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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출성장의 주역은 가공무역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급감,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광둥성 수출가공기업들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광둥성 소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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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이혁구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
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
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
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ㆍ수출 중심에서 내
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
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
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
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및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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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을 지
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
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ㆍ비제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
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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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각종 가공
무역 우대정책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근래 들어 환경오염, 지역
격차 등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공무역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다.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에 있어 외자기업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가공무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을 제외하면 줄곧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광둥성 로컬기업뿐만 아니라 광둥성에
진출한 외자기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둥성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중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광둥성은 그동안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을
통해 대외무역 흑자를 실현해 왔으나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및 보호무
역 장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보다 낮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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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수준 및 수출가공기업의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가공무역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를 실시한 경험이 있
어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단일 생산공정에 특화된 중소 위탁가공기업은 원가조정 여력이 미약
하고 수출가격 협상력 또한 미비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홍콩무역발전국
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광둥성에서 파산 또는 영업을 중지한 외자기업이
1,774개사(2008년 2,452개사)에 달하는데 그 중 파산한 기업이 1,430개사,
업종 변경을 한 기업이 221개사, 생산 정지에 들어간 기업이 73개사에 이른
다. 이들 기업의 규모는 종원업 수 100명 이하의 소형기업이 80%를 차지하
고, 나머지는 100~500명 사이의 중소기업이다.
이에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은 세계시장의 수요급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
기 위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외자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시장 진출에는 전환비용과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국에 진출한 수출가
공기업은 중국시장 개척, 자체 브랜드의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내수
전환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재
방식,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과 같은 ‘묵시적 규칙(潛規則)’이 내수시장 진출
을 모색하는 수출가공기업의 가장 큰 숙제다. 또한 유통단계의 운영구조 및
메커니즘은 여전히 효율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가공기업의 내수 전
환은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2010년 현재 한국의 대광동성 투자는 장쑤, 산둥성, 톈진, 랴오닝, 상하이
에 이어 제6위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대중투자의 5.2%에 불과하나 한국
과 광둥성의 교역규모는 전체 한․중 교역의 약 18%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처럼 교역규모에 비해 대광둥성 투자 진출은 미흡
한 수준이지만, 광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009년 기준 약 2,500개이며 등
록되지 않은 기업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 광둥성에 진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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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부분은 홍콩과 인접한 운송망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가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내수시장을 겨냥한 기업 전환과 신규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급변하는 광둥성의 비즈니스 환경과는 달리 광둥성에 기진출한 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광
둥성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 해외수요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비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직
면하게 되는 유통, 물류, 대금결제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
해 광둥성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조
사와 분석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유통채널의 특성 및 내수시장 진입장벽
과 관련하여 ‘묵시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중심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광둥성 소재 외자 수출가공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 성공 사례
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광둥성에 기진출하였거나 중국 내수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전략 수
립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중국 관련 정책 입안
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그동안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내수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내수
시장 현황과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전달과 함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경로 파악에 그치고 있다. 내수시장 공략과 관련하여 KOTRA를 중심으
로 현지조사 및 사례연구가 있으나, 단일 업종 및 기업의 성공사례 현황에

11

제1장 서론 │

대한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광둥성의 비즈니스 환경과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관련 제도적ㆍ비제도적 장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둥성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기업의 광둥성 투자
진출 및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가공무역의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기
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 통계자
료, 정책 발표문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신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광둥성 현지의 관련 기관과 기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을 대
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광둥성 내수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찾아 해당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광둥성 정부의 내수시장 진출 촉진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 정부 관계자
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과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 제3장에서 광둥성의 가공무역 현황과 관련 지원정책, 수출가공기업의 비
즈니스 모델 전환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소재 홍콩,
대만, 한국 등 외자기업 10개사의 기업 전환 및 내수시장 진출사례를 분석하
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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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1. 중국의 가공무역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생산의 국제 분업
에 힘입어 가공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수십 년간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왔으며, 동시에 수출
주도형 외국자본을 대량 유치하였다. 이처럼 가공무역은 중국 전역에서 이루
어졌으며, 특히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 수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중국 가공무역에 많은 문제와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공무역은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는 1983년 42억
4,000만 달러에서 2010년 1조 1,577억 6,000만 달러로 약 274배 증가하였
다. 1980년대 중반까지 가공무역 규모가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10% 수준에 불과했고 일반무역은 80%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였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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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83년 해외직접투자액은 6억 3,600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 들어서는 166배 늘어난 1,057억 3,500만 달
러에 달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
가 일어났다. 1981년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전체 무역총액에서 5.7%에 불과
하였지만, 1990년에 들어서는 38.3%로 급증하였고 1996년에 처음으로 절반
을 넘어서 50.6%에 달했다. 1990년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 가공무역의 비중은 45% 이상을 유지하였다.

❚ 표 2-1. 중국 대외무역 추이(1981~2010년) ❚
(단위: 억 달러, %)

연도

무역총액
수출

수입

가공무역
수출입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입

비중***

1981

220

220

440

11

5.0

14

6.4

25

5.7

1985

274

423

697

34

12.4

41

9.7

75

10.8

1990

621

533

1,154

255

41.1

187

35.1

442

38.3

1995

1,488

1,321

2,809

737

49.5

584

44.2

1,321

47.0

1996

1,510

1,388

2,898

843

55.8

623

44.9

1,466

50.6

1997

1,828

1,424

3,252

996

54.5

702

49.3

1,698

52.2

1998

1,837

1,402

3,239

1,045

56.9

686

48.9

1,731

53.4

1999

1,949

1,657

3,606

1,109

56.9

736

44.4

1,845

51.2

2000

2,492

2,251

4,743

1,376

55.2

926

41.1

2,302

48.5

2001

2,662

2,436

5,098

1,475

55.4

940

38.6

2,415

47.4

2002

3,256

2,952

6,208

1,799

55.3

1,222

41.4

3,022

48.7

2003

4,384

4,128

8,512

2,419

55.2

1,629

39.5

4,048

47.6

2004

5,934

5,614

11,547

3,280

55.3

2,217

39.5

5,497

47.6

2005

7,620

6,601

14,221

4,165

54.7

2,740

41.5

6,905

48.6

2006

9,691

7,916

17,607

5,104

52.7

3,215

40.6

8,319

47.2

2007

12,180

9,558

21,738

6,177

50.7

3,684

38.5

9,861

45.4

2008

14,285

11,341

25,616

6,752

47.3

3,784

33.4

10,536

41.1

2009

12,017

10,056

22,073

5,870

48.8

3,223

32.1

9,093

41.2

2010

15,779

13,948

29,727

7,403

46.9

4,174

29.9

11,578

38.9

주: *, **, ***은 각각 가공무역의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입비중을 나타냄.
자료: CEIC; 中國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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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중국 가공무역 성장률 및 비중 추이(2000~10년) ❚
(단위: 억 달러, %)

자료: CEIC; 中國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무역성장률을 놓고 볼 때 2000년 들어서 가공무역 성장률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2005년 이래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공무역 성장률이 전체
무역성장률을 앞질렀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마이
너스 성장(-14.2%)을 나타냈으나, 특히 2002~07년과 2010년에는 25%를
초과하였다(그림 2-1 참고).
중국 가공무역의 발전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다. 중국 가공무역 주체의 특징 중 하나인 삼자(三資)기업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2]는 중국 가공무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가공무역 수출액은 996억 달러이며, 외자기
업의 가공무역 수출액은 638억 5,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가공무역 수출액
의 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계속 상승하다가 2006년에 와서는
84%에 달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78%를 제외하면 줄곧
80%를 웃돌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
년 외자기업의 수출액 749억 달러 중, 외자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액이 6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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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중국 외자기업의 수출 규모 및 비중 추이(1997~2010년) ❚
(단위: 억 달러, %)

자료: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 표 2-2. 중국 가공무역의 부가가치율 추이(1997~2010년) ❚
(단위: 억 달러, %)

연도

주: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수입

수출

외자기업 가공무역 수출입

부가가치율

수입

수출

부가가치율

1997

702

996

42

476

639

34

1998

686

1,045

52

483

692

43

1999

736

1,109

51

527

745

42

2000

926

1,376

49

685

972

42

2001

940

1,475

57

703

1,066

52

2002

1,222

1,799

47

942

1,343

43

2003

1,629

2,419

48

1,318

1,903

44

2004

2,217

3,280

48

1,837

2,664

45

2005

2,740

4,165

52

2,313

3,466

50

2006

3,215

5,104

59

2,744

4,312

57

2007

3,684

6,177

68

3,097

5,215

68

2008

3,784

6,752

78

3,184

5,272

66

2009

3,223

5,870

82

2,708

4,937

82

2010

4,174

7,403

77

3,504

6,205

77

수출액  수입액
× .
부가가치율 
수입액

자료: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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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달러로 전체 외자기업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1999년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70%를 넘는 수준이다. [표
2-2]에서 보듯 부가가치율을 놓고 볼 때 1997년 외자기업의 가공무역 부가
가치율은 34%에 그치고 있지만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해 2009년에는 82%
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부가가치율은 외자기업의 가공무역이 중국 경제발전
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2. 가공무역의 지역별 분포
중국의 가공무역은 대부분 동부 연해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표 2-3]은 지
역별 가공무역의 수출규모 및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지역의 경우 1995
년 수출규모는 약 70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7,027억 6,000만
달러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가공무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5
년 95.9%에서 2010년 96.2%로 증가하였다.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 수출규
모 역시 다소 증가하였으나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이 현저하게 발전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이 여전히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
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중서부 가공무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공무역 수출액 및 비중은 각각 2005년의 1.4%, 0.5%에서 2010년 2.3%,
1.5%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해지역 가공무역 산업의 중서부 이전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부지역을 세분하면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와 환보하이경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1)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 중국 가공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1) 이 연구의 주장삼각주 지역은 광둥성, 창장삼각주 지역은 상하이, 장쑤, 저장성을 포함하며, 환보하이
경제권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랴오닝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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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지역별 가공무역 수출 규모 및 비중 ❚
(단위: 억 달러, %)

연도

동부
규모

중부
비중

규모

서부
비중

규모

비중

1995

706.9

95.9

20.5

2.8

9.7

1.3

2000

1,343.7

97.6

23.8

1.7

9.0

0.7

2005

4,077.2

97.9

58.8

1.4

28.7

0.5

2010

7,027.6

96.2

158.5

2.3

110.0

1.5

주: 동부지역은 베이징, 톈진, 랴오닝,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하이난을 포함하며, 중부지역
은 산시, 네이멍구,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를 포함하며, 서부지역은 쓰촨, 충칭, 구
이저우, 윈난, 샨시, 깐수, 칭하이, 닝샤, 신장, 광시를 포함.
자료: 中國國際電子商務網(http://jm.ec.com.cn);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주장삼각주와 창장삼각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가공무역 총
량은 중국 전체의 70% 이상을 상회한다. 주장삼각주 지역의 가공무역 점유
율은 1995년 57.3%에서 2010년 37.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반면에 창장삼각주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95년 16.9%에
서 2010년 40.1%로 증가하였다. 또한 환보하이경제권의 가공무역 역시 최
근 5년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통ㆍ물류․산업 기반이 동부 연해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의 가
공무역 이전은 쉽지가 않다. 과거 중국 상무부는 가공무역 제한목록을 발표
해 제한목록에 해당되는 가공무역을 하는 연해지역 기업의 경우 보증금 예
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했으나,2)
운송원가가 높은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량수입ㆍ대량수출이라는 가공무역의 특징으로 인해 물류환경이 우수한 연
해지역에 집중되었다.
중국 성․시별 가공무역을 살펴보면, 광둥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광둥성의 가공무역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40%를

2) 香港贸发局(2007), http://www.hkt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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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동부 지역의 3대 경제권 가공무역 비중 ❚
(단위: %)

자료: 中國國際電子商務網(http://jm.ec.com.cn);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 표 2-4. 동부 주요 성․시별 가공무역 수출 비중 추이 ❚
(단위: %)

성․시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베이징

2.96

2.58

2.93

3.19
2.84

톈진

2.99

3.81

4.26

랴오닝

4.52

4.39

2.83

0.17

산둥

4.72

5.81

5.42

8.19

상하이

9.31

10.74

12.46

13.73

장쑤

5.22

9.92

19.7

21.87

저장

2.32

2.89

3.89

4.52

추젠

5.15

4.61

3.89

3.23

광둥

57.34

52.15

42.04

37.71

자료: 中國國際電子商務網(http://jm.ec.com.cn);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상회하고 있다. 장쑤성의 가공무역 비중 역시 비교적 큰편으로, 1995년
5.2%에 불과하던 비중이 2010년 21.9%로 광둥성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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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외에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은 상하이, 산둥 등 특정 성․시에 집중
되고 있다.

3.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
개혁개방 이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공무역제도를 도입
한 중국은 1980~90년대에 연해지역의 주요 도시를 가공무역지구로 지정하
고 가공무역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외환 및 세금우대 등 가공무역 장려정책
을 실시하였다.
개방 초기인 1980년대는 가공무역 발전을 위한 탐색 및 장려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가공무역은 내료가공(來料加工) 위주로 진료가공(進料
加工)이 점차 발전하는 시기로,3) 주요 장려정책으로는 1979년에 발표된 내
료가공에 관한 규정인 ｢대외가공조립 및 중소형 보상무역 발전에 관한 방법
(关于发展对外加工装配和中小型补偿贸易办法)｣이 있다. 이러한 장려 조치로
인해 내료가공은 빠르게 성장하여 1980년 16억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입액이 1988년 287억 달러로 약 11.5배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가공무역은 고도발전 시기로 접어든다. 내료가공
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진료가공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시기다. 1998년에
발표된 ｢대외가공 조립업무 발전 촉진을 위한 종합 관리방법에 대한 통지(关
于加强综合管理促进对外加工装配业务发展的通知)｣는 진료가공에 대한지원정책
으로 그간의 제한조치를 완화하였다.4) 그 결과 1998년 진료가공 수출액은 일

3) 중국의 가공무역은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료가공이란 외국기업이 원재료, 부품
또는 설비기계 등을 중국 내 위탁가공기업에게 제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외국기업에게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뜻한다. 원재료, 부품 및 수출품은 외국기업의 소유이며, 위탁가공기업은 임가공비를 받게 된다.
진료가공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임가공한 후 해외에 다시 수
출하는 무역을 뜻한다. 원재료, 부품 및 수출품의 소유권은 국내기업에 있으며, 국내 판매도 가능하다.
4) 王东辉;, 董彦龙(2010),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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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무역 수출액을 처음으로 상회하였고(표 2-5 참고), 진료가공 수출입 비중은
2001~07년간 줄곧 일반무역의 수출입규모를 상회하였다(그림 2-4 참고).
❚ 표 2-5. 유형별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 추이(1993~2010년) ❚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5
1998

3,766.340
5,159.603
5,552.118

수출
내료가공
1,386.440
1,937.211
2,714.915

2000
2001
2002

9,912.027
9,074.060
12,170.171

3,699.437
3,894.477
4,471.085

8,616.454
9,285.480
12,381.644

8,455.715
8,212.516
10,382.473

2,362.498
2,472.675
2,967.627

5,510.736
5,557.976
8,196.630

2003
2004
2005

16,236.722
21,419.592
26,637.773

5,257.460
6,211.498
7,628.382

17,900.970
23,001.464
31,143.551

14,831.537
18,099.387
22,610.080

3,435.827
4,760.917
5,769.594

11,911.946
15,298.254
18,815.743

2006
2007
2008

37,042.635
44,889.052
57,100.916

8,669.090
11,067.910
9,499.248

38,619.750
46,211.147
52,654.814

24,951.479
34,244.029
44,559.977

6,358.416
8,128.733
7,625.211

21,545.857
24,947.788
26,067.727

2009
2010

46,001.921
60,009.509

8,563.088
9,641.854

48,541.156
56,226.256

44,586.995
57,188.321

7,091.608
7,563.410

22,807.791
27,861.978

연도

일반무역

3,009.170
3,552.433
4,111.839

수입
내료가공
1,032.320
1,404.827
1,626.163

1,982.310
3,581.237
3,852.060

진료가공

일반무역

2,601.990
4,871.040
6,130.971

진료가공

주: 각 연도의 10월 수치임.
자료: CEIC.

❚ 그림 2-4. 유형별 가공무역 비중 추이(1993~2010년) ❚
(단위: %)

주: 각 연도의 10월 수치임.
자료: CEIC.

21

제2장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

❚ 표 2-6.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 내용 ❚
발표 시기

주요 내용

2005. 05

철광석, 선철, 폐강, 강정(鋼錠), 희토원광, 인광석 등 29개 품목 금지

2006. 0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600여 개 품목

2006. 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804개 품목

2007. 04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1,140개 품목

2008. 04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1,816개 품목

2008. 11

가공무역 A, B류 기업에 대한 은행보증금 대장관리 강화

2008. 12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고 오염 배출이 적은 품목과 하이테크
기술 품목 등 27개 품목 제외, 총 1,789개 품목(현재)

2009. 02

제한대상품목 500개로 축소(1,730개 품목 삭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 축소(27개 품목 삭제)

2009. 06

금지대상품목 1,759개로 축소(30개 품목 삭제)

2010. 11

금지대상품목에 55개 품목 추가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chinaportal/bizinfo/news/news_view.jsp?no=8187); 하현수(2011),
p. 341.

하지만 가공무역으로 인한 대외무역 흑자와 함께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
고, 가공무역 수출기업의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표 2-6 참고).
특히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 및 중앙경제업무보고회의에서는 ‘가공무역의
산업사슬 고도화 유도 및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촉진’을 제기하였고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발표하였다. 2008년 당시 1,816개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추가되었고 이는 해관 전체 품목의 15%에 달하였으며, 2,247개 품목은 제
한품목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지역차별
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재 중국은 연해와 내륙 간 가공무역 산업 분포의 균형
을 맞추는 지역분포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다.5)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서부지
역 이전은 동부지역의 토지, 노동력,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5) 香港贸发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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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위안화 환율 추이(2005~10년) ❚

자료: CEIC.

을 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의 자원, 노동력 등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자본과
기술 축적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05년 중국이 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안화의 평가절상
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가공무역정책은 다시 변화를 맞게 된다. 환율
제도 개혁 이후 5년간 위안화는 19.2% 평가절상되었으며(그림 2-5 참고),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수요
가 급감함에 따라 2009년 1월 가공무역 금지품목 중 27개 축소에 이어 6월
에는 30개 품목에 대한 추가 축소를 하는 등 가공무역 제한정책이 완화되었
다(표 2-6 참고).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은 단지 무역거래 방식에 그치지 않고 방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환보
유 규모를 늘리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부단히 변화하면서,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중국 가공무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연해지역 및 내륙지역 가공무역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
합하는 가공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다.7)

6) 杜晓英(2011),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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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무역 전환에서 ① 지분구조의 전환(외자기업 위
주에서 민영기업으로의 전환), ② 제품산지의 이전(연해가공 위주에서 내륙
가공으로의 전환), ③ 조직방식의 전환(위탁가공에서 자주기업으로의 전환),
④ 생산방식의 전환(물자소모형 가공에서 청결화 생산으로의 전환), ⑤ 판매
시장의 전환(해외수출 위주에서 내·외수시장 판매로의 전환) 5개 항목에 대
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가공무역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 가공(생산)
공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제조 수준 제고 △ 제품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독려 △ 기능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서
비스 부분의 확대 △ 클러스터 부대여건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요 부속품
및 장비제조 능력 제고 △ 부가가치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요 산업의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에는 중국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는 ｢가공무
역전환 시범업무 통지(加工贸易转型升级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광둥성의 둥
관, 장쑤성의 쑤저우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 이는 두 지역이 최근 가공무역 전
환 업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가공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더욱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8)

7) 国际商报(2011. 5. 18).
8) 이 조치에서는 첫째, 전통적인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일부 가공단계의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산업의 퇴출기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
들 시범도시는 가공무역기업의 에너지 절감, 폐기물 배출 감소 등에 대한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동계약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규범화하며,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 기제를 완비
하며, 최저임금제도를 이행하는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香港贸发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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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1. 광둥성의 가공무역 현황
2010년 광둥(廣東)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양호한 경제성과를 거
두었다. 2010년 광둥성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4조 5,473억 위안이며, 중국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 달한다(그림 3-1 참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에 따라 2009년 광둥성의 대외무역
은 마이너스 성장(-10.8%)을 하였으나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
히 1/4를 웃돌고 있다(그림 3-2 참고). 그러나 2010년 들어서 중국 내수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광둥성의 대외무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입 규모는 2008년 수준을 넘어선 7,847억 달러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
였다. 그 중 수출성장률이 6.3% 증가한 4,531억 9,900만 달러, 수입성장률
은 31.5% 증가한 3,314억 6,4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각각 12.1%, 8.7%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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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광둥성 경제 규모 및 비중(2002~10년) ❚
(단위: 억 위안, %)

자료: CEIC;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 그림 3-2. 광둥성 수출입 규모 및 비중(2005~11년) ❚
(단위: 억 달러, %)

자료: CEIC;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한편 광둥성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살펴보면, 2010년 홍콩과의 교역액은
1,587억 6,000만 달러로 가장 크며 전체 교역의 1/5을 차지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983억 4,000만 달러, 929억 4,000만 달러로 홍콩에 이은 제2,
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ASEAN, 일본, 대만에 이어 광둥성의 제7위 교역국
이다. 광둥성의 수입상대국 중 한국은 ASEAN, 일본, 대만에 이어 4위를 차
지하고 있다(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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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광둥성의 주요 교역국 및 규모(2010년) ❚

국가명
홍콩
미국
EU
ASEAN
일본
대만
한국
중동
남미
호주
인도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수출입
금액
1,587.6

수출
금액
1527.9

983.4
929.4
806

증감률
32.4
21.6
25.9
27.3

838.5
667.3
313.4

증감률
31.8
21.8
23.6
16.8

682
495.7
409

27.5
28.5
33.4

216.4
57.7
99.3

280.7
180.4
120.3

20.9
48.6
27.1

96.2
81
60.7
54.7

(단위: 억 달러, %)
수입
금액
증감률
59.7
50.5
144.8
262.1
492.6

20.6
32.3
35.1

24.2
42.9
20.3

465.6
438
309.7

29.1
26.8
38.3

171.9
118.9
59.9

13.4
52
18.4

108.8
61.4
60.4

35.1
42.6
37.2

23.3
30.6
38.5

78.5
56.1
45.6

19
24.2
84.2

17.7
25
15.2

46.7
47.6
-20.7

48.4

41.3

49.3

13.4

46.0

자료: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광둥성 내 지급시9)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광둥성 교역의 상당부분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둥관(東莞) 등 주장삼각주 9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주장삼각주 9개 도시의 수출입 규모는 7,510억
8,000만 달러로 광둥성 전체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참고). 광둥
성 정부가 주장삼각주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장삼각주 지역 주변의
광둥성 동서지역 및 산간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
장삼각주 주변지역이 정책적 수혜를 입고 있으며,10) 실제로 이들 지역의 수
출입 비중이 2008년 3.9%에서 2010년 4.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지급시(地级市)는 중국의 성(省) 바로 아래 행정단위이며, 광둥성은 모두 21개 지급시로 구성되어 있다.
10) 광둥성의 북부(粵北), 동서부(粵東西) 지역에 산업이전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주장삼각주 지역 내 저부
가가치 생산기업을 이전시키고 있다. 이혁구, 앞의 책,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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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광둥성 역내 지역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 추이(2008~10년) ❚

지역

2008년
수출
429.6
(10.63)
289.6
(7.17)
24.2
(0.60)
1,797.1
(44.47)
655.4
(16.22)
179.9
(4.45)
211.7
(5.24)
187.0
(4.63)
96.6
(2.39)
3,871.2
(95.80)
169.8
(4.20)

수출입
819.5
광저우
(11.99)
422.1
포산
(6.18)
36.6
짜오칭
(0.54)
2,999.5
선전
(43.90)
1,133.1
둥관
(16.58)
297.4
후이저우
(4.35)
468.4
주하이
(6.86)
259.1
중산
(3.79)
131.5
장먼
(1.92)
주장삼각주 6,567.3
9개 도시 (96.12)
동서 및
265.3
산간지역 (3.88)
광둥성
6,832.6 4,041.0
전체

수입
389.9
(13.97)
132.5
(4.75)
12.5
(0.45)
1,202.4
(43.07)
477.7
(17.11)
117.6
(4.21)
256.6
(9.19)
72.1
(2.58)
34.9
(1.25)
2,696.1
(96.58)
95.5
(3.42)

수출입
767.4
(12.56)
374.4
(6.13)
32.6
(0.53)
2,701.5
(44.21)
941.4
(15.40)
292.4
(4.78)
383.4
(6.27)
244.7
(4.00)
110.4
(1.81)
5,848.2
(95.70)
263.0
(4.30)

2009년
수출
374.0
(10.42)
177.8
(4.95)
20.3
(0.57)
1,619.8
(45.12)
551.7
(15.37)
171.5
(4.78)
245.8
(6.85)
177.4
(4.94)
79.5
(2.21)
3,417.8
(95.21)
171.8
(4.79)

수입
393.3
(15.60)
196.6
(7.80)
12.3
(0.49)
1081.8
(42.90)
389.7
(15.45)
120.9
(4.79)
137.6
(5.46)
67.3
(2.67)
30.9
(1.23)
2430.4
(96.38)
91.2
(3.62)

수출입
1,037.8
(13.23)
516.6
(6.58)
43.9
(0.56)
3467.5
(44.19)
1213.4
(15.46)
342.3
(4.36)
434.8
(5.54)
311.2
(3.97)
143.4
(1.83)
7,510.8
(95.72)
335.8
(4.28)

(단위: 억 달러, %)
2010년
수출
수입
483.8
554
(10.68) (16.71)
330.4
186.2
(7.29)
(5.62)
26
17.9
(0.57)
(0.54)
2041.8 1425.7
(45.05) (43.01)
696
517.4
(15.36) (15.61)
202.3
140
(4.46)
(4.22)
208.6
226.2
(4.60)
(6.82)
225.1
86.1
(4.97)
(2.60)
104.1
39.3
(2.30)
(1.19)
4,318.1 3,192.7
(95.28) (96.32)
213.9
121.9
(4.72)
(3.68)

2,791.6 6,111.2 3,589.6 2521.6 7,846.6 4,532.0 3,314.6

주: ( ) 안은 광둥성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광둥성 대외무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공무역이 안정적으로 회생하는
가운데, 일반무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그림 3-3 및 그림 3-4 참
고). 2010년 가공무역 수출액은 2,755억 7,000만 달러, 수입은 1,705억
1,000만 달러로 각각 23.5%와 28.4% 증가하였다. 일반무역 수출액은 1,492
억 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5.9% 증가하여 가공무역 증가율을 5.4%포인
트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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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최근 광둥성의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 성장 추이(2008~10년) ❚
(단위: 억 달러, %)

자료: 中國海關總署(http://www.customs.gov.cn).

❚ 그림 3-4. 광둥성 가공무역 비중 추이(1995~2009년) ❚
(단위: %)

자료: CEIC;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가공무역 중에서도 내료가공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그림
3-4 참고). 대다수 내료가공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큰 타격을 받았으며, 내료가공기업은 법인자격
이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 그 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29

제3장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

❚ 표 3-3. 광둥성 기업형태별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2010년) ❚
(단위: 억 달러, %)

구 분
국유기업
외자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자영업
기타

수출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015.6
4,844.1
232.5
1,684.7
4.1
65.6

14.8
26.7
11.5
45.3
-46.7
144.1

545.1
2,818.5
163.9
999.0
3.5
2.1

13.0
25.9
14.1
39.4
-52.6
32.0

470.5
2,025.5
68.6
685.8
0.6
63.5

17.0
27.7
5.6
55.0
59.1
151.1

자료: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 그림 3-5. 광둥성 외자기업의 중국 전체 무역 대비 비중 추이(1996~2009년) ❚
(단위: %)

자료: 廣東統計年鑒(2010); 廣東省統計局(http://www.gdstats.gov.cn).

[표 3-3]은 광둥성 내 기업형태별 수출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광둥성 사영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광둥성 전체의 21.5%를 차지하는 1,684
억 7,000만 달러로 가장 빠르게 성장(45.3%)하였다. 외자기업의 수출입 규
모는 4,844억 1,000만 달러로 광둥성 수출입에서 가장 큰 비중(61.7%)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광둥성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현재 수출은 33.3%, 수입은 29.1%로 여전
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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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둥성 정부의 외자기업 지원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정부는 수
출환급세율 조정, 가공무역 제한상품목록 조정 및 부가가치세 개혁을 대응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수출기업 지원정책 외에도 광둥성 정부 역
시 외자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세수감면 정책,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정책, 내수시장 진출 지원정책 위주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세수감면 정책
광둥성 정부는 도로유지보수비(公路養路費), 도로운수관리비(公路運輸管理
費), 음반 및 영상물 판매관리비(音像製品銷售管理費) 등을 포함한 총 100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사업 관련 비용을 취소ㆍ정지하였고 출입국 검증검역비용
을 부분적으로 감면하였다.11) 또한 성(省)급 산업이전단지 내 기업은 국가에
서 규정한 세금 이외에 어떠한 지방정부 귀속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외자기업의 장소사용 비용도 중단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토지양도금 납부연기를 허가해 주었다.
광둥성 내에서 가공무역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둥관시는 보다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둥관시 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외자기업 장
소사용 비용과 내료가공기업의 외화결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12) 또한
2008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제조기업의 제방방호비(提圍防護費)13)를 50%
로 감면해 주었으며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연기하여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11)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가공무역처 인터뷰.
12) 둥관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인터뷰.
13) 제방방호비는 홍수 방지 및 생태환경 개선을 목표로 강, 하천 등의 제방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행정사업성 세금이다. 둥관시는 제조업체에 한하여 징수한 제방방호비의 50%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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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담을 해소하였다.14) 또한 항구 기초시설 건축전용자금을 인하하였는
데, 중점 공업기업에 대해서는 항구 기초건설 건축전용비용 중 80%만 징수
하며, 기타 기업은 90% 징수하도록 하였다. 둥관시 사회보장국에서는 기업
의 공상보험료율을 20% 인하하였으며 의료보험률은 5% 인하하였다.15) 수
출입검역국에서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009년 농산품수출 검역비용을 감면
해 주고, 방직의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검사비용을 30% 인하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 밖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어려운 중
소기업에 대해서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라 부동산
세, 성진(城鎮)지역 토지사용세를 면제해 주거나 연기해 주었다. 단 연기 기
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지연기간의 체납금은 면제해 주었다.

나. 기업 전환 지원정책
내료가공기업과 삼자(三資)기업은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주요 형태다.
양자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법인 자격의 유무다. 설립 수속 및 경영방식이
간단하며, 면세로 설비를 수입할 수 있는 내료가공기업은 근래 들어 중국정
부의 국민우대원칙에 근거하여 우대정책이 소멸되고 있다. 이에 광둥성 정부
는 내료가공기업의 법인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
다. 내료가공기업의 삼자기업 전환에 대한 지원정책은 원칙적으로 외자기업
에 한해서 실시되며, 기업 전환 시 생산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내료가공 공장등록 취소 이전 준비단계에서 삼자기업 설립을 용인해 주며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두 개 기업의 병존을 허가해 준다.16) 해관은
기업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 등록코드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어 기업

14) 東莞市經濟和信息化局(http://www.dgetb.gov.cn).
15) 둥관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인터뷰.
16)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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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기간 동안 동일기업으로 인정된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 전환을 위해 정
부에서 전문 서비스 창구를 마련해 기업 전환 업무를 진행하며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
둥관시의 경우 가공무역기업 전환기금을 설립하여 내료가공기업의 삼자기
업으로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료가공공장이 법인 자격을 가진 삼
자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등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사업성 비용과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있으며, 자본금 확인보고
서 등의 발급비용도 50% 정도 보조해 주고 있다.18)

다. 자금지원정책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
이 제한됨에 따라 자금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광둥성
정부는 10억 위안을 투입하여 중점 중소기업과 가공무역기업들을 위한 기금
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공장건물에 대한 수속 미비로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여 영세 중소기업을 지
원하고 있다.19)

라.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광둥성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혁신을 유도하고 가공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둥관시는 2008년 10억 위안
을 투자하여 ‘가공무역전환기금’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외자기업이 R&D

17)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관계자 인터뷰.
18)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제공자료.
19)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제공자료.

33

제3장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

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심사 및 등기 과정의 모든 비용을 전액 보조하
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인
증한 국가급 기업연구개발센터와 성, 시급 센터의 경우 각각 500만 위안,
300만 위안,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또한 외자기업이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은 무형자산으로 당기 손익에 계산되지 않
았을 경우 공제해주고 있다.20)
또한 외자기업이 기술 양도, 기술개발 업무 또는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
스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입은 영업세 면제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납
세연도 기업의 기술이전소득이 50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
며, 5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50% 감면해 준다.
이 밖에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자동화 수준을 제고시키
는 경우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
히 둥관시는 홍콩생산력추진국, 대만중국생산력추진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
력을 강화하여 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무상지원을 받거나 50% 할인
을 받을 수 있어 현재 300여 개의 기업이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1)

마. 내수시장 진출지원정책
광둥성의 수출가공기업은 지금까지 유럽․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주문량이 감소하여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 東莞市科學技術局(http://www.dgstb.gov.cn).
21) HKTDC(香港貿發局, http://www.hkt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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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정부는 기업의 국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비용과 전시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제품의 홍보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보조해주며 최고 지
원금은 10만 위안이다. 매체를 이용하여 기업제품을 홍보할 경우 역시 15만
위안에 한해서 50%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제품 판매 시 기업의 당기영업이
익에 따라 100만 위안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를
국내에 등록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22)
광둥성은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광둥성 외국인투자기업
제품 내수박람회[廣東外商投資企業産品(內銷)博覽會, 이하 내수박람회]를 개
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내수박람회는 광둥성 둥관시에서 열리며
주요 전시품목은 가전, 의류, 신발, 모자, 완구, 주방용품, 가구 액세서리, 욕
실건축자재, 일용품 및 식품 등이다. 약 2,500개의 표준부스를 마련하여 그
중 60%의 부스에 둥관시 소재 외자기업을 배정하고 그 외 부스는 전부 무
료로 기업에 제공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주요 도시의 구매팀을 동원하여 박람
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 구매팀에는 월마트, 까르푸, TESCO, 메트로,
HUARUNWANJIA, HAOYOUDUO, BAIJIA, 광저우백화점, 광저우우의
상점, 상해화련, HAIYA 등의 기업이 포함되며, 박람회 기간에는 이들 구매
팀과 외자기업 간 ‘일대일’ 상담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23)
광둥성 정부는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전시회 참여 시 부스비용, 부스인테리어비용 등 30만 위안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둥관시의 경우 홍콩무역발전국과 공동으
로 홍콩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24)

22) 廣東外商投資企業產品(內銷)博覽會(http://www.gdfecf.com).
23) 제2회 박람회에는 총 8,4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하였으며 박람회 연인원수는 12만 명에 달하였고,
거래계약 수는 5,369건, 거래액은 539억 3,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10%, 6% 증가하였다. 이혁
구(2010), 앞의 책,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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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문제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광둥성 로컬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수출가공기
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9년 광둥성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6,111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8% 하락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광둥성의 대외의존도는
133%로 중국 전체(66%)의 2배 이상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단일 생산공정에 특화된 중소 위탁
가공기업은 원가조정 여력이 미약하고 수출가격 협상력 또한 약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 그림 3-6. 중국 수출가공기업의 이윤실적 현황 ❚
(단위: 위안, %)

자료: 이혁구(2010), p. 2.

24) 홍콩무역발전국(http://www.hkt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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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 이윤을 낸 수출가공기업은
전체 조사기업의 62.85%에 그쳤다(그림 3-6 참고). 2008년 광둥성 가공무
역기업 2,452개가 도산, 영업정지, 이전하였는데, 그 중에서 96%가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에 심각한 영
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730개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189개 기업이 이전을,
169개 기업이 전환을, 364개 기업이 영업정지되었다. 이 중 100인 이하 기
업은 1,814개로 전체에서 73%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 100~500인 규모의
기업은 576개로 23%를 차지하였으며 대기업은 62개(2.53%)에 불과하였다.
2009년에는 파산 또는 영업중지된 외자기업이 1,774개사에 달하며 파산한
기업이 1,430개사, 업종 변경이 221개사, 생산정지가 73개사에 달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약 80%가 직원 100명 이하이며, 나머지 20%는 100~500명
사이의 중소기업이다.25)
최근 광둥성의 대외교역 여건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규모가 글
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 요
인으로 인해 수출가공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우선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을 받고 있고, 국제 무역장벽 또한 수출기업의 난제다.26) 게다가 위안화 절
상 압력이 커지고 있어 기업이윤을 더욱 잠식할 전망이다. 현재 방직업의 평
균이윤율은 3~5%에 불과하고, 일부 기업은 3%에도 못 미치며 단기 주문이
나 소액 주문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27)
또한 폭스콘(Foxconn) 사태와 같은 노동문제로 인해 생산비용 압력이 가
중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모색 중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장삼각주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자동화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25) 홍콩무역발전국(http://www.hktdc.com).
26) 商务部(2011. 5. 27), pp. 30~37.
27) 深圳市伊柏芬服饰有限公司 인터뷰(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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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광둥성 근로자 최저임금기준표(2011년 3월 기준) ❚

구분

비전일제 근로자
월별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
(위안/월)
(위안/시간)

지역

1급

1,300

12.5

광저우(廣州)

2급

1,100

10.5

주하이(株海), 포산(佛山), 둥관(東莞), 중산(中山)

3급

950

9.3

산터우(汕頭), 후이저우(惠州), 장먼(江門)

6.9

샤오관(韶關), 허위안(河源), 메이저우(梅州),
산웨이(汕尾), 양장(陽江), 잔장(湛江),
마오밍(茂名), 짜오칭(肇慶), 칭위안(淸遠),
차오저우(潮州), 지에양(擖陽), 윈푸(雲浮)

4급

850

자료: 廣東省人民政府(2011. 1. 18), ｢關于調整我省企業職工最低工資標準的通知｣.

등의 조치를 강구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생산라인을 내륙도시로 이전시킬 계
획도 가지고 있다.28)
광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진흥계획 역시 기업의 비즈
니스 모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광둥성은 전통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브랜드 가치와 핵심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29)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선별적인 유치를 통해 노동집약형 산업의 구조조정
을 추진 중이다.30)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수출가공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 또한 가공기업의
기업 전환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가
공기업이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28) 中國評論新聞網(2010. 6. 9).
29) 지주산업인 전기전자, IT, 석유화학, 가전산업의 확대,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발전 및 바이오, 신
재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섬유방직, 건축자재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주장삼각주는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3차 산업의 비중을 GDP 대비 65%로
계획하고 있다. 이혁구(2010). 앞의 책.
30)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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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만 몰입했던 가공기업이 국내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업 경영모델의 전환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통한 수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노동집약형 제품을
위주로 가공무역에 종사한다. 바이어의 수주 경쟁력은 비용우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수
출 시 받는 환급세, 관세, 토지정책의 각종 우대정책에 기인한다. 가공수출은
주문생산에 속한다. 즉 기업이 외상기업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대량 생산하
는 것이다. 외국 브랜드의 대리자로서 수출 주문량이 많고, 품종은 적고 관
리비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품목은 적더라도 큰 주문을 받으면
기업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다면 생
산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국제무역의 규범화된 결제방식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는 데 별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에 집중할
경우 기업이 직접 시장을 개발하고, 제품을 연구 개발하며 판매 루트를 찾고
마케팅을 통해 널리 보급시켜야 한다. 생산된 제품은 종종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이 시장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둘째로는 브랜드 구축과 유통채널 구축이다. 브랜드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
력을 대변해 준다. 내수제품이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통채널을 확보
하고 최종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좋은 브랜드는 필수적이다.
대외수출에서는 광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브
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해외 주
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과 제조에 신경을 쓰고 제품의 비용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시장을 개척하려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지를 고민해야 한
다. 내수시장은 유통채널에 진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31) 업종 경쟁이 치열

31) 예를 들어 마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매 상품마다 10여만 위안의 입점비를 내야 하고 영업이익
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윤과 수수료를 제하게 된다. 비정기적인 비용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中顾网(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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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는 수출기
업의 내수시장 진입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대금회수 문제 역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문제다. 수출
기업은 주문형 생산으로, 기본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맞아 떨어진다. 외
국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의해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
와 제품 판매에 대한 걱정은 없고, 제품의 품질과 비용 관리에 맞춰 생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내수기업은 기본적으로 판매대행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중국 내수시장의 규칙은 비
규범적이고 중개판매상의 신뢰도가 낮아 대금 회수 사이클이 길고 대금 지
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국의 내수시장은 수출시장과 비교해 경영환경이 비규범적이고
열악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는 열악하고 무질서한 가격경쟁이 난무한다.
지역마다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 수요가 불균형하여 복잡한 시장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 중개판매상의 신용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강력한 보장이 따르지 않으며 지방보호주의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출
기업의 내수시장으로의 전환에서 부딪히는 시장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시장이
며 그 운영 규범을 숙지하는 데 장시간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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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2010년 7~11월 사이 광둥성 기업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현지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정리하였
다. 사례 기업 수는 홍콩자본 5개사, 대만자본 2개사, 한국자본 3개사 총 10
개사로 모두 외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
만기업인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와 한국기업이지만 홍콩법인
을 통해 우회 투자를 받은 지용전자 등 2개사가 내료가공기업이며, 나머지
8개사는 법인화를 마치고 진료가공 형태로 해외수출과 내수시장 진출을 병
행하거나 내수시장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표 4-1 참고).
본 연구에서는 현지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정도에 따라 사례 기업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해외수출 위주의 경영활동을 하면
서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수출 중심의 내수시장 탐색’ 기업,
다음으로 해외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내수시장 개척 및 확대에 포커스를 둔
‘수출․내수 병행’ 기업,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적
극적 내수시장 공략’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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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사례 기업 개요 ❚
기업명

투자국
/지역

기업형태

업종

영업형태

1

Dongguan Lite Array

홍콩

법인

광전자, 의료장비

내수+수출*

2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

대만

내료가공

디지털카메라

수출

3

Yingkee Safe & Furniture
Manufactory

홍콩

법인

가구

내수+수출

4

지용전자(智龍電子)

홍콩

내료가공

리모컨/셋탑박스

수출

5

Memory Lane

한국

법인

문구

수출+내수

6

아이리버 중국법인

한국

법인

MP3/MP4,학습기기

수출+내수

7

Evervictory Electronic

대만

법인

자동차 음향기기

수출+내수

8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

홍콩

법인

생활가전

내수+수출

9

부강전자

한국

법인

전자/금속

수출+내수

10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

홍콩

법인

소형가전

수출+내수

*

*

주: *는 내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경우임.
자료: 현지조사 인터뷰 내용을 저자 정리.

1. 해외수출 중심의 내수시장 탐색기업
가.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東莞寮步镇铨讯电子)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는 대만의 능뤼(能率)그룹 산하의 대
만 캐논이 중국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 설계 및 생산기
업이다. 2004년 11월 둥관시 랴오부(寮步)진에 투자한 이 회사의 투자총액
은 3,631만 달러로, 공장 부지면적은 13만㎡에 달한다. 랴오부진은 당시 둥
관시 내에서 개발수준이 낮은 소외지역이었으나 토지 비용, 세수 감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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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대표자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 Inc.(東莞寮步镇铨讯电子)

디지털 카메라
郑成平

설립 시기

2004년 11월

자본금

5,000만 달러

직원 수

8,000명

관계회사

東莞寮步銓訊電子場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180만 대/월

广东省东莞市寮步镇华南工业园
http://www.abico.com.tw

자료: http://www.abico.com.tw; 기업 인터뷰.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인근에 2개의 고속도로가 있어 부품 수입 및
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했다. 이 회사는
둥관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여 당시 공장부지를 임대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을 구매하였다.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는 주로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디지
털 카메라 및 관련 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 등을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월 생산량은 180만 대에 달한다. 대부분 제품은 해외수출
을 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삼성, 카시오, 니콘후지필름, 폴라로이드, HP, 애
플, 하이얼, 레노보 등 글로벌 기업이다. 그 중 디지털 카메라 생산량은 전
세계의 1/5를 점하며, 유명 브랜드 제품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둥관시에서 수출규모가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이 회사의 수출액은 2009
년 9억 9,27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억 911만
달러로 약 120%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직원 수는 약 8,000명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 복지수준 향상 등을
통해 인력 유동을 제어하고 있으며 둥관시 정부로부터 R&D와 관련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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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받고 있다.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는 R&D 투자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
의 주요 부속품인 렌즈를 자체 개발하는 등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다. 현재 1,40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독자 브랜드
를 만들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내료가
공기업인 상태로,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인 전환 여부는 불투
명한 상태다. 독자 브랜드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타 글로벌 기업 및
로컬기업과의 경쟁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업의 주문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 역시 독
자 브랜드를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내수시장 진
출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2011년 말을 목표로 법인화를 추
진해 왔지만,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용전자(智龍電子)
지용전자는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이지만 홍콩 법인을 통해 2002년 둥관에
진출한 내료가공기업으로 주로 TV 및 게임기 리모컨, 셋탑박스(Set-Top Box)
등을 조립ㆍ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자동차 앰프, LED 전광판 등을 개발
하여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직원 수는 약 100명이고, 내륙지역의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연해지역의
생활비용 등이 높아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등으로 여타 내료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5월 1일
부터 둥관시 최저임금 수준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970위안이다. 그러
나 지용전자는 인력난으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1,080위안에 맞추었고 대신 주말 추가근무에 대해서 평일 급여의 1.5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내자기업은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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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있고, 외자기업의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대부분 지키고 있다. 지용전자의 경우 내부적인 동의를 통
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현재 주문량이 많지 않으며, 2010년 5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하도급 업체의 경우 기계
가동률은 평균 70~80%에 그치고 있다. 특히 3D 업계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기계를 놀리는 형편이다. 이에 일부 키패드 제조업체는 주문량과는 상
관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잔업이 없으면 직원들을 퇴사
시켰는데 2004년 이후로는 잔업으로 인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시간당 1위안을 더 주고 10~20일 정도 임시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조비 형태로 한 달에 100위안을 더 주고 있으나 여전히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책임이 따르는 검수 조사, 품질 조사 등은 더욱 기피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회사 입구에 구인 광고를 붙이거나 재직근로자의 소개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재직근로자가 소개한 근로자가 3개월가량 일을 하면 해
당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저임노동
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인력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춘절(음력
설) 등 명절 기간에는 공장가동률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인턴 기간 3개월이 지나야 정식직원이 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제정으로 1개월만 일해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15일
급여를, 1년 이상 근속 시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광둥성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료가공기업의 법인화를 지원하고 있어
등록비용 등이 무료이다. 하지만 지용전자는 법인화에 따른 세금 부과로 인
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관리대상인 법인기업이 된다는 우려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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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료가공기업의 재인허가도 불가할 것
으로 예상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중국정부는 기
업세의 징수 및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개인소득세 미납 부분에 대해 회사가 대납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를 시행하
지 않을 경우 각종 기업 조사를 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또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자 수를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기술자의 취업비자 신청
을 다양한 이유로 미루는 등 지방정부의 비협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졸업증명서가 통용됨에도 불구하
고 졸업장만을 인정하고, 내국인(중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지용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지정부가 과거에는
지방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외국기업인데 왜 외국인 근로자가 없냐고 하더니,
이제는 취업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느
냐 한다고 토로하며, 이 역시 내료가공기업의 법인화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내수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지용전자는 내수시장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실제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수시장 진출의 관
건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으로, 현지 정부 역시 내수박람회 개최 및

❚ 표 4-3. 지용전자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지용전자(智龍電子)
전기

대표자

김도헌

설립 시기

2003년

직원 수
주소
홈페이지

100명

广东东莞市塘厦林村新太阳工业城45栋
n.a.

자료: 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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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가이드 업무 등을 해주고 있으나 아이템의 특징에 따라 내수시장 진출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용전자의 생산품목 중 자동차 앰프는 미
국과 유럽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중국시장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
가), LED 전광판은 한국과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리모컨 조립가
공은 셋탑박스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기업과
함께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용전자는 임금 인상과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일단
OEM 방식을 유지하며 연말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상태가 계속 악화된
다면 중국업체에 OEM을 주는 형태로 기업 전환을 타진 중이다. 동사의 홍
콩 법인은 중국 내수 판매를 꺼려하여 내수시장 진출에 다소 소극적인데, 이
는 중국 내 대금 결제가 수월하지 않고 생소한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는 판단에서이다. 중국 내 대금 결제는 3개월 혹은 6개월 어음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실제로 지용전자가 TCL 사와 하청계약을 할 때 6개월 어음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내료가공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리
스크로 보인다.
중국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대하여, 지용전자는 물류
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구매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비관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주 기간이 10~14일, 긴급할 경우 일
주일 정도로 짧아지기 때문에 업계 특성상 물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용전자와 같이 새로운 아이템이 다소 부족한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경
우, 아이템은 풍부하지만 생산 및 시장발굴 능력이 부족한 국내 벤처업체와
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제조업체가 국내 벤처업체의 개발 초기단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
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양자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 중
국 내수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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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ㆍ내수 병행
가. Memory Lane(深圳美忆路贸易有限公司)
Memory Lane의 모기업인 은진물산은 사진첩, 액자, 공책, 명함첩, 스크
랩북 등 문구제품을 전문적으로 가공ㆍ생산하는 기업으로, 1995년 가격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기지를 중국 선전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홍콩
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2010년 초에 광저우 사무소를 열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모색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월마트를 비롯하여 광저우 및 선전 소재의 대형서점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우한, 청두, 충칭 등 내륙지역에서도 대리상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초기단계인 이 회사는 중국 내 판매 책
임자와 여직원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판매법인이며 월 매출 규모는 8만~9
만 위안 정도로 광저우 사무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수준이다.
Memory Lane의 제품은 동종업계의 유사 제품군과 비교하여 품질은 우
수하나 가격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비교적 낮다. 현지에서 일반 앨범 한 개
의 출고가가 18위안인 데 반해 본사 제품의 가격은 30위안으로 70% 정도
비싸다. 이로 인해 진출 초기인 현 시점에는 현지 대리상들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Memory Lane은 제품 특성상 중국 내 소매상과의 거래가 빈번한데, 이로
인해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위 패왕조항(霸王条款)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매상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가 가격협상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며, 특히 자사 제품에 특별한 비교우위가 없다면 가
격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입점비
2,000위안,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료 1%, 신제품 전시비용 2,000위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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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Memory Lane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Memory Lane(深圳美忆路贸易有限公司)

문구

대표자

홍순호

설립 시기

1995년

직원 수

20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n.a.

주소
홈페이지

广州越秀区解放南路39号万菱广场1901室
http://www.meiyilu.com

자료: http://www.meiyilu.com; 기업 인터뷰.

샘플 제공 등 소매업자 측의 요청이 구매계약서에 명기된다. 또한 배송비,
창고관리비, 물품출하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간 Memory Lane의 내수시장 진출 경험에 따르면, 소매업체마다
결산방식이 다른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매업체의 경우 결산은 물
품을 받고 나서 곧바로 지급하거나 결제일을 지정하여 결제하는데, 대만계
유통업체인 다룬파(大潤發)는 60일을 결재 주기로 하며, 월마트는 첫 거래
시 5만 위안의 물품을 공급한 후 2만 5,000위안을 선결제한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대형마트는 물류창고에 제품을 배송해 주면 알아서 각 매장으로
배송하지만, 다룬파는 배송을 각 매장으로 요구해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한 제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마트는 100% 회수를, 다른 유통업체
는 30~50% 회수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판촉 세일 기간에는 또 다른 계
약을 체결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는 판촉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이 광고되는 측면도 있고 향후의 계약 연장을
위해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이다.
서점의 문구류 코너는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서점의 구매부서와 직접 협
상을 하거나, 대리상을 통해 납품한다. 선전시에서는 서점과 직접 협상 방식
이 일반적이고 이윤율은 30% 수준이다. 광저우에서는 대리상을 통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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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일반적이고 이윤율은 선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관을 통한 앨범
판매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린 편으로 Memory Lane은 선전시 소재 사진관에
무료로 앨범을 제공하고 제품 판매를 하고 있으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
는 등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인터넷 판매는 이윤율이 40%
정도로 비교적 높은 유통채널이며 Memory Lane은 대리상인 Lock & Lock
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주
지는 않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
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Memory Lane이 내수시장 개척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제품의 우위가 뚜렷하지 않음에 따른 가격협상력 부재와 대리상 및 유통업
체의 계약 관행, 자체 브랜드 확보 및 광고ㆍ마케팅 측면의 어려움 등이 있
다. 이에 Memory Lane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ㆍ고소득층 고객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형 중저가 브랜드를 개
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사무용품 및
팬시제품 전시회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

나. 아이리버 중국법인(Iriver China Co., Ltd)
아이리버 중국법인은 2004년 자본금 3,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둥관시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200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업무를 시작하였다. 둥관 공
장 설립 이전에는 홍콩업체인 AVC를 통해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주생산을
하였으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방식이 적합하지 않았
다. 즉 홍콩을 거쳐 다시 관세를 내고 중국으로 재수입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이리버 중국법인은 중국 부품산업의 발전과 세계 최
대시장으로 성장할 중국시장의 잠재력 증대에 대비해 신공장의 가동 및 내
수 판매 라이선스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시장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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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자 둥관에 투자하였다.
둥관 공장의 직원 수는 550명 정도이며, 그 중 한국 관리자 수는 개발 인
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상해 판매사무소에 2명이 있다. 이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600~1,700위안, 사무직 2,600~2,700위안, 연
구개발자 1만 5,000~2만 위안 수준이며, 복리후생(기숙사, 식대, 보험료 등)
비용은 약 500위안이다.
아이리버 중국법인은 2008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난의 큰 피해는 없
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잔업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숙련공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건비가 낮은 저임인력은 노동생산성이 낮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기피하
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요구조
건을 표출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해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해 종업원의 급여 및 복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기숙사
및 식사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다.
둥관 공장의 수출규모는 진출 초기 300만~500만 달러에서 2009년 5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300만~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동종업계와의 경쟁력에서는 아이리버 중국법인의 브랜드와 품질은 상
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생산단가가 로컬기업보다 높아 가격경쟁력이 다소 낮
은 편이다.
입주해 있는 송산개발구 내에서 동사의 자본금 규모는 5위이고 매출액 규
모도 200억 달러로 큰 편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고 외자기업의 내수박람회 참가 시 경비 지원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였
으나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람회 참여 등은
매출과 직결되지 않아 자사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둥관시 정부
가 아이리버 중국법인의 제품인 MP4 등을 선물용으로 150개 이상씩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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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아이리버(중국법인)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대표자
설립 시기

아이리버 중국법인(Iriver China Co., Ltd)
전자
정해운 법인장
2004년

자본금

3,100만 달러

직원 수

55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200억 달러(2009년 매출액 기준)

广东东莞市松山湖北部工业园
http://www.iriver.com

자료: http://www.iriver.com; 기업 인터뷰.

하기도 하고 세무서, 은행 등에서도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라
일반소비자와 거리감이 있고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수시장 진출 경로와 관련하여 아이리버 중국법인은 대리점을 통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직영대리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아이리버 중국법인
은 2009년부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한국 본사의 지원이 예상된다. 본격
적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시점에는 직영점 운영도 가능하나, 이의 운영
및 관리가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
리점과는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높지 않다.
이 밖에도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현금 또는 은행인수어음(B/A)
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재는 궈메이(國美), 쑤닝(蘇寧) 등 중국
내 전자제품 전문점과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아이리버 중국법
인이 대금 결제 과정의 리스크 때문에 외상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리버는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대금 결제를 꼽았다. 앞
서 언급한 메이저 전문점들과는 외상거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금 회수
문제 등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는 안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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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의 브랜드 파워 때문에 대리상들이
적극적으로 판매 요청을 하고 있으나 B/A식 은행 보조가 가능한 업체가 많
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메모리와 LCD는 삼성제품을 사용하
고 있으며 특히 전자책의 경우 LCD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 부
담이 큰 반면 대다수 로컬기업은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경쟁
력이 낮다. 이로 인해 계약 성사 단계에서도 가격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 정부는 연구개발센터를 개설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기술특허와 같은 성과가 있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 중인 일부 상품은 내년 특허 출원을 할 예정인데,
기술 인력을 한국에서 영입하고 세제혜택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가 예상되면
내년 중 R&D 센터를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R&D 센터를 개설할
경우 법인세 25% 중에서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이리버 같은 IT 업종 관련 기업은 생산기지를 내륙으로 이전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구, 의류, 신발 등 가공제조업과 달리 부품 소싱이
쑤저우(蘇州)나 선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리버 중국법인의 매
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해 저렴
한 인건비를 보고 내륙 이전을 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 일반적으로 IT
업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은 편이며 이 비중이 20~30%에 달하
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 내륙지역의 저렴한 임금은 별 매력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하지 않고 부품업체만 내륙으로
이전할 경우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이리버가 느끼는 중국 사업의 난점은 제도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이 자주 바뀌고, 공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나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도 흔하다.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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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들어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감면해 주었던 지방세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하고 있다. 심한 경우 과거 2년치를 함께 과금하는 사례가 있
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서야 세금 폭탄
을 맞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세금 환급의 경우 역시 공표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
는 사람만 환급해 주고 여기에 브로커가 끼어들기도 한다. 아이리버 중국법
인은 방산세(房産稅) 50%를 환급받았지만 2010년에 브로커가 중간에서 수
수료를 받아가기도 했다. 중국 사업을 하는 데 법규범을 준수하되 우리가 얻
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 Evervictory Electronic(常禾电子有限公司)
Evervictory Electronic은 1992년 둥관시 후먼(虎門)진에 진출한 대만기
업으로, 주로 자동차 오디오 및 차량용 DVD를 생산하고 있다. 둥관에 제1,
2공장 등 생산기지가 있으며 직원 수는 약 2,000명이다. 선전에 R&D 센터
를 설립한 바 있으며 연구인력은 약 200명으로 대부분 중국인 기술자로 구
성되어 있다. 둥관시 후먼은 항공, 해운 등이 모두 편리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현재
제3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지 정부에서 많은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Evervictory Electronic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ALPINE, PH,
ILIP, ROSEN, HARMAN, CLARION, JVC, SIEMENS, VDO, JAMO
등 글로벌 음향기기 브랜드 및 FORD, TOYOTA, GM, MAZDA, ISUZU,
LEXUS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OEM 업체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해 자동차 오디오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중
국 내수시장 진출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과거에도 내수시장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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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였으나 당시에는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었다. 2008년 중국 국내사업부
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독자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여 2009년 새로운 독자
브랜드 ‘러쓰(乐驰)’를 개발하였고 2010년 일본 자동차 브랜드 및 필립스와
디자인 분야의 협력을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동사 제품의 내수시장 판매
비율은 10% 정도이나, 2010년 30%까지 증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자동차시
장이 2009년 1,300만 대, 2010년 1,700만 대 규모로 확대되는 등 시장 전
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vervictory Electronic은 중국기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자기업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가공생산에만 치중했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비즈니스형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동난(東
南)자동차, BYD, 화타이(華泰) 등 로컬 자동차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내
수시장 진출기반을 다지는 한편,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중개상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판매 전략을 공유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로 자동차의 1급시장(출고 차
량 대상)을 대상으로 고가전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2급시장에 진출하여

❚ 표 4-6. Evervictory Electronic 기업 현황 ❚
기업명

Evervictory Electronic Co.Ltd(常禾电子有限公司)

업종

자동차 음향기기

대표자

林良算 (총경리)

설립 시기

1992년

자본금

25만 달러

직원 수

2,50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3,600만 달러(영업액)

广东东莞市东莞虎门镇居歧管理区
http://www.evervictory.com

자료: http://www.evervictory.com; 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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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많이 하면 가격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30년간 해외수출만을 해온 Evervictory Electronic은 내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수출은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문을 받고 공정 후 수출하는 형태다. 반면 내수 자동차시장의 경우, 세금
납부 및 결제가 제때에 진행되지 않는 문제, 서비스 문제, 브랜드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결제방식 선정은 Evervictory Electronic이 늘 주의
하는 사안이다. 이 회사가 선호하는 결재방식은 현금 방식이지만 경우에 따
라 보증금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제품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대리상 하부조직에는 전문 딜러가 있어서 간혹 전문 딜러가
대금 결제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리상을 통제하면서 리스크를 전가하
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고 있다.
향후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이 회사는 연구개발, 품질우위를 바탕
으로 중국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에 발빠르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vervictory Electronic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 후
3개월 이내에 모방 제품이 생산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책
임 소재를 밝히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외자기업 입장에서
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중국시장은 속도전이다. 속도를 못 따라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가 늦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
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 둥관부강전자(东莞富钢电子有限公司)
둥관부강전자는 1995년 12월 둥관에 진출한 한국기업 부강샘스의 중국
생산기지다. 둥관부강전자의 금속사업부에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스프
링을 제조하고, 전자사업부에서는 전화기, 인터넷 라디오, 컴퓨터 모니터,
MP3, 진공청소기 등 완제품 OEM 생산뿐만 아니라 회로기판을 위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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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둥관 공장에 투자한 총투자금은 870만 달러이며,
연간 수출액은 5,000만 위안, 내수규모는 1,700만 위안이다.
둥관부강전자의 주거래처는 LG와 삼성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지이며, 내수는 완제품이 없고 스프링 등과 같은 금
속부품과 회로기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수는 대부분 B2B 형식을 취하며,
주요 고객은 대만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이 주거래처인 삼성전자의 거래처
회사다. 중국 로컬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은 매출액 대비 7%에 불과하다.
둥관부강전자는 지속적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박람회
를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둥관시 정부의 추천을 받아 인천
본사 제품으로 외자기업 내수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환율 절상으로 인한 이윤 하락이 현 시점의
최대 경영 난점이다. 둥관부강전자의 매출액을 고려할 경우 적정 근로자 수
는 600~700명이지만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 인력을 줄여 2010년 현
재 근로자는 400명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住房
公積金) 등 직원 복리후생비가 1인당 약 1,100~1,200위안이 가중되어 구조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둥관부강전자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4%이고, 주재원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약 17%로 다소 높은 편이며, 매
출은 달러인데 각종 비용 지출은 위안화로 결제하다 보니 최근 달러의 가치
하락과 위안화 절상으로 환차손이 증가하여 리스크 요인이 크게 작용한 측
면이 있다.
주장삼각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인난은 둥관부강전자도 겪고 있다. 이에
둥관부강전자는 기숙사, 식대를 공제하지 않고 100%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근로자의 이직을 막고 있으며 사회보험도 100% 가입하
였다. 또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기업 사정이 어려울 때도 10년 근
속자에게 황금반지로 포상하였고 생일파티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
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으나 인력난 해결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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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둥관부강전자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대표자
설립 시기

둥관부강전자(东莞富钢电子有限公司)
전자, 금속
이성진
1995년 12월

자본금

870만 달러

직원 수

40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5,000만 위안(수출), 1,700만 위안(내수)

广东东莞市常平镇田美管理区
http://www.bksems.com

자료: http://www.bksems.com; 기업 인터뷰.

둥관부강전자는 이러한 이윤하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
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생산효율성이 낮음에도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은 밤시간의 전기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력 공급이 원
활하지 않은 7~9월에 전력 공급이 끊길 때는 발전기를 이용하여 24시간 공
장을 가동하고 있다.
둥관부강전자는 각종 비용 증가와 수출환급세의 취소 및 감소로 인하여
기업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기존에는 원자재 및 설비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았으나, 최근 환차손으로 인한 경영타격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출 환
급세율도 낮아져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과거 면세로 도입한 설비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를 고려해야 한다. 설비는 면세로 들어온 후 5년 기한이 지나면 세관의 감독
을 받지 않지만, 5년 미만인 설비에 대해서는 내수로 전환 시 증치세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도입한 설비의 경우, 설비코드
를 보고 증치세와 관세를 내야 하며, 2008년부터 계산해서 3년이 지난 체납
금을 모두 내야 한다.
둥관부강전자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둥관

58│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부강전자는 로컬기업인 부부까오(步步高)의 DVD, 리모컨, 전기스토브 등에
들어가는 기판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안
정적이고, 불량률이 낮으며 피드백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는 것이 내수시장 진출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내수의 경
우 위안화로 결제하며 마진율은 약 20% 정도로 가격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성공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링과 숙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정 및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 정보를 잘 알아야 원가
절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출을 한다고 해서 세금환급률이 모두 높지는
않다. 공제불능세액(免抵退)은 품목마다 자주 변동하는 편이다. 완제품의 퇴
세율은 금융위기 이후 12%에서 17%로 회복되었지만, 어떤 품목은 8%에서
4%로 낮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지가 있기도 하
나,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새롭게 개정된 법규에 대한 인지 및 숙지도 필
요하다.

마.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广州康宏电
器有限公司)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는 홍콩 가오타이(高泰)그룹
산하 자회사 중 하나로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전담하고 있다. 주로 보온병,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커피포트 등 일반 가정용 가전제품을 위탁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 한국, 대만 등 3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02년 Gotech라는 브랜드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3년 만에 20여 개
성시(省市)에 판매망을 두고 있으며 내수 매출액은 2009년 기준 약 1억 위
안이며, 내수비중은 약 20%다. 내수시장은 모두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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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 Co., Ltd
(广州康宏电器有限公司)

소형 생활가전

대표자

肖海涛

설립 시기

1998년

자본금

500만 위안

직원 수

45명

관계회사

中山高泰电器有限公司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n.a.

广州市珠江新城马场路519号
http://www.gotech-group.com

자료: http://www.gotech-group.com; 기업 인터뷰.

이루고 있으며, 현금 거래는 많지 않으나 신용담보를 통해 대리상에게 대금
회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는 광저우 내 로컬 양판점에 직영
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대리상에게 자사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
한 목적이며 이윤창출 모델은 아니다. 내수시장에서의 순이윤은 약 20% 정
도이며, 임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임금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편이다.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는 내수시장 진출 초기에 많
은 난관이 있었다. 대형업체들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다보니 대리상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리상을 직접 찾아다녔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대리상을 모색 중이다.
중국의 내수시장 전망은 밝지만, 동종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이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역량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중국 내
수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경쟁률은 선진국과 유사하게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
이며, 대형매장을 통한 판매방식이 주요 경로가 되는 현상 역시 비슷해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인데,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는 중국
소비자들이 매우 이성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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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품에 노출되어 중고가 제품은 품질 및 성능 차별화가, 중저가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
내수시장 진출 시 자사 제품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 즉 명확한 고객층
선정이 필요하다.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의 경우 대중소
비자를 타깃으로 주요 대형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 제품의 가격은 경쟁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쟁이 심
화되고 있어 품질과 디자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리상 및 유통업체 관계자와의
네트워크에는 홍콩계 기업이라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3. 적극적인 내수시장 공략
가. Dongguan Lite Array
Dongguan Lite Array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홍콩기업 융청국제그룹(永
成國際集團)의 자회사로 2003년 7월 둥관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억 1,380
만 홍콩달러로 CMOS 카메라 모듈, 가정용 보안장비, 의료장비 등을 생산하
고 있으며, 동종업계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회
사다. 둥관에 위치한 Dongguan Lite Array는 22만㎡ 규모의 공장과 기숙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6,000명에 달하고 그 중 기술직이 25% 정
도다.
Dongguan Lite Array는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창춘이공
대학, 화난이공대학, 홍콩과기대학, 중국과기대학 등과 산학 협력관계를 맺고
R&D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에는 ‘국가급
하이테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둥관시 ‘특허양성기업’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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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Dongguan Lite Array의 내수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 매
출액은 2억 5,407만 4,000위안이고 그 중 내수시장 매출액은 1억 4,073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의 55.4%를 차지하였다. 2008년의 매출액은 2억
8,245억 위안이었고 내수비중은 66.5%(매출총액 1억 8,788만 위안)에 달
하였다. Dongguan Lite Array가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
었던 이유는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및 기업 전환, 인재 관리, 효과적
인 지방정부 정책 활용,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Dongguan Lite Array의 전신인 융청(永成)전기는 1993년 중국에 진출하
였으며, 가정용 주방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100%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출가
공기업이었다. 중국의 대형 로컬 가전업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안정적인 주문
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로컬업체가 급성장함에 따라 기술, 시
장, 가격 등의 경쟁이 심화되어 융청전기는 제품의 구성 전환 및 업그레이드
를 감행했다. 그 결과 1997년 세계 최초로 스팀청소기를 발명하였고 2002년
OLED 연구개발과 함께 2003년에는 LCD TV를 생산하였다. 2003년
Dongguan Lite Array의 설립으로 기존의 가전업종에서 벗어나 모토로라,
필립스, 레노보, TCL 등 국내외 핸드폰 제조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제품 구성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당시 중국 내 핸드폰의 80%
가 Dongguan Lite Array의 카메라 모듈을 장착할 정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Dongguan Lite Array는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의료장비 등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술로 승부하였다. 또한 R&D
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였
다. 2007년 이 회사의 R&D 투자규모는 1,500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하였으며, 2008년에는 1,700억 위안을 추가 투
입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6.1%까지 높아졌다. 이와 함께 Dongguan Lite
Array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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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Dongguan Lite Array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Dongguan Lite Array Co., Ltd(东莞光阵显示器制品有限公司)

광전자, 의료장비

대표자

舒伟平

설립 시기

2003년

자본금

1억1,380만 홍콩달러

직원 수

160여 명

관계회사

Global Optics Limited(环球光显有限公司)

생산량
주소
홈페이지

n.a.

广东省东莞市清溪镇银星工业区
http://www.globaloptics.cn

자료: http://www.globaloptics.cn; 기업 인터뷰.

인재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인재는 꾸준히 영입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자”라
는 슬로건하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로컬 대기업
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전자 소
재 분야에서 Lenovo, Kongka, Changhong, ZTE, Skyworth, TCL 등 로컬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내수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현지정부의 정책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활용한 것도 이 회사의 장점이라
고 할 수 있다. 2005년 8월 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하면서 광둥성 과학기술청
으로부터 80만 위안을 지원받았고 2008년 둥관시 과학기술국으로부터 산학
연구기금 40만 위안, ‘2007년 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364만 위안을 지원받는 등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에 적
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재정적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Dongguan Lite Array의 성공적인 내수시장 진출은 Dongguan Lite
Array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기에 가능하였다. 가전업체에서 광전자기업
으로, 광전자에서 의료장비 분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업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밑바탕에는 연구개발과 독자 브랜드 개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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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英记夹万家
私有限公司)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의 모기업인 홍콩의 징청(鏡威)
그룹(Clearwise Group)은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구기업으로, 1993년 둥
관시 랴오뿌(寮步) 진에 투자하였다. 투자총액은 1,673만 달러이며, 공장 면
적은 8만㎡로 현재 추가로 건설 중인 공장 면적을 포함하면 약 20만㎡에 달
한다. 2010년 현재 종업원 수는 1,300여 명이고, 주문량이 많을 경우 2,000
명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가구 디자인 및 기술직 근로자는 30명 정도다.
2006년에 독자기업으로의 기업 전환을 마친 이 회사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문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수출물량을 내수 판매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내수시장에서 소화하였다. 2009년 이 회사의
전체 수출액은 1,254만 달러이며 2010년 8월까지 668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내수규모는 2007~10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하였고 2010년 상반기 약 5천
만 위안에 달했다. 수출은 OEM 방식으로 미주,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내수는 독자 브랜드인 ‘잉지화푸(英记华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이 향상되고 주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 회사는
주요 고객층이 안정적인 소비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경
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의
주요 고객층은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주요 대도시 시장뿐만 아니라 성도(省
都) 지역에도 이미 진출하였다. 상하이, 선전, 난징, 광저우 등 화둥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화둥(華東), 둥베이(東北) 일대에 대리점이
포진한 상태다(표 4-10 참고).
최근 주장삼각주 지역의 가공무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
여 이 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독자기업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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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또는 내수시장 확보보다도 생산과정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광둥 지역
의 투자환경 변화가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지의 모든 기업이 겪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원자재 공급, 기술 및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내륙 이전을 하면 토지가격, 전력비용 등이 절감되긴 하나 노
동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주장삼각
주 지역의 외지 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원하므로 야근을 꺼리지 않는 노동
자 확보가 용이한 반면, 내륙지역의 노동자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
가 많아 야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내륙지역의 지방정부가 제시하
는 정책적 지원 등이 연해에 비해 미흡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생
산단가가 높더라도 주장삼각주 지역의 정부 지원 및 노동력 공급 측면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가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에는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A/S 등을 꼽
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수출시장에서 쌓은 지명도와 기술 및 디자인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수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국 대리점에서 A/S를 제공하며 특수한 경우 공장에서 기술자
를 파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A/S로 인해 대리상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대리상과의 거래에서 현금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리스
크를 낮추고 대리상에게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의 제품
만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처음 거래하는 대리상에게는 디
스플레이 물품에 대해 20~30% 할인(以貨爲補)을 해주고 있으며, 주문을 받
을 때 30%의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70%를 현금으로 받은 뒤 물품을 인도
하고 있다. 인기 있는 제품은 50%의 계약금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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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전시 및 판매망 ❚
지점명

주소

청두(成都)점

成都太平园家私广场博览中心2楼B209

충칭(重庆)점

重庆巴南区八公里凯恩家居城A馆3019美加庄园

난닝(南宁)점

广西南宁民主6-7号阳光星都西座2301房

선전(深圳)점

怡丰名店：罗湖区怡丰名
宝安店：深圳宝安区福永107国道怀德段副邦-红树湾国际家具2楼2012

창사(长沙)점

长沙市芙蓉区万家丽户85号好百年家居三楼

셴닝(咸宁)점

欧丽雅家具商场

타이저우(台州)점
난창(南昌)점
닝보(宁波)점
항저우(杭州)점
진화(金华)점
취저우(衢州)점

温岭国际家具城三楼泓慧家居英记华府
南昌高新大道8号京东欧亚达
宁波第六空间
江平区秋涛北路72号欧亚达家具城
金华锦绣国际家具广场B21
衢州市巨桑国际家居博览中心（浙江衢州衢化大道上洋）

우시(无锡)점

无锡市锡山区东亭镇红星美凯龙2号馆5楼英记华府

우한(武汉)점

武汉市武昌区中南路金马凯旋家居

상하이(上海)점

上海月星店：上海澳门路168号月星家居广场D057英记华府
上海家具村：上海青浦区嘉松中路5369号吉盛伟邦国际家具村A1-105镜威
上海红星店：上海浦东新区沪南公路2176号

창저우(常州)점

红星美凯龙家具商场4楼、月星家具商场4楼

난징(南京)점
정저우(郑州)점

江苏南京卡子门大街38号
郑卞路星美凯龙家具商场5楼

시안(西安)점

陕西西安市太华北路218号大明宫建材家居城4楼

스쟈좡(石家庄)점

石家庄长安区和平路建华大街交叉口红星美凯龙

자오좡(枣庄)점

薛城区永心美迪龙家具商场

칭다오(青岛)점

青岛市市北区华洋路9号海博家具9号门5-208

지난(济南)점

济南市北园区欧亚达家具广场

다롄(大连)점

大连市五一广场4号大世界家居广场

선양(沈阳)점

沈阳市大东区滂江区42号

창춘(长春)점

长春普阳街月星家居6楼A609-A611展位

하얼빈(哈尔滨)점

哈尔滨道里区上海路66号月星国际家具4楼4-16

자료: http://www.yj193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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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대표자
설립 시기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Co., Ltd
(英记夹万家私有限公司)

가구
袁庆林(공장장)
1993년

자본금

1,673만 달러

직원 수

1,50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1,254만 달러(2009년 수출액)

주소

广东省东莞市寮步镇华南工业区

홈페이지

http://www.yj1933.com

자료: http://www.yj1933.com; 기업 인터뷰.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는 향후 고급시장을 타깃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가구업계에는 독보적인 선
두기업이 없는 상태다. 이는 전자제품과 달리 가구의 특성상 개별 상품에 대
한 상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으로, 모방제품이 나와도 규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는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적극 활용하였고 전시회 참가로 지방정부의 지
원을 받아 왔다. 지방정부는 박람회 참가비용의 50~70%를 보조금으로 지원
하면서 독자 브랜드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회를 통해 동종업계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대리상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深圳市玖木科技发展
有限公司)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홍콩 신쥐위안(鑫巨源) 그룹의 자회
사로 지능형 공기정화기, 음이온 공기정화설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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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과거 매출의 98%를 OEM 방식으로
해외에 수출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주문량이 줄었
고,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청이 많아 내수시장으로 선회하였다.
해외수출에 집중하던 시기,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500여
개 품목을 가공ㆍ생산하는 전형적인 다품종 박리다매 구조를 추구하였으나
현재는 30~40개 핵심 품목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수와 외수 비율이
7:3 정도로 내수 전환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내수시장 진출에 앞서 중국 각지의
유통시장을 조사하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현재는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리상을 통해 까르푸
등 대형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이윤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하나, 2010년
말~2011년에는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해외수
출에 의존했던 시기의 이윤율인 2~3%와 비교하면 실적 수준이 상당히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외수출은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에만 집중
하고 있다.
동종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주력제품인 공기청정기에 타사의 일반
제품과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분재 모양)과 멀티 기능(MP3 등 오디오 기능)
을 탑재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경험이 있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의 내수시장 진출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외수출에 의존해 온 기업의
경우 내수시장으로의 전환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
상황을 살펴가면서 전환을 해야 한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이를 위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겸하는 한편 사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 중
국 내수시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편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는
내수시장 진출 초기에 예전에 없었던 기획부, 판매시장부, 광고홍보부,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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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 기업 현황 ❚
기업명
업종
대표자
설립 시기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 Co., Ltd
(深圳市玖木科技发展有限公司)

생활가전
刘建华(이사장)
1992년

자본금

1,000만 홍콩달러

직원 수

800명

관계회사

n.a.

생산량

n.a.

주소
홈페이지

深圳市宝安区松岗镇松裕路东方大田洋华丰高新科技园
http://www.ninetree.cn

자료: http://www.ninetree.cn; 기업 인터뷰.

팅부 등의 부서를 신설했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는
수출가공기업이 내수시장 진출에서 겪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증편된 부서들
을 조율할 수 있는 경영자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좋은 예다.
해외시장과 달리 내수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광고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내 인지도가 떨어지는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박람회와 미디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의 경우 외자기
업 내수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 전시회와 CCTV 프로그램의 무대
설치 협찬 등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서 시장 및 소비자의 신
뢰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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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본문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광둥성에 진출한 외자기업
의 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한국기업의 광둥성 진출 및 내수
시장 공략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평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가공무역 우대정책 등을 통해 고도성
장을 이루었으며 외자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로컬기업뿐만 아니라 외자기업 역
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및 보호무역 장벽,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인상,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등 대내ㆍ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의
증대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광둥성 수출가공기업
은 글로벌 시장의 수요 급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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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
출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는 전환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된다. 기업은
내수시장 개척, 독자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내수 전환비용을 감당
해야 하는데, 특히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재방식, 유
통채널 진입비용 등 ‘묵시적 규칙(潛規則)’은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수
출가공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또한 유통단계의 운영구조 및 메
커니즘은 여전히 효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가공무역기업의 내수 전
환은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독자 브랜드 개발과 판매루트 확보는 내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국 내수시장은 거래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대금 회수가
느리다. 특히 판매루트 상의 중간비용, 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각종 커미션,
광고비용, 입점비용 등은 내수 진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수출에만
익숙한 기업들에게는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 등도 받
아들이기 쉽지 않다.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내수로의 전
환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전업계의
경우, 중국정부가 시행한 가전하향(家电下乡) 정책에 참여한 기업들은 메이
디, 하이신, 커롱 등 로컬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 유명 로컬기업들은 브랜드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독식하고 있고, 가격경쟁을 벌일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영업판매 모델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성장하였다. 반면 외자기업, 특히 수출주도형 중소기업
들은 해외시장의 대량주문만을 염두하고 내수시장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해외수요의 감소에 따라 내수시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내수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 기업 중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에서도 보았듯, 대부분 상당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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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브랜드 개발과 시장개척에 투자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도소매
시장 및 전문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망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유통문화
를 학습했다. 광둥성의 대다수 가공무역기업, 특히 중소형 가공무역기업은
자금 조달 및 정보 수집 등과 관련된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
에서는 반제품을 역내에서 위탁 가공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는 생산단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
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고리
스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
력, 자본 등의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의 독특한 영
업판매 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으로 판촉, 가격 포지셔닝, 결제방식,
시장문화 등에 있어서 다른 해외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한다. 물론 오랫동안 해외시장에 의존하여 성장한 가공무역기업은 무
리하게 내수 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파악
하면서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시사점
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
■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필요
금융위기 여파로 가공무역 제한정책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한ㆍ중 간 교역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
외적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ㆍ수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내수

72│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내수 전환 여부는 현실적인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의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내수시장 진출이 가
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의 주문량 감소 및 내수시장의 미성
숙 등을 고려해 아직 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용전자(智龍電子)의
경우 법인화에 따른 세금 부담과 내수시장에 적합한 아이템 부재로 법인화
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환경과 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공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연구하고, 계속할 경우 가공무역 제한정책
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수시장 진
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독자 브랜드 개발,
유통시장 개척 등의 진출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기업 사
례에서 보듯 많은 기업은 해외수출시장과 내수시장 사이에서 기업 실정에
맞게 내수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내수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홍콩의 Dongguan Lite Array처럼 가전업체에서 광전자기업으로, 광전자에
서 의료장비 영역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업종 전환 및 업그레이드
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만의
Evervictory Electronic도 주문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자 브랜드 개발 및
혁신을 통해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홍콩의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역시 과거 OEM 방식의 수출에서 벗어나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독자 브랜드 개발에 성공하여 중국의 고급 가구
시장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 분야의 수출가공기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73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

예다. OEM 업체라도 기술 혁신과 독자 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현재의 거래처에만 의존한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이다.

■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을 적극 활용
광둥성 지방정부에서는 외자 수출가공기업의 기업 전환, 내수시장 진출 등
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평
가하기도 하지만 사례 기업 중 Dongguan Lite Array,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 등 홍콩계 기업
들은 현지정부의 R&D 관련 지원, 내수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기술 혁
신, 지명도 제고, 유통업체와의 협상력 제고 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광둥
성은 홍콩무역발전국과 협력하여 내수시장 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홍콩의 내수시장 진출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홍콩 ․ 대만 기업 벤치마킹
수출가공기업이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 개척, 독자 브랜
드 개발 및 혁신, 광고 및 유통채널 구축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며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증대된다. 특히 중국의 유통채널 운영구조 및 메커니
즘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완화 및 분산 방식을
홍콩 및 대만 등의 성공기업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적 시사점
■ 중국 진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
중국정부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퇴출시키고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R&D 투자
를 통한 기술 혁신, 인력 관리, 적극적인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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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광둥성 인터뷰 기업 정리 ❚
기업명

소재지

설립
연도

주력업종

투자규모

내수시장 진출 특징 및 난제

Dongguan Lite
Array

둥관

2003

광전자,
의료장비

1억1,380만
홍콩달러

· 연구개발과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업종 전환 및 혁신

2004

디지털
카메라

· 기술력 바탕으로 내수시장 진출
모색 중
5,000만 달러
· 글로벌 기업의 주문 감소 우려 및
내수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관망
·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평판도
·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적극
1,673만 달러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여 가격협
상력 제고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

둥관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

둥관

1993

가구

지용전자
(智龍電子)

둥관

2003

리모컨
셋탑박스

n.a.

· 기업 전환(법인화)에 따른 세금
문제 우려
· 내수 진출 아이템 미비

문구

n.a.

· 제품 우위 미확보에 따른 가격협
상력 부재
· 대리상 및 유통업체의 계약 관행

Memory Lane

선전/
1995
광저우

아이리버
중국법인

둥관

·
MP3/MP4
2004
3,100만 달러
학습기기
·
·

Evervictory
Electronic

둥관

1992

자동차
음향기기

브랜드 파워는 있어 대리상이 적
극적임
B/A식 결제에 부합하는 업체 적음
가격경쟁력이 약한 것이 약점

25만 달러

· 생산기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체 브랜드 개발과 대리상 유치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

선전

1992

공기
청정기
생활가전

1,000만
홍콩달러

· 생산품목 축소 및 집중
· 인지도 만회 위해 박람회와 미디
어 적극적으로 활용
· 전시회와 CCTV 프로그램의 무
대 설치 찬조 등을 통해서 인지
도와 신뢰 확보

부강전자

둥관

1995

전자/금속

870만 달러

·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서의 메리트
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B2B
시장에 진입

광저우
1998
/중산

소형가전

500만 위안

· 제품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
· 가격경쟁력 유지와 신제품 출시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

자료: 현지조사 인터뷰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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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생산능력은 충분한데 내수시장 진출을 시도할 만한 아이템을 갖지 못한 경
우가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적
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강화 및 내수시장 진출 가이드 제시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정책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단
기간 내에 자주 정책이 변화하여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각종 정책 변화에 대
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시 관련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중국의 주요 권역별ㆍ성시별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
및 비제도적인 거래 관행을 파악하여 기업 여건에 맞는 내수시장 진출 가이
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부품
조립 가공기업의 경우 내수시장 공략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으며, 자금
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기술경쟁력을 구비한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내수시
장 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지방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 필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나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조 관계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
해 주요 지방정부와 상시채널을 구축하여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KOTRA와
유사한 성격인 홍콩무역발전국은 광둥성 정부와 함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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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우한, 충칭 등 내륙도시에
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자국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 ․ 중 FTA에 대한 준비가 중요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 변화는 한․중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공무역 금지 및 제한조치 강화 등으로 일반무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국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부담을 상쇄시키는
차원에서 한․중 FTA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
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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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Entry into Domestic Market of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in Guangdong
Province, China
Jihyun Jung and Hyukku Lee

Since reform and opening up, China could grow up greatly owing to
continuous opening of the market and expor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processing trade that was a leader of export growth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at the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owing to the Chi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y.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economic

uncertainty at home and abroad increased because of rapid decrease of
overseas demand, Chinese Yuan appreciation, rise of wages and raw material
price and negative cognition on processing trade, so that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made change of business paradigm from production and export
oriented to domestic market.
To enter domestic market in China,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were
forced to bear not only enterprise conversion cost but also risk of conversion
to domestic market. The processing enterprises that is focused on export
business shall pay conversion cost that is needed to investigat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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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n China and to develop its own brand and to strengthen marketing
business. When the processing enterprises does not apply transaction method
in domestic market,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and entry cost into
distribution channels to business management, it shall have very much high
risks.
This study was focused on Guangdong province wher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were crowded, and investigated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ntry
into domestic market to examine success cases and to give strategy to enter
domestic market in China and to support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investigated development and policy changes of processing
trade in China, changes of business model of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in
Guangdong province and entry into domestic market in China by using
various kinds of materials. The author interviewed not only business managers
who made effort to convert into domestic market or to enter domestic market
successfully but als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ina, and gave practical
information for businesses. The subject was 10 foreign capital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form Hong Kong, Taiwan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is study, the Korean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in
Guangdong province was demanded to have business model that could meet
actual conditions of the business, and to do R&D and innovate continuously
and to make use of support policy of local government actively.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give political support for small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in Guangdong province to strengthen monitoring of systematic and
non-systematic environment in important regions in China and to give
guidelines for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and to set up regular channel
with local government for kee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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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Entry into Domestic Market of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in Guangdong Province, China
Jihyun Jung and Hyukku Lee
장기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출성장의 주역은 가공무역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급감,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광둥성 수출가공기업들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광둥성 소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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