1.NASA(10.9)
(50.3)
(-3.8p)
(-0.6p) 2.USAF(6.1)
1위
3.버지니아폴리텍(4.1)
미국
4.미시간대(4.0)
5.USN(3.2)
401
-9.1
1.3
1.OFF NATL ETUD & RECH
2위
(5.7)
(-8.4p)
(+1.3p)
AEROSP(33.9)
프랑스
2.CNRS(9.0)

ST

주요협력국가 (%)

n.a

1.한국(1.8)
2.이탈리아(1.4)
3.캐나다(1.2)
4.일본(1.1)
5.러시아(1.1)
1.독일(8.5)
2.이탈리아(6.7)
3.미국(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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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9. 계속
ST

누적
성장률
성장률
논문수
(’02~’05) (’05~’08)
(’02~’08)

2위
프랑스
401
(5.7)

12.0
(+12.7p)

-4.2
(-4.2p)

340
(4.8)

19.9
(+20.6p)

3.2
(+3.2p)

340
(4.8)

5.4
(+6.1p)

-2.9
(-2.9p)

299
(4.2)

-3.9
(-3.2p)

3.3
(+3.3p)

283
(4.0)

-5.3
(-4.6p)

23.7
(+23.7p)

237
(3.4)

-1.8
(-1.1p)

1.9
(+1.9p)

2위
독일

4위
영국

4위
이탈
리아

6위
일본

7위
중국

10위
한국
(14위
대만)

주요연구기관 (%)

3.ESA(7.7)
4.Ecole Cent Lyon(4.7)
4.파리6대학(4.7)
1.DLR(19.7)
2.슈투트가르트대(9.5)
3.ESOC(7.7)
4.German Aerosp CTR(5.7)
5.OFF NATL ETUD & RECH
AEROSP(4.5)
1.사우스앰턴대(13.5)
2.케임브리지대(12.6)
3.크랜필드대(7.9)
4.서레이대(7.6)
5.배스대(6.2)
1.피사대(12.6)
2.UNIV ROMA LA SAPIENZA(11.8)
3.POLITECN TORINO(9.4)
4.POLITECN MILAN(9.1)
5.ESRIN(8.8)
1.JAPAN AEROSP EXPLORAT
AGCY(21.1)
2.도호쿠대(14.4)
3.도쿄대(12.0)
4.나고야대(7.0)
5.NATL AEROSP LAB(6.4)
1.청화대(11.7)
2.북경항공항천대(10.6)
3.하얼빈공대(9.9)
4.홍콩기술대(7.1)
5.국방과학기술대(6.7)
*6.중국과학원(6.0)
1.서울대(23.6)
1.KAIST(23.6)
3.KOREA AEROSP RES INST(8.4)
4.연세대(4.6)
5.AGCY DEF DEV(4.2)

주요협력국가 (%)

4.네덜란드(4.5)
5.영국(4.2)
1.네덜란드(9.2)
2.프랑스(8.5)
2.미국(8.5)
4.영국(4.0)
4.이탈리아(4.0)
1.미국(7.9)
2.이탈리아(6.2)
3.프랑스(5.0)
4.독일(4.7)
5.네덜란드(3.5)
1.미국(14.7)
2.프랑스(7.9)
3.영국(6.2)
4.네덜란드(5.0)
5.독일(4.7)
1.미국(12.7)
2.한국(3.3)
3.중국(1.7)
3.캐나다(1.7)
5.호주(1.3)
1.미국(12.4)
2.영국(3.9)
3.싱가포르(2.8)
4.캐나다(2.5)
5.일본(1.8)
1.미국(27.0)
2.일본(4.2)
3.캐나다(3.4)
4.인도(1.7)
4.북아일랜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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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
해양 기술 분야는 중국이 최근 그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중장기 과학기술 발
전계획, 863계획 등에 육성 목표로서 추가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해양 기술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주체는 국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ET, ST 분야에서도 일정정도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들 영역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관련이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발전 단계상 pre-competitive stage에 있어 민간 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개별 대학들이
위탁 연구를 수행하는 정도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중국, 한국이 나란히 3, 4, 5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의 발전추
세를 살펴보면 역시 중국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
기술 연구는, 홍콩의 참여 속에서, 호주 및 싱가포르 등과 적극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주(특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는 자국의 해양 연구에 있어 대
만 등과도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의 해양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역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의 해양 기술 연구에서는 중국과학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
련이공대, 상해교통대와 같이 조선ㆍ해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소수의 특성
화 대학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우
각 기술 영역별 특성화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등 외국이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해양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연구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협력국가로 등장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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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연계 정도는 높은 반면, 중국과의 연계는 인도, 러시아
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해양 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중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 노력을 감안할 때 한-중 연계의 강화를 전략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3-10. 해양 기술 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해양

전체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중국

누적논문수 성장률
성장률
주요연구기관 (%)
(’02~’08) (’02~’05) (’05~’08)
4,336
1.3
-0.3 1.USN(3.5)
(기준)
(기준) 2.NOAA(2.9)
3.WOODS HOLE OCEANOG
INST(2.5)
4.NASA(2.3)
5.INDIAN INST TECHNOL(2.3)
1,541
0.9
-9.1 1.USN(9.8)
(35.5)
(-0.4p)
(-8.8p) 2.NOAA(8.1)
3.WOODS HOLE OCEANOG
INST(6.9)
4.NASA(6.5)
5.텍사스A&M 대(4.5)
397
6.1
0.6
1.플리머스대(8.8)
(9.2)
(+4.8p) (+0.9p) 2.사우스앰턴대(7.1)
3.노팅엄대(6.5)
4.옥스퍼드대(5.5)
5.런던임페리얼대(5.3)
362
-6.8
2.8
1.도쿄대(13.3)
(8.3)
(-8.1p)
(+3.1p) 2.오사카대(8.8)
3.교토대(8.0)
3.요코하마대(8.0)
5.규슈대(6.1)
225
18.6
9.1
1.대련이공대(27.1)
(5.2)
(+17.3p) (+9.4p) 2.중국과학원(24.9)
3.상해교통대(9.8)
4.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5.3)
5.CHINA SHIP SCI RES CTR(4.4)
5.홍콩기술대(4.4)

주요협력국가 (%)

n.a

1.이탈리아(4.0)
2.캐나다(3.1)
3.일본(3.1)
4.한국(3.0)
5.영국(2.7)
1.미국(10.3)
2.이탈리아(6.5)
3.네덜란드(6.0)
4.스페인(4.5)
5.프랑스(4.0)
1.미국(13.3)
2.한국(6.4)
3.영국(3.0)
4.중국(2.2)
5.호주(1.9)
1.미국(15.6)
2.호주(8.0)
3.영국(5.3)
4.싱가포르(4.0)
4.덴마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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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0. 계속
해양

5위
한국

5위
호주

10위
대만

누적논문수 성장률
성장률
주요연구기관 (%)
(’02~’08) (’02~’05) (’05~’08)
216
15.7
-1.1 1.서울대(25.9)
(5.0)
(+14.4p) (-0.8p) 2.부산대(18.5)
3.KORDI(8.3)
4.한양대(7.9)
5.KOREA OCEAN RES & DEV
INST(6.0)
216
-1.2
-3.9 1.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20.4)
(5.0)
(-2.5p)
(-3.6p) 2.그리피스대(12.0)
3.퀸즐랜드대(10.6)
4.시드니대(9.3)
5.뉴사우스웨일스대(8.8)
180
-2.9
1.5
1.국립성공대(28.3)
(4.2)
(-4.2p)
(+1.8p) 2.국립대만해양대(25.0)
3.국립대만대(18.3)
4.국립순얏센대(14.4)
5.대엽대(4.4)

주요협력국가 (%)

1.미국(21.3)
2.일본(10.6)
3.인도(2.3)
3.러시아(2.3)
5.중국(1.9)
5.영국(1.9)
1.미국(11.1)
2.중국(8.3)
3.영국(6.0)
4.캐나다(5.6)
5.대만(4.2)
1.미국(11.1)
2.호주(5.0)
3.한국(1.7)
4.영국(1.1)
4.인도(1.1)
4.이탈리아(1.1)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국은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
라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
은 여전히 중국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인식하여 최근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에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세계 10대 학술지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세계 4위에 랭크되
지만, 그 연구의 주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대륙 본토의 대학이나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은 보이지 않고, 홍콩의 대학들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자기업의 연구
기관이 주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1차적으로 이는, 중국이 미국, 독일, 캐나다, 영
국 등 소프트웨어 기술 선진국에 비해 자주적 역량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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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논문 비중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
체로 증가세에 있어 소프트웨어 선진국들의 경쟁력이 공고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낙오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홍콩을 포함
한) 중국 내 소프트웨어 논문의 증가속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
은 중국에게 있어 일단 긍정적이다. 비록 그것이 중국 대륙 자체의 내생적 연구역
량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국 내 외국자본 혹은 인근 홍콩의 지식생산은 중국 대륙
의 관련 지식 소화 흡수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의 연구 역량을 중국 대륙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홍콩은 비록 ‘일국양제’(一國兩制)의 틀 속에서나마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이뤄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CEPA 협정으로 인해 중국과 홍콩의 결합을 통한 시
너지 효과의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즉, 중국 대륙의 하드웨어적 발전
을 홍콩이 서비스[특히, KIPS(Knowledge- Intensive Producers’ Service)] 및 소
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
가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 17위로 상당히 뒤처져 있고 소프트웨어 세계 10대 학술지에
실린 한국 논문의 비중은 최근(2005~2008년) 가파른 증가세가 꺾인 듯 보인다. 더
불어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매우 높은 의존도가 특징으로 꼽힌다. 이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하드웨어적 성장을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활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일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역량이 적어도 본고의 논문 분석 속에서는 분
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분발과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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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1.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10대 학술지 분석
소프트 누적논문수 성장률 성장률
주요연구기관 (%)
주요협력국가 (%)
웨어 (’02~’08) (’02~’05) (’05~’08)
5,972
4.8
0.1
1.MIT(2.7)
(기준)
(기준) 2.버클리대(2.6)
n.a
3.스탠퍼드대(2.2)
전체
4.조지아텍(2.0)
5.카네기멜론대(1.9)
3,161
4.9
-1.5 1.MIT(5.2)
1.캐나다(2.8)
(52.9)
(+0.1p) (-1.6p) 2.버클리대(5.0)
1.독일(2.8)
1위
3.스탠퍼드대(4.2)
3.중국(2.4)
미국
4.조지아텍(3.7)
4.영국(1.7)
5.카네기멜론대(3.7)
5.이스라엘(1.6)
361
4.6
9.8
1.슈투트가르트대(5.8)
1.미국(24.4)
(6.0)
(-0.2p) (+9.7p) 2.MPI INFORMAT(5.0)
2.영국(5.3)
3.뮈니히 기술대(4.4)
3.캐나다(4.7)
2위
독일
4.콘스탄츠대(4.2)
4.네덜란드(3.9)
5.막스플랑크 INFORMAT연구 5.스위스(3.6)
소(3.6)
316
6.6
5.5
1.브리티시컬롬비아대(21.2)
1.미국(27.8)
(5.3)
(+1.8p) (+5.4p) 2.토론토대(11.7)
2.독일(5.4)
3위
3.워털루대(11.1)
3.프랑스(4.4)
캐나다
4.사이먼프레이저대(8.9)
4.중국(3.8)
5.칼턴대(6.3)
5.이탈리아(3.5)
254
19.0
22.6 1.홍콩과기대(15.7)
1.미국(29.5)
(4.3)
(+14.2p) (+22.5p) 2.홍콩중문대(14.2)
2.싱가포르(5.5)
3.MICROSOFT
RES 3.캐나다(4.7)
4위
중국
ASIA(13.4)
4.호주(3.5)
4.홍콩성시대(13.0)
5.대만(3.1)
5.홍콩대(11.0)
253
3.6
18.6 1.케임브리지대(9.1)
1.미국(21.3)
(4.2)
(-1.2p) (+18.5p) 2.맨체스터대(7.5)
2.독일(7.5)
5위
3.랭커스터대(6.3)
3.네덜란드(4.0)
영국
4.브루넬대(5.9)
4.스페인(3.6)
5.사우스앰턴대(5.5)
5.프랑스(3.2)
5.이탈리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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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1. 계속
소프트 누적논문수 성장률 성장률
주요연구기관 (%)
웨어 (’02~’08) (’02~’05) (’05~’08)
105
18.6
-7.2 1.도쿄대(37.1)
(1.8)
(+13.8p) (+7.3p) 2.교토대(15.2)
3.오사카대(6.7)
10위
일본
4.도쿄기술원(4.8)
4.쓰쿠바대(4.8)

17위
한국

62
(1.0)

29.4
(+24.6p)

-5.4 1.KAIST(24.2)
(-5.5p) 2.서울대(17.7)
3.고려대(11.3)
4.이화여대(8.1)
4.POSTECH(8.1)

주요협력국가 (%)

1.미국(24.8)
2.중국(6.7)
3.캐나다(3.8)
4.독일(2.9)
5. 영국/ 핀란드/ 프랑
스/한국(각1.9)
1.미국(41.9)
2.중국(6.5)
3.호주(3.2)
3.일본(3.2)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앞 장들에서는 주로 SCI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위상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발전추세와 동력,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명
시적으로 천명하고 또한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과학기
술 발전 방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그로부터 한국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를 가장 큰 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2020년
까지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
요(이하 중장기 과기계획)이다. 중장기 과기계획은 2003년 출범한 현 후진타오
체제에서 수립된 것으로 2006년 이래 현재 중국의 과기정책을 이끄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장기 과기계획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수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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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중장기 과기계
획의 수립배경을 소개한 뒤, 중장기 과기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2000
년대 들어오면서 기존의 성장방식에 대한 반성과 회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제의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서도 핵심기술과 고부가가치 부문은 여전히 외자에 의존하
는 정도가 크고, 중국 국내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는 생산부문이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었다.16) 이와 같은 목소리는 현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는데, 후진타오 체제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11
차 5개년(2006~2010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11ㆍ5계획)은 ‘자주적 혁신(自主
創新)’과 ‘순환경제(循環經濟)’의 추구에 매우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그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연구를 보다 장기에 걸쳐 이끌어갈 청사진으로서 중
장기 과기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자주적 혁신’을 강조하는 11ㆍ5계획과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은, 중국의 기술추
격(technology catch-up) 전략에 대한 일정한 수정을 뜻하는 것이다. 즉, 1990년대
이래 지금껏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전략이던 이른바 ‘시장-기술 교환 전략(市場換技
術)’에 대한 재고(再考)가 이뤄짐을 의미한다.17)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추격 전략
수정은, WTO 가입 등으로 외자기업에게 ‘선진기술’의 도입을 시장 진입의 명시적

16) 상무부 산하 연구소가 발간한 2004跨国公司在中国报告에 따르면 중국의 28개 주요 산업 중
21개 산업에서 외자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자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맥주, 유리, 엘리베이터, 가전, 화장품, 의약, 자동차, 감광재료, 핸드폰, 컴퓨터 등이
었다. 은종학(2006) 참고.
17) 시장-기술 교환전략이란, 외자기업에게 중국 시장 접근을 허락하는 대가로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
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전략. 즉, 시장을 주는 대신 기술을 받는 전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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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으로 내걸 수 없게 된 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18) 보
다 근본적으로는 시장-기술 교환 전략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
식의 전환 속에서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과학기술 역량 축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장기 과기계획은 2020년까지 정책목표로 자주적 혁신 능력의 강화,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분야의 종합적 실력 강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성과의 획
득, 혁신형 국가(创新性国家)의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을 세부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i) 제조업 및 IT 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선진 수준
에 근접시키며 ii)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을 제
고하고 식품안전을 달성하고 iii) 에너지 개발 및 절약 기술 향상을 통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세계 선진 수준에 근접시키고 iv) 중점 산업과 도시 지역
에서 친환경 순환경제를 실천하며 v) 중대 질병의 방지수준을 급속히 높이며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 수준을 제고하고 vi) 현대식 무기와 설비를 자주
적으로 연구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방 능력을 제고하고
vii)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진을 육성해 과학기술발전의 주된 영역에서 영향
력 있는 성과를 거두고, 특히 정보기술, 생물, 신재료,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며 viii)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기업 역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을 보유케 함으로써 중국특색의 국가혁신체제를 완성
한다는 것이다.19)
위 중장기 과기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중국 나름의 독특하고도

18) WTO 가입과 함께 중국은 외자기업에게 선진기술 도입, 외환평형의무(수출의무), 국산화 비율 등
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19) 國家技術前瞻硏究組(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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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의 현 상황 속에서 이미
존재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점들의 해
법(solution)을 찾는 기술 개발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수
요(technological demand)에 조응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과학
적 발명ㆍ발견을 우선시하고 기술개발은 과학적 발명ㆍ발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기존의 이른바 top-down식 사고방식을 중국이 탈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요견인형(demand-pull) 기술개발 혹은 bottom-up식 사고방식이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0
년까지 중장기에 걸쳐 있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기도 하다.
실제로, 중장기 과기계획의 ‘중점영역 및 우선주제’는 중국 사회의 긴급한 필요
(수요)에 조응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도달가능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
는 기술 영역이면서, 산업 및 국방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68
개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11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 내 중점 사업은
[글상자 13-1]과 같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열ㆍ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동시에,
전통적 에너지원이지만 중국에 비교적 풍부한 석탄을 친환경적ㆍ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거대 경제 중국의 고도 성
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이 적극 추진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체르노빌 사건 이후 크게 개선된 원자력
발전 기술의 구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석유 자원의 추가 확보
를 위해 극지의 복잡한 환경에서의 탐사 기술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의 방대함으로 인해 에너지의 원격 전송에 필요한 기술(특고압 교류 등)
도 중국의 긴박한 기술 수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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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3-1. 중국 중장기 과기계획 중점영역 및 우선과제
1. 에너지: 석탄 청정 고효율 활용 기술, 석유 가스 자원 탐사, 원자력 발전, 연해 및 서부 내
륙 지역에서의 풍력 발전, 태양열ᆞ생물질 등 대체 에너지 개발
2. 수자원과 광산자원: 운하 건설, 해수 담수화, 자원탐사 기술 및 관련 굴착 장비 등
3. 환경: 오염 지역 생태 복원 및 모니터링
4. 농업: 환경친화적 비료,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 우량품종의 개발, 농산품 심가공, 농업 기
계 개발 등
5. 제조업: 기계, 부품 및 재료 기술, 해양개발 장비 등
6. 교통: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철도, 선박
7. 정보 및 현대적 서비스 산업: 집적회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지식집약생산자서비스
8. 인구 및 건강: 중의약 현대화 등
9. 도시화: 도시 종합관리 기술
10. 공중 안전: 지진, 태풍, 홍수, 테러 등 자연재해 대처
11. 국방분야: 자세한 내용 미공개

중국은 극심한 수자원 부족 상태에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담화 기술
의 개발과 지역간 수자원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운하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 역시 중국이 처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 및 악화 방지에 기술 개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비료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유기농에
대한 이상적 추구보다는 환경친화적 비료개발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한편,
BT 기술을 활용해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과학 농경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한 농촌 빈곤문제를 풀고 국내외적으로 자주 제기되는 중국산
식품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개발과 농산물 심가공에 관한 기술개발
도 추진됨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부품기술과 재료기술 개발에 박
차를 가하면서, 제조장비(디지털 제어선반 등 공작기계 및 중대 플랜트 장비) 기술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재료기술 개발은 중국 학계
가 최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해양 공정기술 및 장비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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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해양 기술 분야는 최근 중국이 ‘863계획’을 포함한 각종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추가 편입시키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
을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교통운수ㆍ도시화ㆍ공중 안전 관련해서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
한 기술 개발이 초점이다. 공항, 항만, 철도 및 도로 교통 시스템, 도시 종합 관리,
재해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등이 그것이다. 그에 더해, 대마력 기관
차, 특종 대형 차량, 하이테크 선박 등의 제조 기술 개발도 수반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경제의 하드웨어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운영 및 사회 관리(경
우에 따라서는, 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보안 기술의 개발
에도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보안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해킹에 대한 대비, 새로운 비밀번호 기술의 개발은 민간부문과 국방부문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과기 발전 정책의 첫걸음은 중국적 맥락 위에서 긴급
한 기술수요에 대한 조응 차원에서 이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현존
하는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병목이 곧 ‘기술 기회’(technological opportunity)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기술영역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한 발 앞서
경험과 노하우를 누적시킨 분야가 있는 만큼, 그를 중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중장기 과기계획이 중국의 현실적 기술수요에
조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가 응용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적 기술발전 방향’과 ‘신흥산
업의 형성과 발전’에 인솔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 과기계획은 8대 기술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i) BT
ii) IT iii) 신소재기술 iv) 초소형 초대형 초강력 자기장하의 극단 제조기술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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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제조기술 v) 제4세대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vi) 해양 환경 모니터링, 선박,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기술 vii) 레이저 기술 viii) 우주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앞 장에서 SCI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첨단 기술 분야(5T 및 해양기술)와 기본
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서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고려 위에서 대형 항공기의 개발, 인공
위성 및 유인 우주선 발사, 달 탐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백질 연구, 양
자(量子) 통제 연구와 같은 중장기적 과학연구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국 중장기 과기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매우 다층적이며
또한 포괄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이 중국 사회의
현실적 수요에 조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기술발전 방향과 중국의 미래 전
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포괄하는 학문 영역도 매우 전면적(全面的)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 예산제약하에서 모든 영역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이 균일하게 추진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학기술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적 관심 목록에서 눈에
띄는 빈자리 혹은 틈새(niche)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아예 추진하
지 않는 어떤 과학기술 분야를 한국이 찾아내어 그에 특화한다는 틈새 전략이 현
실성을 갖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대표하는 중장기 과기계획의 종합적 성격은
다른 각도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 과기계획은 중앙 재정에 의한 과학기술
투자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항상 높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R&D 투자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는 지난 1985년,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원의 분배
를 강화했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0)
이처럼 R&D 분야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의 정책 기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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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에도, 적어도 1990년 이전에는, 과학
기술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개혁ㆍ개방 이후 지속돼 온 ‘시장화’ 기조에 ‘전략
적 고려’가 새로이 가미된 것으로, 체제전환 개발도상국의 시장화 개혁정책이 전략
대국(戰略大國)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는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특정산업 육성정책의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에는 R&D 투자 강화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을 자국경제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번 중장기 과기계획이 ‘전략대국형’임을 시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생
명ㆍ우주항공 등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와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민(民)-군(軍) 결합
의 추진이다.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은 인류 질병의 생물학적 근원 연구, 인류의 활
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역할 분석, 농산물 유전자 조작, 재난 예측 시스템, 에
너지, 신재료, 우주항공 및 달 탐사, 핵심 전자기기, 광대역 무선 이동통신, 대형
항공기 등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선진국에서는 민-군 간 기술공유율이 85%를 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군
용 연구개발과 민수용 연구개발이 분리 추진됨으로써 많은 중복과 낭비가 있었다
며, 앞으로는 국방관련 연구를 민간 연구기관에도 위탁하고 군의 조달사업에 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편, 중장기 과기계획은 개발도상국적 특징도 함께 갖고 있다. 중장기 과기계
획과 함께 발표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과기발전계획 실시에 관한 결정｣21)은,
‘자주적 혁신’은 원천기술의 개발을 바탕으로 한 ‘원시적 혁신(原始創新)’뿐 아니
20) 실제로 중국의 전체 R&D 지출에서 정부 재정에 의한 지출 비중은 이른바 ‘拨款制改革’으로 인
해 1990년 54.9%, 1995년 50.0%, 2000년 33.4%, 2003년 29.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丁厚德(2001)을 참고할 것.
21)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实施科技规划纲要增强自主创新能力的决定｣(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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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합혁신(集成創新)’, ‘수입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消化吸收再创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합혁신과 수입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에 대
한 강조는 중장기 과기계획이 중국의 개도국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술의 소화-흡수-재혁신은 수입기술을 모방하는 데서 시작해 차츰 디자인과
기술에서 독자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22)으로 과거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전
형적인 기술추격 전략이다.
요컨대 중국의 중장기 과기계획은, 외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남으
로써 남미 국가와 같은 종속적 발전을 답습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전략대국의 과
학기술정책을 추구하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기술추격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 있어 중국은 ‘서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ㆍ교역함으로써 윈윈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한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많은 영역에서 한-중 간의 중첩과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첩된 영역에
서 보다 고부가가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전략과 함께, 한ㆍ중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공동의 기술레짐(technological regime)과 기술표준(technological
standards)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과 바람직한 한ㆍ중 과학

22) 이는 이른바 ‘역공정(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기술적 사다리(technological ladder)를
타고 올라가는 전략으로도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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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력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중국 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함께 중국 과학기술 연구의 미시적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978
년 개혁ㆍ개방 이후 근 3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과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주 인용되는 과학기술논문 SCI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 홍콩을 제외하고서도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2007년 기
준)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자주 인용되며 중국을
‘과학강국’으로 칭하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슈퍼파워론’, ‘중국위협론’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과학’
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여 윈윈을 추구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어 왔다. 후자
는, 중국의 기초 과학 역량은 매우 강한 데 비해 그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기술 역
량은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일반의 인식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것이
었음을 밝힌다. 우선, SCI 논문 통계에서 보이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최근 중국
국내 학술지들이 SCI 목록에 한꺼번에 편입(이들은 SCI 학술지에 대한 질적 평가
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묾)됨에 따른 것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SCI 전체 학술지에서 중국의 논문 편수는 미국의 약 1/5이라고 알려져 있지
만, 세계 최고 수준의 2대 혹은 10대 학술지로 분석대상을 좁혀보면 중국은 미국
의 1/3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무
분별한 위기감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기초과학이 강한 반면 응용기술 분야는 취약하여 중국의 과학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국내에 널리 퍼져 있으
나, 이 또한 부정확한 인식이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발
견한 사실은, 중국은 최첨단의 기초 과학 영역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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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는 반면, 산업적 응용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이
른바 매개 과학 및 기술 영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였고 많은 경우 한
국보다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과학과 한국의 기
술을 결합하여 윈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안일한 판단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적 지식의 산업적 응용에 있어 중국은 한국의 도움을 일방
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응용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생각보다 훨
씬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중국은 사회ㆍ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의 對세계 파급효
과가 큰 만큼, 세계적 수준에서 미래 과학기술 연구의 어젠다(agenda)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며, 기술적 진보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큰 시장인 까
닭에 기술표준(technological standards)의 제정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의 핵심적 과학기술 연구집단
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국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 연구는, 대학보다는 ‘중국과학원’이
주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들은 중국 각지의 대학들과 교류협력을 넓혀가고 있으나, 중국과학원에 대한 접근
도는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한-중 협력에서 중국과학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학연 연계가 종전의 폐쇄적, 배타적 성격을 낮춰가는 추세인 만큼, 한국의 기업
들이 중국과학원과의 산-학 연계를 통해 지식산업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내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북경, 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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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른바 명문대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특성화된 대학(예컨대
IT의 경우 서안전자과기대, 해양기술의 경우 대련이공대 및 상해교통대, 우주항공
기술의 경우 북경항공항천대, 하얼빈 공대 등)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국제화되어 있는 만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의 활동뿐 아니라 국
제적 연구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로부터 중국으로의 지식 유입 흐름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본고는 첨단 기술영역, 이른바 5T와 해양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 내 과학자
들이 함께 연구하는 해외의 공동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미국 간 과학기술 연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미
과학기술 연계에 있어서는 미국에 체류하는 (법률적 국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인 과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인센티
브 제공 확대로 이들의 본국 회귀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는 세계적 수준의 중국인 과학자들의 본국 회귀는 아직 전면적이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며, 그들의 회귀는 향후 중국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정치ㆍ사회 환경의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록 해외 중국인 과학자가 본
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내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기술
수요에 조응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이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해외 체류
중국인 과학자들 중 많은 수는 중국의 중요한 과학기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론적으로는 해외 체류 중국인 과학자가 체류국(예컨대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에 기
여하는지 아니면 본국(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으나, 본고의 연구를 통해 후자의 역할이 존재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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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사실은, 한국이 중국과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보다 긴밀한 연계를
하고자 할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과학자들과의 연계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ㆍ중 과학기술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 중 하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중국인 학자와 한국인 학자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해외 체류하는 유능한 중국인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유
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으로 유치한 해외
중국인 과학자의 연구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를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 홍콩, 싱가포르 등을 통해 선진 과학기
술 지식의 창출과 소화 흡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자체적으로
과학대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BT, IT, NT(나노) 등 첨단 기술 연구 영역에서 중국
의 중요한 협력국가로서 등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서 부족함을 메울 뿐 아니라, 각 분야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대외협력의 촉매제로
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속에 호주의 등장도 주목된다. 한국
은,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네트워크가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걸쳐 확대되고 있
음을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은 중국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결함을 보완해주
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이 대중 협력에 있어 맡고자 하는
역할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대만은 현재 중국과 과학
기술 연구에 있어 직접적인 연계가 강하지 않고, 홍콩이나 호주 등을 거쳐 중국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ㆍ대만 간의 정치적 해빙
무드와 경제통합 논의가 높아짐을 감안할 때 중국-대만 간 과학기술 협력이 가져
올 시너지 효과(특히 IT 분야)에 한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 주변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대중 과기협력 네트워크 속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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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중국의 중장기 과기계획을 분석해보면, 미래 중국의 기술 발전은 현재 중국의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완화ㆍ해결하기 위한 기술 분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
다. 예컨대, 중국의 심각한 자원 고갈과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거대한 인구 규모,
광대한 국토(연계, 수송 등의 부담)로부터 야기되는 도시ㆍ교통 관리 등의 문제점
이 기술 진보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 축
적은 더 먼 미래에 극한, 복잡지역에서의 엔지니어링 수요에 중국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역으로 우리에게 경쟁압력을 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적 솔루션 모색은 중국보다 한 발 앞선 시스
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로 교통, 하천 및 도시 관리, 해양기술 및 원자력 발전 등이 그 예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한국은 비록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중국발 기술 수요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중국에서 대규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한국 내 수요
를 먼저 창출하여 국내 기술 공급 주체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선도적으로 축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틈새’(niche)를 찾아 한국
의 공략대상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노력은 그
포괄범주가 매우 넓고 방대한 규모의 과학기술자 집단이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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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계획이 과거와는 달리 자국의 ‘잠재적 수요’에 기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이 관심을 갖지 않는 기술의 (중국을 포함한) 국제시장 수요는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BT, IT, NT, ET, 해양 등 중국이 초
점을 맞추는 영역이 한국의 전략 육성 분야와 상당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은 ‘중국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우회전략 혹은 틈새시장 전략보다는,
중국이 가는 길에서 중국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경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추격이 없는 길’에 들어서려는 전략보다는 ‘중국을 뒤에 놓고
계속 뛰어야 하는 길’의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하드웨어 위주의 중국과 소프트웨어 강
국인 서구 선진국 사이에서 일종의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작용하는 것일 수 있
다.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과학기술 혁명기가 도래하면 중국
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혁명기의 기회를 포착, 활용하려 할 것
이다. 또한, 중국은 제조업 등 hard technology 분야에서의 발전 속도가 (soft
technology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은 hard와 soft
technology의 ‘융합’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은 중국의 hard technology 부문과 긴밀히 연결함과 동시에 soft technology 분야(인간 감성공학, 디자
인, 문화 콘텐츠 등)에서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soft
분야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의 문화적 동
질성으로 인해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독보적 영역이 창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
단된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대만
이 우리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주요 첨단 기술
영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이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음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홍콩, 싱가포르, 호주, 대만 등이 중국과의 교류 협력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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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출하는 시너지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발 과학기술 발전이 야기할 위험과 도전도 있다. 예컨대 NT, BT 등
신생 과학기술은 현실 적용 단계에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윤리적 논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윤
리적 논쟁은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확산과 적용 속도를 늦추기는 하지만, 그 과
정에서 사회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중국은 비민주적인 체제의 특성,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당면한 기술적 과제의
긴급성,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추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이 충
분한 윤리적 검토와 안전성 검증에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과
학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여타 선진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며, 중국과 비슷한 과학기술 궤적에서 한 발짝 앞서 가고자 하는 한국은 새로운 위
험과 윤리적 혼란을 먼저 겪게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다. 그
도전에 처해 한국은 과학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를 숨기고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위험의 조기 인지와 그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 지
식이 한국 사회에 올바로 선택ㆍ수용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공론의 장이 보다
세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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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The recent full-blown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has been called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World War
II. Since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elatively isola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initial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not so severe. Consumpt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has, however, shrunk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China’s export industries suffered from sluggish overseas demand, meaning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clearly caused some serious damage to the Chinese
economy.
Amidst an unprecedented and distressing economic situation, China’s policymakers quickly came up with stimulus packages of RMB 4 trillion for two
years. This stimulus package effectively boosted the Chinese economy, achieving the target growth rate of 8% in 2009. It means that in the midst of a severe global economic recession, only China was able to achieve meaningfu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US which was once touted as the world’s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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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engine, has stagnate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hit double
digits and the status of dollar has been weakened as trust in the dollar as the
key currency has been undermined.
In addition, a rising China is becoming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uyers at the market for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With cash flowing
from huge foreign exchange reserves, China is in a comfortable position to
buy oil and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in the world. The other example of the rise of China can be seen in the automobile industry. China was
expected to produce over 13 million vehicles in 2009, becoming the world's
largest automobile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automobile industry, some
Chinese automakers are eager to acquire brands and technologies from foreign
firms as the domestic auto industry struggles to produce high-end vehicles and
break into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At this point of time, it seems uncertain what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would look like after the end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however, clearly certain that China would be the only winner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at China will join the
ranks of the great powers in world politics and economy.
As illustrated above, the main purpose of these books is to analyze the rise
of China and to seek out the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China relations.
All 22 topics were selected in order to elicit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facing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rise of China.
To give some examples, Korean policymakers are recommended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with China in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way. Also,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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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ly important to seek a balance between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economic relations, Korea should not
be reluctant to explore China’s potentially immense domestic market and to
expand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Korean policymakers must urgently find ways to reverse the current overdependency of the
Korean economy upon China.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ecause China is fast
emerging from the status of a regional powe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power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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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제1 권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제2권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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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제3권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
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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