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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고

산업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중국은 해외의 경제자원을 빠르게 흡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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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아시아의 서비스 중심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
업에 관심이 높은 유통∙금융 및 통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산업
의 개방 현황, 전망, 경쟁력, 외국기업의 진출 전략 및 국내기업과 정부의 향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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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硏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硏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硏究報告書,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대외경제연구』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1199
URL: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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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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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章揆∙趙顯埈∙吳東胤

중국의

가입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중국
의

가입이 초래하는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가입은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정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증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의 다른 부문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도 발전속
도가 늦은 상태로서 전체 경제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하게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
업은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역대

가입협상에서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의 측

면에서 보면 가장 과감하고 급격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국가 중 하나입니
다 따라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對中 비즈니스의 새로운 차원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ㆍ중관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양국간 경제교류는 수교

여 년이 지

난 현재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 등의 실
물경제 교류에 비하여 서비스 부문에서는 양국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
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양국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지의 여부
는 양국의 경제성장 속도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
니다 그 중에서도 양국간 생산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교

류가 병행적으로 발전된다면 양국간 경제교류는 더 한층 확대될 수 있습
니다 이처럼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을 잘 활용한다면 한ㆍ중 경제교류
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
장에서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심층분석과 전략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배경하에서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우리 기업에 어
떤 의미를 가지며 장애요인은 어떤 것이며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는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중국적인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중국기업 중국에 진출한 외국의 다국
적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의 중국지역연구에서 비교적 생소한 연
구분야이면서 방대한 연구자원을 투입해야 할 연구과제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유통ㆍ금융 및 통신 서비스산업을 중
심으로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정부 및 관련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에 참
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본원 중국팀의 이장규 조현준
박사 그리고 오동윤 연구원이 담당하였습니다 집필자는 연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제공한 배제대학교 고정식 교수 청운대학교 최의현 교수 본원 중국
팀의 남영숙 지만수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정리 및 편
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주희 이윤정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년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
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
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
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
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
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
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우리에게 연구수요가 높은 유통
금융 통신 세 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이들 세 개 산
업을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산업의 특성 개방의 현황과 전망 개방의 영
향 중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서비스업계의 진출현황 서비스
시장 진입시 고려해야 할 주요요인 및 성공적 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우선 중국의 유통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전통이 여전히 상당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개혁ㆍ개방의 진전으로 인해 새로운 유통
업체와 유통경로 유통업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통적인 국유업체

들은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는 비국유 유통업체들로부터 경쟁압력을 받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유통산업에 대해 종래와 같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확대 패턴을 유지하면서

가입 양허안에 따른 개방확대 일정을

대체로 준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의 유통업부문에서 본토업체
와 외국업체의 경쟁 외국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본토
업체는 외국업체와의 제휴ㆍ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
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中 투자업체는 거의 모두 제조업체이고 전문 유통업체는 극
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유통업 진출사례로서는
한국의 신세계

제조업체로는 우리에게 관심이 높은 전자ㆍ

식

품 의복 업종의 내수유통사례를 중국 현지 주재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유통시장 특히 유통경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진출방안들을 경험론적
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계는 중국 내수유통시장 진출시 우선 큰 자본의 투입
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현지에 유력한 경쟁상대가 많지 않으며 시장이 빠
르게 확대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유통경
로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중국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 체제전환국 특성
등 을 필히 고려하여 유통경로 방식을 선정하고 표적시장별로 유통경로
방식을 차별화하며 유통경로구성원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
면 중국 유통산업의 제도화 미흡으로 인해 유통경로 구축시에 거래비
용 이 많이 발생하므로 소위 꽌시 關係 와 같은 비제도적인 수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수유통시장 진출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업계의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현
지 인재모집 및 자금조달 지원 한국상품 전시회나 전문매장의 체계적 운

용 진출업체의 현지 유통경로 구축관련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 본 연구는 중국 금융산업 전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
기보다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은행부문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이는 중국의

가입 양허안을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중

에서 은행부문이 중국진출 경쟁력이나 자격요건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에서 은행부문이 제일
활발한 편인데 이는 한ㆍ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기업
에 대한 신용장 관련 업무 현지 외환대출 일부 인민폐 대출 우리교민에
대한 서비스업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내은행들의 중국진출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년에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이 上海지점을 개설하였고 하나은행은
년에 제일은행이 중국공상은행과
현지법인 의 제일은행 지분

를

대

비율로 설립한 靑島國際銀行
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국내은행의 對中 진출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채권관리 거래선 지원 중국비즈니스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개선함으
로써 제조업계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또한 중국에서 외국은행 본토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현지은행들을 소개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내은행들은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본토은행 및 외국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 고객기반을 중국진출 국내기업으로부터 현지 외국기업 및 중국기업
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중국진출 확대는 보다 세밀한 준비
를 거쳐 진출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업무도 전
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중국비즈니스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등 다방
면의 준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이 부
실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금융감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

다 중국진출 은행들의 현지영업이 부실화되면 국내 은행부문에 부담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많은
한국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은

포털사이트 온

라인쇼핑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중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부문은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시장이다 그러나 온
라인게임을 제외하고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미미한 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도 중국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에서 통신산업은 국가주
도의 전략산업에 속하여 중국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외국기업이 중
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의 통신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소규
모 벤처기업이 대부분인 한국업계가 중국진출시에 중국정부를 상대로 협
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차원에서도 중국진출 방식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합
자보다는 합작을 통해 진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완
제품으로 보고 이를 완전히 중국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진출이 유망한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을 하나의

연결 서비스로 인식하고 진출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분모는 포털사이트에 있는바 포털사이트가 가치사슬
형성의 기초가 되어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이 구현되려면 서비스 콘텐츠의 핵심인 문화콘텐츠
를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단기이익보다는 미래를 지향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국 문

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소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을 해외시장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시장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필요하
며 이를 토대로 문화적 배타성 내지 문화침투 의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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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동기: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오늘날 외국기업은 중국을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으로서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지속으로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빠르게 현재화되고 있고

년

월

가입 이후 시장개방

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래 외국기업에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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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외국기업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
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이다 종래 중국의 유통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
해 고도로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영향과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림

참고

외국의 對中 경제교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외국
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 등에서 중대한 기회를 제공
한다 특히 현재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게 중대한
년 중국의

진출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하는 비중은
준

로서 선진국 수준

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
은 물론 대다수 개도국의 수

내외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림

참고 향후 중국에서는 고

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1-2> 2001

33.4%

GDP

15.4%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51.1%

자료

중국통계연감

예컨대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에서 중국의

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는

년
로 예측

월에 발표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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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실제로
은

년 동안에 중국의 실질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

연평균 성장률

에 달했다 그림

참고

1-3> 197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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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2002

자료

그림

중국의

1998~2002

와 동일

가입 양허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
표

은 국제적인 컨설팅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

가 중국의

가입에 따른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기회를 주요

지하고 있다
스

1990~2002

업종별로 정리한 것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에서 진출기회가 확대되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 외국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외국기업의
생산 물류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등 기업경영의 가치사슬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진출 유
형이 수출지향형 현지생산 위주에서 내수판매를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되
고 있는 추세도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볼 때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국제적인 상품ㆍ서비스 유통 내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제자원 자본 기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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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對中

전체
제조업

무역ㆍ
유통업

물류업

평균관세율
년까지
쿼터제
년까지 점진 취소

완성품의 對中 수출과 중국내 제조
간에 득실을 비교해 선택
가격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이 유
리예
석유화학제품
고급의 철강ㆍ유리제품 등

가입후 년내 점진 개방
초기에는 합자만 허용
년부터
독자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독자적 전국 유통망 건립 가능
지주회사에 우선권 부여될듯함
자유무역지구 진출업체의 국내 유
통 진출 리스크 감소

합자는 가입후 바로 허용
독자는 가입후
년후 허용

중국의 무역 붐 속에서 물류업이
쾌속 성장할 전망

년 자동차 관세
자동차

통신

인터넷
설비

은행업

부품

외제차 시장점유 확대 및 대중 수
출 확대
중국내 승용차 제조설비의
이
상 도태될 것으로 예상

지역제한 점진 취소 北京 上海 廣
州 우선 개방
무선호출 부가 년내 이동 년내
유선 년내 개방
외국인 지분 단계 확대 종합서비스
는
년까지
부가호출은
년내
는 년내
는 년에 걸쳐 확대

무선통신시장
년
억 달러
예상 일부 점유 가능
이동전화 사용자
년 억에 달
할 것이나 요율은 선진국 수준으
로 저하될 것임
인터넷 사용자 시장 두자리수 급성
장으로
와
에 큰 기회

정보기술협정
관세
부터

년

시장 급속성장으로 對中 수출 확대
현지생산 및 중국업체 인수도 가능
중국기업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

위안화 서비스 개방 對중국기업
년내 對중국인 년내 허용
중국은행과 동등 권리 년내 보장
단 지정지역내 한정
지역ㆍ고객 제한 년내 취소

년내 전국에 지점망 확충 가능
외국은행 시장점유 대폭 상승할 것
비효율 중국은행들은 혹독한 도전
경쟁압력 에 직면

자동차금융 허용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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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보험업

지역제한 년내 철폐
단체 건강 연금 년내 점진 개방
생명서비스 합작 지분
허용
비생명서비스 합작 지분
허용
독자는 년내 개방

투자옵션 제한 펀드흐름 제한
지분 제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펀드관리 합작 지분
년내
까지 허용
증권인수 합작 지분

소수지분이 장애

증권업

허용
허용

다수 외국지분 허용
법률회사는 특별규정 적용

중국의 무역ㆍ투자 붐과 방대한 지
역의 이점으로 전문직 서비스 쾌
속 성장할 전망
현지 전문인력 공급부족이 장애

영상ㆍ
음향

영상ㆍ음향유통 합작지분
허
용
외국영화 유통 연간 편 허용 년
내 편
영화관 외국지분
개방

거대시장 잠재력
단 지적재산권 보호 불충분

여행사

지역제한 취소 종합서비스사 허용

국내 여행업 고속성장으로 혜택

전문직
서비스

주
전문직 서비스 회계 법률 세무 컨설팅 도시계획 건축 의료 컴퓨터 관련 서
비스
자료

등 은 투자효율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의 외국인직접투자
달러의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를 유치해 세계

계 위에 올랐다
수치상으로

유치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아시아 전체의

유치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유치 위는 룩셈부르크

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년에 중국은

억
로 세
년

억 달러 이지만 이는 기업구조조
참고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에

에 달하였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중국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

은 중국을 생산기지와 시장으로 활용하려는 외국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유치가

가입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 확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중국에
는 금융 유통 통신 부문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중국처럼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
을 많이 유치하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
아 중국은 세계적인 공장 및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
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발전은 한국의 산업
구조 조정 한국의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기
회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초래하는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
와 영향의 실체를 구명 究明 함과 아울러 이러한 개방에서 오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이루
어진 중국경제 연구에서 서비스부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또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국에
서 서비스산업의 시스템과 구조 제도 환경은 우리의 것과 상당히 다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변화가 바로 오늘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로 하여금 시의성을 갖게 한다 중국은
한 후 서비스산업의 전면적인 개방시한을

년

월

에 가입

년 내로 설정하고 바야흐

로 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진출 업
종이 과거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제조업체의 진출유형도 수출지향형 현지생산 위주에서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현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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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유통 금융 통신 세 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충격 정도 그림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의 영향과

참고 외국기업의 진출기회 표

참고 한국기업의

진출실적 한국 제조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필요성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금융 물류 통신 등 허브 구상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세 개 부
문의 연구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들 세 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문제
를 다루되 다음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 서비스산업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은 과
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거쳐 현재는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중국적 특색 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우리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구명하되 체제전환국 의 특성과 중국적인 특색
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둘째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중
국에서 유통 금융 통신 서비스 업종은

년부터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중국기업과의 합작 형태로만 허용되기 시작하였고
년 이후 특히

가입

년

월 을 전후해 서비스업 개방이 가

속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무엇인지 외국업계는 어떤 방식을 써서 진출하고 진출현황은 어떠한 구
조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진출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등
이 관심을 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셋째 서비스산업 개방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의 문제이다 중국
의 서비스업 개방이 중국 내외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는 다양하여 서비
스산업을 포함한 중국경제 전반 외국기업의 중국진출과 국제경영 국제
적인 상품유통과 경제자원의 배분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
히 오늘날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이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기지
로 부상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중국 서비스업계의 경쟁력은 어떤가의 문제이다 개방 확대로 외
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중국 서비스업계의 경쟁력은 어
느 정도이고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
엇인지 등이 관심을 끈다
다섯째 한국 제조업계 및 서비스업계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현황은
어떤가의 문제이다 최근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업종이 다양화되고 투자
유형이 수출지향형에서 내수중시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과연 현지 서
비스시장에 어느 정도 진출해 있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외국기업의 진출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등이 관심을 끈다
끝으로 중국 서비스시장 진입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성
공적 진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관심을 끄는 이슈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주요 이슈에 대해 유통 금융 통신 세 개 산업별로
각각 접근하고 있다 유통산업은 장에서 정리했는데 우선 중국 유통산
업의 구조적 특징과 그 발전현황 및 추세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관련된 이슈로서 개방의 현황과 전망 개방의 영향 중
국업계의 경쟁력 중국정부의 개방대책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업
체의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출방안
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중국 유통산업 개방에 대한 한국기업의 최대 관
심사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문제에 있음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의 對中 투자업체는 거의 모두 제조업체이고 전문 유통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현지 제조업체의 내수유통경로 진출문제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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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요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장에서 다룬 유통산업의 범위는 소

비재 공산품의 도시 소매유통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재 공산품
중에서도 한국기업에 관심이 많은 품목이 주된 연구 대상이다 한국의 對
中 수출액과 對中 투자를 기준으로 주요 소비재 공산품목을 꼽는다면 가
전

의복 식품 승용차 등이 있는데 이 중 유통경로에서 특수성이 강

한 승용차를 제외한 품목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금융산업은 장에서 정리했는데 중국 금융산업의 개방에 따른 한국기
업의 기회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는 데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중국의 금융산업의 특성과 발전현
황을 검토하고

가입 양허안에 따른 개방일정과 이행상황을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중국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세계경제포럼의 관련 자료를
이용해 대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중국측이 제시하는 외국 금융업
체의 진출요건을 한국 금융업계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고 한국 금융업계의 진출 현황을 정리했는데 이 부분에는 중국 금융부문
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는 한국 금융업계의 중국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장에서 다루어진

금융산업의 범위는 은행부문을 위주로 하고 보험 및 증권부문은 일부만
다루었다 이는 보험 및 증권부문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중국진출 실적
이 은행부문에 비해 매우 적고 업계의 관심이 은행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장에서는 통신산업을 다루었는데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이동전
화 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부문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우선 중국의 통
신산업 및 통신서비스시장의 규모와 발전 잠재력 구조적 특성 등을 검토
하였다 이어서 중국의

가입 양허안을 살펴본 뒤 개방확대가 중국

의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중국 업계의 변화와 동향 등을 분석하
고 현재의 개방도를 평가했으며 아울러 중국정부의 통신산업 정책도 고
찰하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업계의 진출현황을 다루었는데 유망한 진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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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시장 위주로

정리했으며 동시에 이들 시장의 규모 특성 등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
분에서는 한국 업계의 진출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이 최근 중국의 세계적 공장ㆍ시장
화 추세 속에서 진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對中 경제협력
방향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비전 등과 관련한 정책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와 위
협 측면에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응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우
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력 부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진출전략 및 정부
의 對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한국경제
의 과제 특히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연구의 관점과 경제학ㆍ경영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중국
의 서비스산업 개방 문제에 접근하였다 다만 학문적으로 상당히 모험적
인 측면이 있고 개념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또한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

적인 요소나 경제적 획일주의가 잔존하고 있으므

로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문제를 시장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문제는 그 상부구조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에 구속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주의했다 중국은 사회주
의적 시스템과 시장경제적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
화과정에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시스템하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산업 개
방 문제를 주로 거론하되 개방확대 속에서 급성장하는 거대시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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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제도비용

과 거래비용

방대한 영토에서 오는 지역별 차이 등을 집중 조명했다
시장화 단계를

非시장경제

중기 시장경제

弱시장경제

전환 후기 시장경제

장경제

전환

비교적 성숙한 시

성숙한 시장경제 로 구분하고 경제의 시장화 정도를 다

양한 측면 노동 자본 생산 가격 등 에서 평가할 때 현재 중국의 시장화
는 아직 전환 후기 단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과 그 체
제는 전환기적 특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림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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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이론

에 따르면 제도운영효율 은 경

제효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국의 張克難

은 제도

운영효율분석 에 관한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즉 경제규모가
부단히 확대되어 제도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의 성장능력은 체감하게 되므로 만일 제도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능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존체제는 제도비용의 수용한계를 넘게 되어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수익

은 국민경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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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와 기술진보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다

제도비용

을 양수 플러스 로 가정할 때 제

도운영이나 제도혁신은 모두 경제자원 의 소모를 필요로 하므로 제도운
영과정에서 제도비용은 경제규모ㆍ분업ㆍ복잡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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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2
I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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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IC 1

IC′

ES

ES 1

자료

張克難

따라서 그림

을 인용한 宋國誠

에서처럼

형으로 변화하며 곡선
이한 시기의 제도순수익

과

을 재인용

곡선은 ∩형으로 변화하고
의 간격

곡선은 ∪

은 상이한 경제규모나 상

을 나타낸다 경제규모가

에 도달할 때

경제자원에는 정보비용 거래비용 관료조직비용 대리비용 제도교육비용 등과
함께 제도변혁이 초래하는 마찰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사회자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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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져

이 극대치에 도달하는데 이

때 제도수익과 제도비용의 한계치는 같고 제도효율 은 최고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제도효율은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중국의 서비스산업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이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중국 서비스산업 업계의 구조적인 저효율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제도효율은 최고 상태 그림
고 제도순수익

의

와는 거리가 멀

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이 종래

여 년 간 서비스산업 및 그 체제개혁을 추

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경에 처한 것은 비록 제도혁신은 제기
되지만 제도혁신비용 이 너무 높아 저효율순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
미한다

그림

로 설명하면 중국정부는 제도효율

시키고 제도비용
크게 상승해
과

을

을

으로 향상

으로 저하시키길 원하지만 제도비용이 오히려

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곤경 즉

곡선이 교차하여

이 제로

곡선

또는 음수 마이너스 가 된 상황

은 바로 제도운영이 제도혁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음을 가리킨다
상술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체제적 비효
율 내지 제도비용 거래비용이 높고 제도혁신 장애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체제적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업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가입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중국 서비스산
가입 양허내용의 개방계획에 근거해

검토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동향을 진출방식 진출지
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이 외
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시장진출 등에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사업을 행하는 외국기업의 생산 물류 마케팅 등 기업경영의 가치사
슬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張克難

을 인용한 宋國誠

에서 재인용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편 본 연구는 특정 업종이나 상품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중국 서비스시장의 특성을 구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유통부문 진출
사례의 경우 한국업체 및 외국업체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사례를 현지
심층인터뷰와 관련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유통관리 및 마케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례연구에 근거하여 중국시장 진출방안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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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
1) 거대시장의 고도성장 지속
중국의 소매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매시장 社
會消費品零 總額 의 연평균 성장률은
소매시장 규모는 조
본 다음으로 크다
로

억 위안 약

였고

년

억 달러 으로

아시아에서 일

년 한국의 소매시장 규모가 약

억 달러이므

현재 중국의 소매시장은 한국의

등이 중국경제가

년

년까지 연평균

배에 달한다 세계은행
내외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소매시장도 연평균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시장의 성장은 도시의 소득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 소득수준은 소위 溫飽 빈곤해소 단계를 지나 小康 의식주 문제
의 해결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결과 엥겔계수가 낮아지면서 비식품의 소비비중 상승과 소비품목의 다양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급성장 추세는 신생 중산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대의 소비층을 구성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

中國統計摘要
한국 통계청 관련 통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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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전문가인
억

는

년경에 중국의 연해지역 인구가

만 명에 달할 것이고 이 지역의 인당 연평균 소득은

달

러에 달해 중산층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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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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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자료

1998

1999

2000

2001

2002

중국통계적요

중산층의 급증에 따른 소비시장 급성장 추세의 예로서 승용차 판매량
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자동차공업

차 개년

년 계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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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은 중국의 승용차 보유량이
년 승용차 수요가 약

년까지 연평균

씩 증가하여

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좀처럼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증가율이 한 자리수를 넘지 못
하고 있지만 중국시장은 두 자리수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참고
<

2-1>

2001~05
단위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영국
한국
중국
인도
자료

2) 체제전환국의 특성
그림

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의 시장화는 아직 전환단계에 처

해 있기 때문에 그 유통체제는 전환기적 특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가 제도적 장애
년

년간 중국 소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형 소매업체의
총이익이
업체 매장면적

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전국
㎡ 이상 가운데

개 대형 소매

개 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개 업체의 총이익이 감소해 왔다 현재 중국의 소매업체 절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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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수단 결핍 단순한 마케팅
방식 저급한 경영관리 및 서비스 수준 등으로 인해 수익능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 국내유통의 혁신 및 유통기업 효율 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에 대해
宋則

은 유통기업의 재산권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통

혁신과 유통현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유통기업이
유통혁신의 주체이고 유통혁신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고도 명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산권제도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유
통혁신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술한
그림

는 중국의 유통산업체제가 안고 있는 제도혁신 장애문제를 잘

예시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아직은 시장화의 전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유통체제에
는 사회주의체제의 전통적 영향이 잔존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미정비
로 인해 시장질서와 규범화가 미흡하다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법제는
이미 그 의의와 기능을 상실했으나 시장경제체제하의 새로운 법제는 아
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법제 구축이 시장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시장질서의 혼란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권력이 집중된 당정기관과 비대한 관료조직 제도의 정비ㆍ혁신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미분리되어 있고 정부의 간섭이 잦으며
각종 제도적 비용

이 많이 발생하고 人治文化나 關係

와 같은 비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중국사회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
기적인 일당독재하에 권력이 집중된 각급 당정기관이 제도미비를 이용해
기업경영층과 결탁해

경제적 지대 를 추구하는 부정부패

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中國國硏網宏觀經濟硏究室

참고

중국 사회과학원 財經硏究所의 부소장 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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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측면에서 볼 때 제도화ㆍ규범화의 미흡은 유통경로의 구조
설계나 경로구성원

조정체계의 처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

대 유통업체의 선정 경로구성원의 선택 구성원과의 계약ㆍ협의 경로구
성원에 대한 지원 광고 훈련 시장개척 고객관리 판매지원 등 경로의
일상 운영 경로의 확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중국의 유통산업에는 구체제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전통
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
ㆍ개방의 진전으로 인해 새로운 유통업체와 유통경로 유통업태도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신ㆍ구 시스템 사이에는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체제와 입지를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들은 비국유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유통경로의 구축과 새로운 유통업태의 도입을 통해
빠른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과 수익성 악화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신ㆍ구 시스템의 혼재와 마찰로 인해 상품의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 현상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나 유통조성부문의 미발달
과거 오랫동안 구소련의 無유통론 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계획경제체
제 전통 중에는 공업을 중시하고 서비스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丁俊發ㆍ張緖昌

은 계획경제하에서 오랜 동안 생산을 중시하

고 유통을 경시 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부족했던 결
과 오늘날 중국 유통산업의 기술수준은 국제적인 선진수준에 크게 미달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타 공업부문에 대해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언하면 현재 중국의 유통부문 전반 즉 상업유통 물적
최근 중국의 당ㆍ정은 부패추방운동 당풍쇄신 사정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유통경로란 상품의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총체를 의미하여 경로구성
원이란 제조 도매 소매 물류 기타 거래조성에 관여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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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물류 및 유통조성부문 금융 정보 통신 광고 부동산 자문 등 의
발전수준은 저급한 수준이고 유통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유통망 구축과 유지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물류 측면에서 보면 창고시설은 보편적으로 낡아 있고 오랫동안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 물류시스템에 있어서 열악한 보관조건으로 인한 물자
손실만도 연간

억 위안 약 억 달러 에 달한다 丁俊發ㆍ張緖昌

창고ㆍ보관업의 전문화ㆍ사회화 정도가 낮고 그 분포가 불합리하며
인력의 자질이 저급하여 물류효율도 개선하기 힘들다 또한 유통ㆍ물류
부문에서 정보기술 응용의 전반적 수준이 상당히 낮고 상품유통 정보망
의 확장이 미흡하여 제조업체의 생산ㆍ경영을 인도하는 유통ㆍ물류부문
의 시그널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유통경로 구성원간의 결제체계에 적잖은 어려움
이 존재한다 현금성 결제가 부족하고 미수금의 회수가 어려우며 신용카
드의 보급률도 낮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만연해 있다 胡浩

에 따르면 중국 유통업체의

신용 측면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은 유통업체와 은행간의 악성 신용관계
인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는 의식이 유통업체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통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자료에 따르면
급 기업의 비중은
다

급 이하 기업의 비중은
에 달했다 이들
억 위안 약

채권은

만 개 유

급 이상 기업의 비중은

급 기업의 비중은
에 달했는데

에 불과했

급 기업의 비중은

만 개 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총액은

억 달러 에 달했는데 이 중

억 위안 약

년 말에

억 달러 로 전체의

급 이하 기업의 부실
를 점했다 중국 유통

산업의 저급한 신용상태는 은행채무관계의 악화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
라 기업간의 채무관계 악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기업간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오랫동안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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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화ㆍ체계화 미흡
현재 중국의 유통산업에는 조직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이 과다하다 이
분석을 통해 잘 드러

는 유통산업의 시장집중도
난다 아래 수식에서 는 유통산업 총매출액
기업의 시장점유율 즉

는

기업의 매출액

는

절대집중도 은 유통산업내 개 기업

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각각 나타낸다

金永生

에 따르면
즉 절대집중도 지표

미국 유통업의
중국 유통업

은

로 중국의

였는데
년 수치의 약

대 기업의 시장집중도

년에 각각

개 상업

억 위안으로 전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억 위안의

년 중국 상위 규모

조
년

배에 달했다

을 보더라도

년과

로 매우 낮다

이처럼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은 중소업체가 과다함을 의미한다
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만 달러 정도인 영세소매점
이
사에 따르면
개 중 연간 매출액
달했고 종업원수

만 개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통계국의 조

년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소매기업법인
만 위안

만

만 달러 이하 업체의 비중은

인 이하의 업체수는 전체의

에

에 달했다 표

참고
이렇듯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은 과거 계획경제시기의 관행과 지방보호
주의 개혁방식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소위 大而全 小而全 조직규모
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려는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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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위안 이상
매출
규모

만

만 위안

만 위안 미만
만 위안 이하
인 이상

종업원
규모

인
인 이하
인
인 이하

주
년 말 전국에 등록된 소매기업법인
자료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만

개 기준

역 정부ㆍ기관 기업마다 크든 작든 유통업체를 보유하게 했다 동시에
시장경쟁체제의 결핍 지방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방간에 유통장벽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지역 범위에서만 경영하며 업체간에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업체들이 거의 도태되지 않았다 한편 과거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시기에 존재했던 많은 대형기업들이 정부조직 간
소화 내지 정부ㆍ기업분리개혁 추진으로 인해 그 조직이 축소되거나 분
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그 동안 많이 신설된 유통기업들 중 대부
분이 중소기업 위주였던 점도

유통산업의 시장집중도 저하를 초래했

다
이처럼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고 중소업체가 과다하여 오늘날 중국의
유통산업은 조직화나 체계화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 기업의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일점포 경영 위주로 소형화ㆍ분산화되어 있어

金永生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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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이 분절적

이고

비체계적이다

3) 방대한 영토에서 오는 지역별 차이
중국은 방대한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다 유통
산업의 관점에서 중국내 지역별 차이나 특성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산업배치 개방도 등에서 꽤 큰
차이가 있다 유통산업의 발전수준ㆍ양상 유통ㆍ소비문화나 특성 등도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전술했듯이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유
통산업의 발전수준은 아직 현대화까지 상당한 거리

년 가 있으나

소위 경제수도 라는 上海의 경우에는 할인점ㆍ편의점 체인 쇼핑몰 브랜
드 전매점 등 선진국에 손색이 없는 소매업태가 자리잡고 있다 上海 등
대도시에서는 종래의 상품을 뛰어넘어 최신 상품이 보급되는 워프
현상이 출현해 세계 첨단의 유행을 추구하는 소비성향도 나타나고 있
다
둘째 중국의 유통산업ㆍ시장이 분절적인 데에는 소위 지방보호주의
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보호주의 현상은 통상 省級 지방
사이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물자이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로 인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저해되고 각종 거래비용
이 증대되며 규모경제의 실현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가

이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매점이

만 개에 달하고

지출총액의
中國

년 말경에 연간 매출액 만 달러 수준의 영세소
대 소매업체의 전국시장 점유율은 비식품 소매

백화점 매출총액의

モノを賣る 下

발생한다

에 그치고 있다

참고

예컨대 각 省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자기 본위주의 정서가 강하고 人治 색채
가 농후하여 체인점포의 신청ㆍ개설 작업표준이 지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체인경영의 신청작업과 발전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方寶慶ㆍ劉汝
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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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기업의 진출에서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다 이것은 ▲개방지
역 제한 ▲외국기업 인허가 방침의 지역별 차이 ▲외국기업 진출의 지
역별 안배 ▲수익성 유망 지역에 대한 집중 진출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한 진출전략의 지역별 차별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
다
넷째 지방보호주의와 간부인사고과제도 등의 영향으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 및 개방확대에 있어서 지방간의 과잉경쟁이 출현하기도 한다 각 省
級 지방정부는 자기 지방의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 다른
지방의 기업이 아닌 자기 지방의 기업과 합자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각 지방정부는 장차 전국에 통일적인 유통시장체계가 형성
되기에 앞서 자기 지방에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유통기업을 시급히 육
성하기 위해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합자를 지방기업 경쟁력 강화의 첩경
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가 각 개방도시에 中ㆍ外합자 소매기업 수를

개로 제한

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지방간에 경쟁적으로 다국적 소매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유치하는 경향이 출현하곤 했다
.
현재 중국의 각종 소매업태의 생명주기

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서방 선진국에 비해 몇 단계 낙후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 중국의 개혁ㆍ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생명주
기 각 단계간의 과도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소매업이
당면한 최대 도전이기도 하다

즉 중국의 소매업계는 각종 소매업태의

생명주기가 갈수록 단축되는 추세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소매
업태로의 선택과 전환 업태의 다양화 등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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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년 말 현재 전국 소매기업법인 수는
만

년 대비

증가한

개에 달했는데 내ㆍ외자기업으로 분류할 때 내ㆍ외자기업의 비

중은 각각
점

였다 소매업태별 비중은 백화점
슈퍼마켓

기타 업태

체인상점

상점

기타

였다 경영방식별 비중은 독립
였는데 체인상점 법인 수는 비록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체 소매업계 고용인원의
출액의

전문용품

전체 소매업계 매

를 점했다 업태 중에서는 특히 슈퍼마켓 할인점 양판점

편의점 전문용품점 전매점 쇼핑몰 등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과거 백화
점과 전문용품점 위주의 상황에서 벗어나 업태 경쟁이 다원화되는 추세
이다
년대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소매업태의 출현은 타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형 소매업태가 단기간에 잇달아
출현하는데다가 여러 업태가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
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현하는 추세이다
1) 백화점
중국에서 백화점은 과거 계획경제체제 시기에 소비재 공산품의 주요
유통경로로서 도입되었고 현재 전국 곳곳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할인
점 슈퍼마켓 등 신흥 소매업태가 도입 확산되기 전인

년대 중반까

지 백화점은 매우 인기 있는 업태였고 높은 성장률 이익률을 기록하며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 후 전반적인 유효수요 부족 추세 및 구매자 시장
의 도래 새로운 업태의 확산 소비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미흡 백화점
투자가 과잉 집중된 주요 도시에서 백화점의 포화ㆍ성숙기 진입 외국인
투자 백화점의 시장침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년에 백화점 업계

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반면에 이때를 전후해서 슈퍼마켓ㆍ편의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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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ㆍ할인점ㆍ전매점 등 새로운 소매업태들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들 신형 업태들은 백화점에 비해 경영비용이 낮고 판매가격이 저렴하
며 쇼핑하기가 편리한 점 등 때문에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은 여전히 고객의 애호 편리성 품질보증 해당지역의
상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비록 최근 대도시 시민들에게 유
흥장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했어도 백화점은 여전히 도시인들이 즐
겨 찾는 유흥장소이다
최근 중국의 백화점은 신종 업태의 출현과 확산에 따른 경쟁압력에 대
응하여 조직ㆍ업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백화점
내부에 미니 쇼핑센터 음식점 오락시설 설치 등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ㆍ농촌 연결지점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백화
점들 중에는 층이나 지하층에 창고식 할인매장을 설치하여

개 점포에

두 개 종류의 업태 를 경영하기도 하며 일부 백화점은 백화점을 할인매
장

전문코너 형태로 개조하기도 한다

이것은 업태상 일종의 퓨전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슈퍼마켓(할인점 포함)
중국에서 슈퍼마켓 업태는

년대 초에 출현하여 도시지역에서 빠르

게 발전해 왔다 최근의 발전추세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슈퍼마켓 업태에 속하는 대형 할인점ㆍ양판점 시장은 세계적인 유통기업
들이 中ㆍ外

黃海

형태로 설립한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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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의 분화
다원화

중소형 슈퍼 대형 종합수퍼 창고식 할인점 등으로 다원화
종합상품 슈퍼마켓 외에 상품별 예 가구 가전제품
건자
재 문화용품 등 로 전문 슈퍼마켓 등장

경영 규모화

단일 매장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체인 매장 수의 부단한
확대

포지셔닝의
차별화

업태별 상품별 가격별 제품별로 시장내 포지셔닝 차별화
대형 매장의 대다수가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적 구조에
서 탈피 식품의 상품구조도 이전에 비해 합리적으로 개선되
는 추세
독점점인 매장이 사라지고 시장이 빠르게 세분화되는 추세

자체
브랜드
계열화

자체 생산 방식 또는 특정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방식을
활용
일부 대형 슈퍼마켓의
비율은
에 달함
년 기
준

신선 식품
비중의
급상승

생활수준 상승 → 대도시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의 취급 비
중 빠르게 상승 신선식품의 판매이익률이 높은 점도 이러한
변화 촉진

외자업체와의
경쟁

세계적인 유통기업 및 동남아 화교권 국가 유통업체의 진출
이 갈수록 확대 → 중국업체와 외자업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

와
주식상장 붐

中ㆍ外 업체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례 급증
종래 중국업체는 주로 공급상의 상품결산 시차를 이용해 자
금을 융통 → 규모확충 위한 자금동원에 한계 → 최근 주식
상장 통한 자금력 확보를 도모

투자주체
다원화

개방의 확대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심화 → 비국유 업체
외자업체 사영업체 등 의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 갈수록 상
승

물류배송센터
쾌속 발전
자료 趙萍

자체 운용 물류배송사업의 전문화 또는 제 자 물류배송
사업의 도입 등이 가속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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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점
중국에서 편의점은 슈퍼마켓 이후 빠르게 발전해온 소매업태이다
년에 일본계 세븐일레븐이 深 에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개설한 것
이 처음이며 그 후

년대 중반부터 중국기업 단독 또는 中ㆍ外 합작

편의점 체인이 上海 北京 天津 廣州 深
해 왔다 張曉淸

등 대도시에서 빠르게 증가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편의점 체인의 도

입 시기는 인당

가

달러에 달하고 인당 가처분 소득이

달러에 달해 소비자의 상품구매 경향이 오로지 가격에만 관심을 두던 데
서 벗어나 편리성과 개성적 소비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중국의
동남연해 지역의 주요 대도시는

년대 말부터 이러한 시기에 도달했

다 현재 주요 편의점 체인업체는
연간 매출액은
억

년

표

만 위안에서

만 달러 으로 급증하였다

와 같다 편의점 체인업계의
년

억

만 위안 약

특히 上海市에서는 체인점 개설 과

당경쟁으로 인해 공급과잉 내지 난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 부문에서 중국업체와 외국인투자업체의 성장속도를 비교할 때
<

2-4>
2001

聯華
可的
中ㆍ外
好德

華聯羅森 中ㆍ外
세븐일레븐 中ㆍ外
자료
張曉淸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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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매우 빠른 편이며 후자는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점포수가 비교
적 느린 속도로 늘고 있다 중국업체는

년 이후 설립되었는데 전술

했듯이 그 동안 과당경쟁이 빚어진 上海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上海의 경우 인허가 제도를 통해 특정 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일종의 지방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중국의 체인유통부문 발전동향과 문제점
가 급속한 발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무역시장국 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위안 약

이들 업체의

체의 체인매장 수는

대 체인유통업체

년 매출액은 약

억 달러 으로 전년대비

같은 해 전국 소매총액 증가율

년

억

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의 약 배에 달한다

개로 전년대비

대 체인유통업

증가하였다 체인유통업체

의 경영능력과 규모 또한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된 점

대 업체

대업체의 명단에 거의 변

동이 없고 다만 순위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 업
체의 경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대형 업체들은 이미 일정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의 유통영역에
서 핵심적인 선두업체들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최대
체인유통업체인 上海 華聯集團의 소매체인 부문은
안약

억 달러 의 매출액

년에

억 위

개 체인매장을 보유했는데 각각 전년대

년 월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해체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국내시장 및 국내무역 관련 조직은 상무부로 흡수되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주로 中國物流與採購聯合會
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데

년 매출순위
년

위 업체의 매출액은

위 업체의 매출액은

억 위안

의 핵심내용
억 위안 약 억 달러 였는
억 달러 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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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성장하였다

체인유통업의 업태는 슈퍼마켓 할인점 포함 과 백화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 체인유통업체 중

개 업체가 이들 업태를 경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대형 국유상업기업들이 업태 혁신을 추진하여 체인경영을
전통적인 백화점 경영에 도입하거나 슈퍼마켓 업태로 진입하고 있다
나 문제점
우선 체인유통업체들이 주로 동부연해지역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上海 北京 廣東省 등지에서 체인유통업의 발전 속도 규모 수준은 기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上海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에 上海의 체인유통업체는

개 매장 수는

개 매출액은

년
억 위안

억 달러 으로서 같은 해 上海시 전체 소비품 소매총액의

를 차지

했다
둘째 체인유통기업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고 조직화 정도가 낮아 체
인유통업 특유의 비교우위 통일적인 배송ㆍ결산ㆍ관리 등 를 제대로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貿經司 課題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체인유통업의 손익분기점은 대체로 체인매장 수가
연간 매출액 억 위안

개

만 달러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전국의

체인유통업체의 대다수는 이러한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유통기업의 평균 매장 점포 수는

년 월 말 현재 전국 체

개에 달하는데 매장 수가

상인 업체는 전체 체인경영업체 총수의

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체인유통업체의 소매액은 전국 소비재 소매총액의

개 이
년

에 불과했다

년 체인유통 부문 매출순위
위 업체는 聯華超市 大連商業集團 北京國
美電器 北京華聯集團의 순으로 각각
억 위안
억 달러
억 위안
억 달러

억 위안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억 달러

억 위안

억 달러 의 매출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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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다수 체인유통업체들이 해외의 체인유통 형식을 겉으로만 모
방해 도입할 뿐 그 경영내용은 여전히 초보적이고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모방식 성장 은 업체들간에 차별화되지 않은 채 거의 천편
일률적인 형태로 답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새로운 소매업태가
시장에 출현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신속히 모방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지
역 동일한 수준 동일한 유형의 업체들이 다수 출현하면서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국가통계국 貿經司 課題組

는 향후

소매업태별 점유 비중을 중소형 슈퍼마켓

년 내에 전국 소매시장의
대형 할인점

으로 예상하고 기타 업태의 경우는 각 업태별로

백화점

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태 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인데 대형 할
인점ㆍ양판점은 다수 소비자의 원 스톱 쇼핑수요에 잘 부응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고 이 때문에 내ㆍ외자기업들의 경쟁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은 세분화 개성화의 발전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전통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위축될 전망이다 쇼핑몰은 금후 수년
동안 비교적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백화점의 발전방향에는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기존에
백화점이 취급하던 상품 중 중저급 상품 철물잡화 가전제품 등은 슈퍼
마켓이나 전문용품점의 취급상품으로 변할 것이고 백화점은 이윤이 비
교적 높고 매매회전율이 낮은 상품비중을 늘리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규범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둘째 일부 백화점은 여전히 일반 대중소
비자를 목표시장으로 하면서 대형 슈퍼마켓으로 업태를 전환하게 될 전
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백화점 업태의 시장점유율은 서서히 하강하면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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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화점 수량도 점차 안정적인 균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마켓 할인점ㆍ양판점 포함 은 중국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 업태
로서 장차 중국 소매업을 주도하는 업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소득ㆍ소비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품슈
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이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도시인구가 신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 할인
점ㆍ양판점 포함 은 보다 큰 발전공간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 식
품슈퍼마켓은 대형 슈퍼마켓으로 발전할 것이다
편의점은 현재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소득ㆍ소비수준에 크게 부
응하는 소매업태는 아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태는 수년 내에 대규모로 발
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시민
의 생활리듬이 빨라지고 다국적 편의점업체의 진입 등으로 인해 편의점
업태의 발전은 촉진될 전망이다
전문용품점이나 전매점은 상품 브랜드 경영방식 규범적인 서비스 등
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정품
점 명품점은 대형 백화점 내에 설치될 것이고 전매점 專賣店 은 개성화
내지 중국적 특색화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체인 형식으로 개
설되는 전문용품점과 전매점은 쇼핑가나 상업중심지 대형 상업시설 백
화점 등지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종 소매업태는 그 조직형태로서 체인유통방식을 적극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체인경영 관련

차 개년

에 따르면 체인유통업의 매출액이 연평균

성장

안

년 계획
년에

억 달러 에 달하여 전국 도소매업 및 요식업 소매액의

억위
내외를

점유할 전망이다 체인경영방식의 빠른 발전은 중국 소매업의 구조조정과
개조 및 조직화 규모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여러 省ㆍ市에 걸쳐 체인
망을 보유하는 대형 체인유통그룹이 속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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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ㆍ개방

여 년 동안 국유 유통경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속에

서 개방성 경쟁성 자주성 융통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개혁
ㆍ개방 이후 비록 비국유 유통경로 업체 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국
유 유통경로 업체 는 여전히 중국 유통시장의 주류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적지 않은 重量級 국유 유통업체들이 모두 이미 상
<

ㆍ

2-5>

자
자금력 强
금

자금운용 규정이
경직적

자금운용이 매우
탄력적

대다수 업체가 자금
결핍 때문에 자체
발전에 어려움

상
유통망 발달
품
안정적 →
유
유통능력 强
통

이익분배상의 원인
때문에 유통망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

경영방식의 융통
성 때문에 유통
망 확장 신속
기존 국유 유통
망 이용 포함

대다수 사영 유통망
안정성 부족 ← 타
인 소유의 유통망
많이 이용하기 때문

상
품 상품의
회 정상회전 보장
전

유통망 복잡하고
경영메커니즘 느려
상품회전 완만

이윤 동기 강해
상품회전 쾌속

비정상적이고 편법
적인 회전 사례 종
종 발생

확 확장방법과
장 수단이 안정적

기본적으로 확장에
소극적

유통 가속화와
판매 확대 위해
확장의식 강렬

확장방법과 수단이
원시적이고 저수준

다년간 경영으
관 로 관리경험
리 축적 규범적
관리

계획경제시기의
관리경험 축적 많아
시장경제체제에
부적합 측면 많음

이윤동기 강해
관리도 비교적
엄격

관리 규범화 부족
종업원의 낮은 자
질 때문이기도 함

신 국가소유이므
뢰 로 재무상의
도 신뢰감 높음

국유기업의 소극적
구태의연 이미지 →
업무수행 신뢰도는
다소 회의적

일부 신뢰도
높은 사영업체
출현

업자의 자질에 차이
가 많아 일부 부정
업체 때문에 전체
사영업체 신뢰도에
악영향

자료 劉永炬ㆍ曾祥ㆍ 紅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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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업집단 그룹 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유 유통
경로는 아직은 체제전환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제의 전통이 잔존하
고 있다
개혁ㆍ개방 이후 형성 발전되고 있는 사영 유통경로는 그 유통영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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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국의
고속
경제성장
지속

체제전환의
과도기

개방의
확대 및
가속화

광대한
영토 지방
보호주의

-

유통의 양과 기회 확대
시장의 성장 거대한
구매 잠재력의 현재화
촉진

유통경로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며
지속적인 발전 공간이 지대함
제조업의 고도성장 지속과 함께 유통경
로 업체 도 동반 성장

구체제 규범ㆍ기능 상
실 신체제 규범ㆍ기능
미확립
규범화 제도화 미흡
인정ㆍ인치 영향 여전
정책 법제가 시장경제
발전속도에 비해 낙후
전체 시장의 발전정도
저수준
시장독점 미형성

신ㆍ구체제 마찰 속 혼란 여전
국유 집체소유 사유 외자 주식제 합자
등 소유제 유형 병존 다원화 추세
국유 유통경로는 시장경체제제에 부적합
한 측면 많고 비국유 외자 제외 유통경
로의 관리수준은 일반적으로 저급
정부의 유관정책과 규범이 기업의 소유
제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게 적용 → 기
업 소유제 유형별 불균형 불공정 경쟁
조성
다만 신체제 정비 진전으로 유통경로 규
범화 수준도 갈수록 향상

외국 선진기업과의 경
쟁 유발
선진적 유통경로 메커
니즘의 도입 및 학습기
회 증대
유통경로의 중요성 인
식 증대

기업과 유통경로간의 관계강화 촉진
유통경로 전문화 다원화 유통망 확충경
쟁 종합화 생산ㆍ판매 일체화 등 촉진
새롭고 다양한 유통업태와 경로 형식 출
현
세계적 유통업체와 브랜드 상품의 진출
→ 유통경로구성원의 관리수준 유통망
경영관념 서비스 수준 발전에 기여

지방간 문화 경제발전
수준 외자유치정책 차
이 → 지방간의 시장
차별화

지방별로 유통경로 밀집도 소유제 유형
발전 정도 전문화 수준에 차이
기업의 지방시장 진출 및 확장시 유통경
로 관리에 지역별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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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갈수록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 WTO
1) WTO 가입 이전
중국은

년부터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래 개방 폭을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가입 이전까지의 개방에는 유통

업태 시장진입조건 정부허가 등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었다 첫
째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생산제품 이외 상품을 중국 내에
서 판매할 수 없고 자체 유통망을 가질 수 없었다 둘째 외국인투자 소
매업체는 수입상품 총량이

를 초과할 수 없었다 셋째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진출가능지역을 計劃單列市

수준 이상의 대도시와 경제특

구로 제한하였다 넷째 진출가능 대도시별로 외국인투자 소매업체 수효
를

개로 한정하였다 다섯째 외국측의 단독투자를 불허하고 중국측과

의

합자 또는 합작 만을 허용하되 외국측의 지분은 특정한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체인 등

이하로 제한하였다 여섯째 비직영 체인

위탁대리

등 일부 소매업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일곱째 中ㆍ外

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자격 요건 재무능력 유통망 경영능력 신용 매
출실적 자산규모 등이 뛰어난 국제적인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계획단열시는 省 차원을 떠나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省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대도시를 말하는데 瀋
陽 大連 哈爾濱 寧波 廈門 武漢 廣州 西安 南京 深
등이 계획단열시로 지정되어 있다

長春 成都 靑島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2-7> WTO

년
월

개시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靑島 와 개 경제특구에
개
소매업체 허용
中ㆍ外
中ㆍ外
소매업체의 중국측 지분은
이상 수입상품 총량은
이하로 제한

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 대해 투자계약상 허가된 내수비율에 따라
생산품의 중국내 자체판매 및 대리판매 허용
北京 上海에 각각 개의 中ㆍ外
소매체인업체 허용
외국기업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중국내 소매업체를 가맹점으로 하
여 판매 활동을 허용
외국기업이 전문가를 파견해 중국내 소매업체를 관리를 허용

년

외국인투자 상업 도소매 기업은 필히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
며 지방정부에는 허가권 없음을 공포

년
월

소매업 개방지역을 상기 개 도시ㆍ지구 외에도 省ㆍ 自治區 수도
직할시 計劃單列市로 확대
개 경제ㆍ교역 중심도시 北京 上海 天津 重慶 廣州 瀋陽 鄭州
武漢 蘭州 成都 에 中ㆍ外
소매업체
개 추가 허용
개 직할시에 각 개의 中ㆍ外
도매업체 일정조건 구비한 소매
업체의 도매업 겸업 혹은 신설 허용
中ㆍ外
소매체인업체 허용지역을 상기 개 경제ㆍ교역 중심도
시로 확대하되 직영체인방식만 허용하고 기타 방식 자유체인 프랜
차이즈 체인 등 은 불허
외국측 지분
이상의 中ㆍ外
상업기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바
①분점이 개 이하이면서 중국측 지분이
이상이거나 ②체인방
식 경영의 편의점ㆍ전문점ㆍ전매점으로 중국측 지분이
이상이
거나 ③외국측이 중국제품을 대량 구매해 국제유통망을 통해 해외
에 수출하는 中ㆍ外
체인상업기업인 경우로 제한
中ㆍ外
상업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를 국제적인 대기업으로 제한
해 강력한 경제력 선진적 경영기법 광범위한 국제판매망 높은 신
용과 경영실적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中ㆍ外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특히 소
매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설립 심의 신청 전 년간의 연
평균 매출액이 억 달러 도매업 신청시 억 달러 이상 신청 전
년의 자산액이 억 달러 도매업 신청시 억 달러 이상일 것을 요구

자료 丁俊發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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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WTO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 계획
가 가입 양허내용에 따른 개방계획
상술한 도소매업 개방 제한사항들은

가입 후 전면적 개방과 자

유화 추세 속에서 대부분 수년 내에 취소될 전망이다 중국
의정서 에 따르면

가입 후 중국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자체 생

산품 이외에도 소수 통제상품

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유통활동 관련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월

가입

가입 후 년내 즉

년

일 이전 에는 소수 통제상품 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도소매업과 위

탁대리업 부문 中ㆍ外

에서 외국측의 다수지분 보유가

허용되고 도매업과 위탁대리 부문에서 中ㆍ外
역 제한과 허가업체수 제한이 철폐된다 가입 후 년내 즉

의 진출지
년

월

일 이전 에는 소수 통제상품 을 취급치 않는 거의 모든 商的 유통부
문에서 외국측의 독자 진출이 가능해지며 진출지역 제한과 허가업체수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표

참고

현재 중국은 도소매업을 포함한 상업서비스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새로운 입법인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管理辦法 을 제정중에 있다 현재
유효한 법규는

년 월에 국무원이 반포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試

點辦法 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가 공포되기 전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위의
허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표

참고

년 법규의 규정과 함께 중국의

가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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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대리 및
도매
소금
담배
제외

소매
담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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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측면
가입 후 년내 외국유통업체는 中ㆍ外
설립해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비닐막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ㆍ중국산품의 위탁대
리나 도매업 종사 가능 상술 제외품목의 유통은 가입 후 년내 개방 화학
비료 정유 원유 유통은 가입 후 년내 개방
가입 후 년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진출지역 제한 및 허가업체수 제한 취
소 가입 후 년내 모든 제한 철폐하되 화학비료 정유 원유에 대한 제한은
가입 후 년내 철폐
▲내국인대우 제한 없음
▲기타 약속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국내 자체 생산품과 상술 시장진입 란
열거 제품의 유통 및 부속서비스 종사 가능 외국인투자 유통업체는 유통
상품에 대해 부속서비스 제공 가능
▲시장진입 측면
외국 유통업체는 오직 中ㆍ外 로 개 경제특구와 개 도시 北京 上海 天
津 廣州 大連 靑島 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허가된 中ㆍ外
소매기업 수
는 北京 上海 각 개 기타 도시 각 개를 초과할 수 없음 北京에 설립되는
개
중 개는 北京에 분ㆍ지점 설치 가능
가입 즉시 鄭州 武漢을 中ㆍ外 에 개방 가입 후 년 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모든 省級 수도와 重慶 寧波를 中ㆍ外
소매기업에 개방
외국인투자 유통업체는 아래 열거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소매 종사 가
능 도서ㆍ신문ㆍ잡지는 가입 후 년내 약품ㆍ농약ㆍ농업용비닐막ㆍ정유는
가입 후 년내 화학비료는 가입 후 년 내에 소매 종사 허용
가입 후 년내 제한 철폐 단 아래 경우 예외
화학비료에 대한 제한은 가
입 후 년내 철폐
다수 공급업자로부터 다양한 종류ㆍ브랜드 상품을 제
공받는 체인업체로서 분점이 개를 초과하며 아래 열거 제품 중 하나를 판
매하는 경우는 외국측 다수지분 불허 ①자동차 가입 후 년내 외국측 지분
제한 취소 ②위의 열거 제품 ③ 중국
가입 의정서 부록 열거 제
품
외국체인점 경영자는 중국법규에 따라 중국에 합법 설립된 어떤 업체라도
파트너로 선택할 자유를 지닌다
▲내국인대우 제한 없음
▲기타 약속 상기한 위탁대리 및 도매업 부문의 기타 약속과 동일함

프랜차
시장진입 측면 가입 후 년 내에 제한 취소
이즈
무점포
가입 후 년 내에 내국인대우 제한 취소
도소매
주
재고관리 積荷의 집산ㆍ분류ㆍ등급구분ㆍ포장해제ㆍ재포장 송달 냉장ㆍ저장ㆍ창고
ㆍ車庫 서비스 판촉ㆍ마케팅ㆍ광고ㆍ설치ㆍ
유지보수ㆍ교육서비스 포함 등의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 양허내용과는 달리
년 월에 발표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실험방법 에서는 이
미 모든 직할시와 省級 수도 計劃單列市에
개의 中ㆍ外 합자 소매기업 설립을 허용
국영무역제품 으로서 차산품이며 농산물 양곡류 면화제품류 담배 식물유 설탕 녹
차ㆍ花茶 등 천연자원류 석유류 석탄 텅스텐 등 광산물제품류 등 등이 포함된다
자료 부록
중국
가입 의정서 영문판 중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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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확대의 변수
종래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을 촉진시킨 주요 요인에는 경제의 고성장
지속으로 유통의 양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유통규제의 제한선을 상향시키는 일종의 원심력 작용을 해온 점도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원심력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유통체제
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개방확대 약속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
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의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촉진 효과가 크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시현되고 있
어 개방 지연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가입에 따른 성장촉진효

과가 시현되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 동아시아 인접국가에 소위 중국쇼
크 신드롬까지 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외국의 비난과
제재를 초래하면서까지 약속된 개방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지방보호주의 전통 및 간부인사고과제도 등의 영향으로 지
방간의 개방경쟁 내지 외자유치 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 양허 일정에 앞선 조기 개방이 일어남으로써 개방이 예상보
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중국정부는 약속한 유통업 개방확대 일정을 준
수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上海와 深

등 상징성이 강한

도시에서는 약간의 조기개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
로는 개방일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점
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확대 패턴이 유지될 것이며 단기간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비록

가입 양허내용에 따

라 가입 후 년 내에 중국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주요제한이 취소
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각종 제도적ㆍ비제도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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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상존할 전망이다
.
1) 중국의 유통업 개방과 對中 비즈니스의 변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볼 때 중국의 유통업 개방은 국제적인 상품유통
내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로
는 중국내 기존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현지 내수판매 증대
중국 내수를 겨냥한 신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증대 외국기업의 對中
진출방식상 무역진출 과 투자진출 간의 선택 또는 결합 기회의 증대
외국인투자 유통업체의 해외상품 수입 증대 외국인투자 유통업체의 중
국상품 구매 후 해외 수출 증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지역통합화 추세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 인접국간의
경제교류 즉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인접국
지역 업체들이 중국의 유통산업 개방 확대를 이용해 중국투자를 늘림으
로써 역내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주요
단체들이 한국기업의 미래 중국투자 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투자동기로 꼽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유통업 개방은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
등에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對中 비즈니스를 행하는 개별 외국기업
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ㆍ물류ㆍ마케팅ㆍ

등 기업경영의 가치사슬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유통장벽의 완화 내지 취소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기업이 무역진출 과 투자진출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나 결합을 모색하
게 될 전망이다 李兆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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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 개방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종래 중국의 규제로 인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도소매유통업 진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체 생산품에 대해서만 투자계약상의 국내
판매비율에 따라 대리판매가 가능하고 기타 상품의 유통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자체 유통망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내수판매시 활용하는 유통경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유통업 직접진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외국인투자 제조업체가 자체에 유통
시스템과 조달ㆍ판매경로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영위하는 시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종래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 적용되었던 내수비율
제한 자체제조 이외의 상품 유통 제한 등도 사라진다 향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들은 종래 중국의 유통업체를 이용할 때에 발생하던 거래비용의
상당 부분 예 관료주의 등 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종래 기업의 가치

산출 활동 중 간접적으로 영위하던 유통부문 그림

의 음영부분 을 직
전반을 직접

접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영의 가치사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2-3>

(Michael Porter

)

기업 하부구조
지원
활동

인력자원관리
이윤

기술발전
조달ㆍ구매관리

본원적 내부 물류 생산가공
활동
원부자재
제조
자료 中華經濟硏究院

외부 물류

마케팅
및
판매

판매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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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중에는 도소매업이나 물류업을 겸업하는 사
례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유통업의 겸업이 용이하지 않거나 겸업을 원
치 않는 제조업체의 경우 현지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나 공생적
마케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업체의 유통업 진출현황
가 진출 개황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경우
즉

가입 시점

년

월

년까지 國務院 유관부문의 정식 비준을 거친 中ㆍ外

홍콩ㆍ마카오ㆍ대만계 포함 는

일 이전
소매업체

개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수효가 적은

이유는 개방지역을 計劃單列市 수준 이상의 대도시와 경제특구로 제한하
고 각 지역의 허가업체 수효도
자격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개로 한정한데다가 외국인투자자의

했기 때문이다

가입 이후 즉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새로 인가된 中ㆍ外
체는

년
소매업

년에 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처럼 까다로운 설립요건을 우회하여
월권 또는 편법으로 비준한 것은

년까지

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에 비준된 中ㆍ外
였다 이 중
총수의

년 말 현재 영업중인 업체는
에 못 미치고 이들의

달러 으로 전국 소매총액의
에서

소매업체는 모두

개

개로서 전국 소매업체

년 소매액은

억 위안 약

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소매액 증가율은 연평균
시장점유율이

개에 달했다 따라서

억

년 외

로 급증해 이 기간중

로 세 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통계

즉 전술했듯이 외국인투자자의 소매업체 설립 신청 전 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이

억 달러 이상 신청 전 년의 자산액이 억 달러 이상일 것을 요구

외국기업의 중국 소매업 진출현황 통계에 대한 중국측 자료는 출처에 따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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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貿經司 課題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매기업은

개 업체에 달하는데 이 중 홍콩ㆍ마카오ㆍ대만계 투자

업체의 비중은
업은 약

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

에 달했고

개 전체의

국 소매시장 점유율은

년에 신규개업한 외국인투자 소매기

에 달했다 이들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중
년에

에 근접해 있다

전술했듯이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진출가능 지역은 종래 計劃單列市
수준 이상의 도시로 제한되어 온바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시장점유율
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 주요 도시의 백화점과 슈퍼마켓 할인점 포함 소매액에서 외

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점유율은

년에 각각

와

에 달하였다 北

京과 上海에서 외국인투자 소매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에 달했는데
로

가입 후인

년에 각각

년 상반기에는 각각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수나 매출액이 중국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이
아직은 작지만 이미 세계
어

대 소매업체 중

중국만큼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여 개 업체가 진출해 있

많이 진출한 나라도 찾기 힘들

다 이들 업체들은 막강한 자금동원능력과 선진적인 경영기법과 관리시
스템을 바탕으로 체인매장을 빠르게 확충하면서 중국의 소매시장에 상
계치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국가통계국 貿易外經司 소속 관료의 발표논
문을 인용 龍玲
國家統計局貿經司課題組
中華工商時報
中國物流與採購聯合會
經濟日報 베이징
예컨대 미국의 월마트
沃爾瑪 프랑스의 까르푸
家樂福 와
오샹
歐尙 독일의 메트로
麥德龍 네덜란드의 아홀드
阿 德 와 마크로

萬客隆

영국의

百安居

일본의 다이에이 大

榮 이토요카도 伊藤洋華堂 쟈스코 吉之島 말레이시아의 百盛
진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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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년 중국에서 새로 설립된 대형 매장과 체인매장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중 외자기업의 비중은

를 초과했는데 예컨대 까르

푸 월마트 마크로의 할인점 매장은
세계 대 편의점업체인
을 투자해

편의점은

년에 각각

년에 억 위안 약

개의 매장을 설립했다 또한

가한 개 외자기업의

개 매장 중

개를 초과했으며
만 달러

년에 중앙정부가 새로 인

개는 면적 만 만㎡의 대형 매장

이다
나 진출방식
외국기업들은 중국내 소매업 진출시에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을 받아
왔으나 각종 변통 變通 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출해 왔다
그 동안의 진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아홉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정식비준 합자형 일정한 조건 설립 신청 이전 년간 전세계 평균
매출액

억 달러 이상 등 을 갖춘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자로 설립

하되 국무원 유관기관의 심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설립하는 형태로서
수출입권을 보유한다
소매기업은

까지 국무원 유관부문이 정식비준한 中ㆍ外

개에 달했다

② 편법설립 합자형 국무원측의 정식비준이 아닌 지방정부가 편법으
로 허가한 中ㆍ外 합자소매기업으로서 수출입권이 없다 지방정부가 편
법으로 인가한 中ㆍ外

소매기업은

년까지

여 개에 달했다

③ 편법설립 獨資型 역시 지방정부가 편법으로 인가한 경우로서 외국
측이

지분을 소유하는 소매기업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이러한 편법

개설을 단속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년 월에 까르

中國物流與採購聯合會
이러한 구분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중문자료 國外零 業進入中國零 業的
種模式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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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이전에 瀋陽과 大連에
각

지분으로 개설했던 개 할인점의 지분

를 매각키로 발표했다

④ 수탁ㆍ청부경영 중국의 소매기업이 외국인에게 위탁 초빙 청부
형태로 경영을 맡기는 형태이다
⑤ 부동산합작개발 후 소매경영 외국인이 중국측과 합작으로 부동산
을 개발한 후에 중국 상업기업에 매장을 임대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측이
경영하는 형태이다
⑥ 매장임차 경영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의 일부매장을 임차하고 매장
설계ㆍ상품종류ㆍ영업인원관리 등 경영문제를 모두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형태이다 임차료는 매출액이나 이윤에 따라 혹은 계약에서 정
한 고정임차료에 따라 임대자에게 지급한다 한국의 신세계

마트는 이

방식을 이용해 上海에 진출해 있다
⑦ 합작컨설팅회사의 유통업체 관리 中ㆍ外 쌍방이

의 상업컨설팅

회사를 만든 후에 직접 국내상업기업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에
서 조금 변통된 방식도 있는데 한국의 의류업체

는 중국 유통

업체의 자문 자리를 형식적으로 빌려 제품의 유통영업 활동에 종사해
왔다
⑧ 권한이향형 프랜차이즈 외국기업이 프랜차이즈 권리의 양도를 통
해 일부 국내상점에 전용 브랜드 상품을 제공하고 외국기업 거래상호
를 걸고 영업하도록 허가하는 형태이다 국내상점은 경영범위
변경이 용이하므로 이런 형식의 전매점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술되어 있는 한국기업 아가방 사례는 이러한 방식을 일부 활용하고 있
다
⑨ 외자의 중국상업기업

외국인이 중국상업기업의 주식이나 자

산을 매입함으로써 중국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형태이다

년대 후반

부터 중국정부는 상업부문을 국가의 독점경영이나 지배경영의 필요성이
없는 일반 경쟁업종으로 분류하여 중ㆍ대형 도시의 상업부문에서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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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점진적 퇴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국기업이 중국
유통시장 진출의 주요 경로로서 중국상업기업에 대한

를 적극 활용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 진출 업태
① 다양한 업태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진출업태를 보면 백화점 중대형 슈퍼마켓 편
의점 대형 할인점 전문용품점 브랜드 전매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백화점 이외의 업태는 중국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이다 외국
인투자의 신형 소매업태들은 이제 막 중국에서 발흥한 것들로서 현재 강
한 흡인력 빠른 시장진입 높은 성장성 등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② 대형 할인점에 중점 투자
현재 다국적 소매기업이 중점 투자하는 업태는 대형 할인점이다 그 주
된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상대인 중국기업의 할인점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직화ㆍ체계화 정도가 아직 낮으며 경영효율
도 낮기 때문에 진출 경쟁력이 충분하다 둘째 중국의 대도시에서 대규
모로 빠르게 증가하는 중산층 주민의 고품질 저가격 상품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에 할인점이 잘 부합하여 성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주 일제 근
무로 주말 경제 효과가 크고 거의 모든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는 점도
할인점 시장 성장에 유리하다 넷째 중국에서 다른 업태에 비해 고객에
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바 구매대금 결제상 편리 백화점에서는 구
입 상품별로 구매전표를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할인점에서는 여
러 물품 구매 후 출구에서 일괄 결제 하고 표준적인 품질을 적용하므로
위조상품 구입 가능성이 작으며 화장실이나 휴식공간이 쾌적한 편이고
통로도 슈퍼마켓에 비해 넓은 편이다
③ 체인경영 적극 활용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유통경로 조직패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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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체인경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외국의 유통기업이 중
국에서 투자 경영하는 소매업체들은 거의 모든 업태에서 체인경영시스템
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저비용화 규모화 집약화를 이루면서 빠르게 확
장하고 있다
④ 편의점 체인 부문 진출현황
외국계 편의점은 전술했듯이 廣東省의 深 과 廣州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체인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븐일
레븐은
다

년 월 현재 廣州에

개 深 에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

은 한때 세븐일레븐의 경쟁상대였으나

성이 크게 악화되어
최근 지방정부는

년경부터 수익

년 월에 편의점 체인사업을 철수하였다
가입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외국기업의 진입

확대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대형 소매그룹의 진출 증대
는 이 부문의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아시아계

소매업체들간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최근 上海

市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입찰시 아시아권 소매업체들간에 치열한 경쟁
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편의점 체인시장에 대한 외국기
업의 진출 전략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기존 현지 진출업체와의 제
휴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힘쓰는 경우로
대별된다 또한 유명 편의점 체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소유경영권을 얻
기 위한 동아시아권 소매기업들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최근 주요 편의점
체인업체들은 지역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업체간의
진될 전망이다

석유 메이저인

그룹 계열사임

가 머지않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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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진적 경영기법의 활용
외국인투자 소매업체들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다만 신형 업태의
도입 체인경영시스템의 활용 때문만이 아니라 유통활동 제반에서 선진
적인 경영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물류관리 개념인 총유통공급망관리

를중

국 현지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龍玲

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 소매기업 중 중국산품의 판매비중은 평균
麥德龍 上海 매장의 경우는

에 달하며

내외이고 메트로
개 중국내 제조

업체로 구성된 상품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소매기업이 경
영하는 업체들은 세계에 퍼져 있는 방대한 유통망과 높은 재무신용도를
바탕으로 중국내 제조업체의 상품공급가격에서 우대를 받음으로써 상품
판매가격을 일반 백화점보다 평균

낮게 유지하고 있다

마 지역별 진출현황
지역별 진출현황을 보면 외국인투자 소매업체는 종래 중국측의 규제
로 인해 計劃單列市 수준 이상의 대도시와 경제특구에만 진출할 수 있
었으므로 그 동안 주로 동부연해지역의 주요 권역을 대표하는 핵심도시
에 집중 진출해 왔다 특히 上海 深

北京 등 도시경제와 시장이 발달

된 곳에서부터 중국진출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림

참고

최근에는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이 중국내 주요 지역의 상업유통 요충
지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중서부 내륙지역에도 진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할인점 업체 프라이스마트는
년 말에 四川省과 新疆위구르자치구에 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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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숫자와 원의 개수는 할인점 양판점 의 매장 수를 의미
월마트 까르푸 메트로 프라이스마트
의 매장만을 고려
자료 각 할인점 업체의 홈페이지 및 관련 보도기사 내용

4) 향후 전망
가 중국업체와의 경쟁ㆍ협력 심화
종래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자체 생산품의 내수판매시 유통활동에 직
접 종사할 수 없었고 현지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설정ㆍ유지에 어려움
이 많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
로는 유통업의 직접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경영의 가치사슬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유통사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에 뒤졌던 경쟁력 부분을
예컨대 중국기업 중 최대의 가전업체에 속하는 하이얼 海爾 그룹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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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차 중국내 유통업체의
경쟁판도와 제조업체의 경쟁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종래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는 주로 백화점이나 외국인투자 대리점을 활
용하여 현지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품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은 중ㆍ저급품을 대량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구분은 최근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대우가 이루어져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면 외국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
익모델 경영기법 등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형 중국업체는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며
중ㆍ대형 중국업체는 유통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기까지 년 정도의 이
행기간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간에

가 늘어나고 유통서비스의 전문화 사례

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로서는

가입 후 년간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수효와

진출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권을 활용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업체의 규모화나 유통망 확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
다 예컨대 중국 상무부는

년

월경에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관리

잠정방법 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暫行辦法

초안을 입안했는데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내 외국계 유통기업을 위규사실 여부에 따라
로 분류하여 위규사실이 없는

등급으

급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등급에 대해서는 년간 유통기업 설립이나 점포 추가출점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등급에 해당되면 유통기업 설립과 추가 출점 자체가 금지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애프터서비스를 잘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 측면이 있다 馮仁厚 앞의 책
中 외자유통업체 단속바람 거세질듯

연합통신

인터넷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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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도 나름대로의 비교우위가 있는데 현재 시장의 주도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은 비록 대체로 경영효율이 낮고 선진적 경
영기법을 결핍하고는 있으나 강력한 전통적 입지 인맥관계 포함

강한

열망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전국적인 유통망 등을 갖고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업 진출시 중국업체와의 제휴ㆍ협력은 앞으로도 오
랜 기간 사실상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 될 전망이다 우선 중국기업과 외
국기업은 전술했듯이 저마다의 경쟁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
로 결합하는 데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둘째

가입 후 약 년간의 개방 이행기에 외국기업은 시장선점 효과 등을 노려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인데 이 기간에 외국기업은 독자진출이 불가능하
므로 중국업체와의 제휴ㆍ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 중국정부도 인허가권을 활용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면
서 中ㆍ外 기업간의 제휴ㆍ협력

포함 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유통업계로부터 전략적 제휴 제
안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나 외국인투자 유통업체간의 경쟁심화
외국인투자 유통업계의 경쟁추세는 이미 가격경쟁으로부터 규모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확산되어 있고

수익성이 유망한 대도시에서는 경쟁

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통업
체를 안배함으로써 진출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유사한 경영전략과 방식을 띠는 외국 유통업체들이 동일한 지역
에 진출하는 경우 이들간에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 참고
馮仁厚
예컨대 메트로 프라이스마트 마크로 등은 전문고객제 회원제 매장 위치 시
중심부와 교외의 접합지역 경영면적

㎡ 내외 등에서 매우 유사한데 이

들의 매장이 동일 시 지역에 함께 진출해 있을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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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자기업간의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업태는 대형 할인점 업태이다
전술했듯이 할인점 업태는 중국에서 발전이 가장 빠르고 수익성도 가장
높은 업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나 외국계 유통업체는
중국의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통업 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시급한 것은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화와 체인망 확충을 이뤄 다른 업체에
앞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진출지역의 확대
종래 외국기업의 전문유통업 진출은 연해지역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왔
가입 후 년 내에 지역제한이 철폐되면

는데

년부터는 중ㆍ서

부지역과 중소도시 鄕鎭 포함 로의 진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중
부지역의 소득ㆍ소비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점 정부가 서부
개발전략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도 외국기업의 중서부지역
진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편 도시화의 빠른 진전 추세를 감안할 때 縣과 鄕 시장 역시 빠르
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內資 유통업체 중에는 縣ㆍ鄕
시장으로의 체인점 확충에 주력하는 기업도 있다 縣ㆍ鄕 시장은 외국인
투자 유통업체가 당분간은 미처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선점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매킨지
을 기준으로

의 조사에 따르면
년에 선정한 중국의

인구규모와 소득ㆍ소비수준 등
대 도시 가운데 당시

가 매력적인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제성장 지속으로

劉福山

개 도시

개 도시는 고속

년경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擴張 土洋超市 腕子

中國商貿

제 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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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내 조달사업 확대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확대에 따른 영향을 세계화와 지역통합 추세와
관련해서 볼 때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조달사업을 활발히 전
개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기지 로
부상하는 가운데 외국 유통업체나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조달 시스템은 대규모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세계적 디플레
추세 속에서 각국 제조업체는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으로 생산설비 이
전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저가 상품을 조달해 해외로 수출하
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추세이다
년에 다국적 유통기업은 중국 수출액의

약

년에 월마트 에릭슨

당하는 상품을 조달해 세계시장에 판매했다
까르푸의 중국내 조달액은 각각
비
액의

증가

약

억

만 달러 전년 대

는 향후 가전그룹의 전세계 조달

을 중국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년

내 조달액은
에는

억 달러

억 달러에 달했고

억 달러 에 상

억 달러에서

년

월마트의 중국

억 달러에 달했고

년

억 달러에 달해 월마트 전세계 매출액에서 중국상품의 점유율은
에 달하고 있다 특히 월마트는

콩에서 深 으로 이전했으며

년 월에 세계조달본부 를 홍

년에 월마트의 중국상품 구매액은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참고

중국의 주요 대도시 정부 또한 다국적기업의 조달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출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 深 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년 말 현재 월마트

년후深

中國
沃爾瑪

여개

외자의 조달센터를 건립해 무역사업에 종사하고 있

다 이 중 소니의 경우
업했는데

소니 등

년

월에 소니국제조달 深

및 華南지역의 조달액이

モノを賣る 下

유한회사를 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앞의 책

零 覇主全球採購總部遷深 引入關注

신화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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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미국 월마트

深

미국 홈디포

上海

프랑스 까르푸

靑島 기존 廣州

영국 테스코

深

독일 메트로

上海 廣州 등 기존

일본 이온

廣東省

일본 이토요카도

上海 등 기존

자료

기존 上海

)
년 예정

년 예정
년 예정

년 예정

년 이전 예정

日 美 歐 流通大手 中國に調達據點

예상했다 上海의 경우

년

월

일 上海 다국적조달촉진센터 와

上海 다국적조달서비스유한회사 를 설립했다

년 월 말 현재 上海

에 동아시아 지역본부나 중국본부를 설립한 다국적기업은
달한다 유니레버

는 세계조달센터를

년

개 업체에

월 上海에 설립했

는데 이후 년간 유니레버의 중국 원자재 수출이 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이 유니레버 조달센터는 한편으로는 중국 각지의 유니
레버 계열 제조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중국의 원자재와 제품을 조달해 세계 각지의 유니레버 계열사에 수출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밖에 北京 天津 靑島 山東省 의 경우 각각
北京 국제상품조달센터

天津 다국적조달센터

靑島 다국적조달촉진

센터 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다국적기업 소매기업들이 중국제품이 수출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제품을 중국에 들여와 팔 수도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의 도시소비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외국산 고급상품의 중국내 수요가
中國物流與採購聯合會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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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제품
뿐만 아니라 자본ㆍ기술집약적인 제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
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국적 소매기업들의 중
국제품 조달사업은 갈수록 빠르고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업 개방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즉 유통업을 포함한 중국경제의 국제화와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
촉진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계 강화 수출과 수입의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대 외국의 자본ㆍ기술ㆍ경영기법의 도입 및 학습기회
증대 외국기업과의 경쟁압력에 따른 개혁ㆍ구조조정ㆍ자유화ㆍ경쟁촉진
등으로 경제효율 향상 및 자원배분의 합리화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
른 고용증대 소비자 효용 증대 등이 있다
반면에 유통업 개방의 부정적 효과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ㆍ외국
기업과의 경쟁 외국기업의 국내유통시장 잠식과 부의 해외 유출 부실한
중국기업의 도태에 따른 실업자 증가 해외 유통문화의 유입과 유통체제
의 개혁에 따른 사회ㆍ문화적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래 중국의 유통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고도로 보호되어 온 상황에서
가입 후 수년 내에 유통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의
영향과 충격이 크다는 점이다 그림

참고

1) 발전의 기회
가 경쟁메커니즘의 형성과 이에 따른 효율 향상
중국의 유통업은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국유나 집체
소유 등 공유기업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유통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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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확대 속에서 경쟁과 자유화가 촉진됨에 따라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비
공유 유통업체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다 또한 평등한 경쟁환경과 적자생
존의 경쟁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시장세분화 경영전문화 기업간 경쟁ㆍ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고 현대적인 마케팅전략과 기법의 도입과 활용이
촉진되고 있다
경쟁격화와 외자기업 진출 증대는 또한 유통업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 유통업체들은 외국기업이 갖지 못한 경쟁력 즉 현지의 상업
체제나 문화ㆍ소비관념에 대한 숙지 강력한 전통적 입지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통업태와 외국의 선진적인 유통기법과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중국의 특색에 부합하는 유통시스템을 조성하여 독특한 발전노선을 모
색하고 있다
나 자본 기술 기법의 도입 증대
유통업의 개방확대 속에서 중국업체는 외국 유통업체로부터 자본 기
술 기법 등을 유치하거나 외국업체와의 경쟁압력에 직면해 개혁과 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
국의 유통체제가 전반적으로 낡고 비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영
혁신의 기회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이러한 학
습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종래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패턴이
나 소비수요의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어 온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 관념과 접근전략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 중국기업의 조직화ㆍ규모화 촉진
종래 중국 소매기업들이 대부분 단일점포 경영을 위주로 하여 소형화
분산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체인경영을 위주로 하는 대규모 외국 소매
기업의 진출 증대는 중국 소매기업에 상당한 경쟁압력을 줌으로써 중국
업체들로 하여금 규모의 확대와 조직의 리스트럭처링을 촉진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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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평적 결합 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분산된 중소상점이 체인경영형식으로 결합하면서 규모화와 조직
화 수준이 제고될 것이다 동시에 수직적 일체화 도 촉진될 것인데 소매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와 유통망을 바탕으로 직접 생산영역에 진입

하여 일부 소비재 제조업체들을 인수ㆍ합병함으로써 상업 주도의 제조ㆍ
판매 일체화 경영조직을 형성하고 그룹화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유통업체들은 외자기업에 대한 자본열세 및 비
용효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유통업체간에 또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의 연합 합병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기업과의 합작 발
전을 모색하는 중국 유통업체도 늘어날 것이다
라 전국적인 통일시장체계 형성 촉진
종래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지방간에 물자ㆍ상품의 이
동에 제한과 장애가 많았다 대다수 중국업체의 경영범위도 해당 지방의
해당 도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광대한 전국시장을 활용하여 규모의 경
제화를 이루는 기업이 드물었다 그러나 유통업 개방의 확대로 인해 선진
적인 유통ㆍ물류 네트워킹 능력을 갖춘 세계적 유통업체들이 중국에 진
출해 전국의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체인유통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에
따라 중국업체들도 전국적인 체인유통망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지방보호주의의 영향력을 감퇴시키면서 전국적인 통일
시장체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제품 구매 및 수출 증대
전술했듯이 최근 중국이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가운
데 다국적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상품구매거점으로 적극 활
龍玲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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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중국제품 구매와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투자
업체들이 중국상품을 구매해 수출하게 되면 결국 중국의 수출시장은 더
욱 확대되는 셈이 된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시장으로 시장을 교환한
다 以市場換市場 고 표현하기도 한다 종래 중국은

중국의 시장으로

외국기업의 기술을 교환한다 以市場換技術 는 정책적 표현을 구사해
왔으나 이제는 이에 더해 시장으로 시장을 교환한다 는 표현을 쓰고 있
는 것이다
바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공급업체 지원 효과
외국인투자 유통업체들은 중국 내수시장 판매용 상품과 해외수출용 상
품을 공급해줄 중국 제조업체들을 필요로 하며 공급업자와의 연계를 강
화하기 위해 공급업자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 유통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비용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국
업체에 완제품 조립공정이나 부품생산을 맡기는 일종의 아웃소싱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측 파트너의 생산력ㆍ기술력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통업체의 공급업자가 되는 중국 제조업체
들은 외국업체로부터 자본 기술 기법 등을 어느 정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 발달된 유통망을 보유하는 외국인투자 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 유통망을 활용하여 제품을 중국
각지와 국외시장에 진출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 고용증대 기회
유통업 개방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증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진출 증대에 따른 투자증대로
인해 고용증대가 유발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수시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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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하는 신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증가 기존 수출형 외국인투자 제
조업체의 내수시장 진출에 따른 생산규모 확충 진출지역 및 수효제한 철
회에 따른 신규 외국인투자 유통업체의 증가와 기존 외국인투자 유통업
체의 유통망 확충 외국인투자 유통업체의 내수판매 및 해외수출 증대에
따른 중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증가 등이 상응하는 고용증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외국상품ㆍ서비스 광고효과 포함 및 새로운 유통
업태의 출현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 등도 상당한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점 그
리고 현재 유통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발전의 여지가 크다

는 점에 주의하여 유통업 발전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 장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이
비중은

에서 점하는

정도로 선진국은 물론 일반 개발도상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에서 상적ㆍ물적 유통산업의 비중도

치지 못하고 전체산업 취업자 중 유통산업 취업자 비중도 단지

에도 미
정도

에 불과한바 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도국이나 신흥공업국에 비해서도 낮
은 수치이다
한편 현재 중국은 많은 잉여인원을 안고 있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추
진으로 下崗 형식상으로는 휴직상태이지만 사실상의 실업상태 실업자
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진출시 중국업체와의 합작이 불
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 유통사업체에 국유부문 잉여인원을 재
배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확대 속에서 중국 유통사업체 중 일부는 외국계 유통업체와의 경
쟁격화로 인해 도태될 것인데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대되는 효과도 있
다 기타 정보처리나 전산관리 기법의 도입 확대 등에 따른 노동대체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國家計委經貿流通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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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술했듯이 현재 중국 유통산업 부문이 전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매우 낮아 개방확대에 따른 유통
산업 발전의 여지가 큰데다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과 내수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방확대에 따른 고용증
대 효과는 고용감소 효과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 소비자 효용의 증대
한편 중국의 소비자는 중국에 진출하는 선진적인 외국업체로부터 양질
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중국은

년대 중반 이후 생산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

로 변화하고 도시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유통산업의 미발달로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
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확대에 따른 소비자 효용 증대효과
는 보다 커질 수 있다
2) 중국업체의 생존경쟁
가 경쟁격화의 충격
중국의 유통업은 종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전통 지방주의에 따
른 보호 정부의 정책적 보호 등의 영향으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
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확대 추세 속에서 상당한 충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수많은 군소업체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빠르게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업체로부터 오는 경쟁압력으로 인해 중국업체들 간에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일자
리를 찾기까지 상당기간 실업 상태에 놓이는 마찰적 실업자도 늘어날 것
이다
내ㆍ외자 기업간의 경쟁 심화 문제에 더해 상품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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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근래에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 등의 문제도 추가되어 최근 중국업
체들의 수익성은 저하되는 추세이다 물론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과
소득수준의 빠른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은 외국업체와의 경
쟁심화로부터 중국업체가 받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외국 유통업체의

또한

독자투자 진출이 제도상으로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중국업체와의 합작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
서 대형 중국업체들은 외국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발전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업체와의 합작기회를 잡지 못한 중국업체들은 심각한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중국업체들간의 생존을 위해 서로 치
열한 출혈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과의 경쟁 양상은 업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자
기업들은 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업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
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외자기업의 중국내 경쟁은 이미 규모와 자금력
경쟁에서 업태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업태
대형 할인점 편의점 등 에서 외자기업의 시장선점 점유율 상승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나 중국업체의 자구 노력
현재 중국의 유통시장은 여전히 대형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태인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외자 유통업체의 시장점유
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년에

개 주요 도시에서

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투자 유통업체는 거의 모두가 국유기업과의 합작으로 운영
되고 있다 비록 국유 유통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외국업체에 뒤떨어
지고 있으나 이들은 강력한 전통적 입지 발전에 대한 높은 열망 현지
시장에 대한 많은 지식 등을 갖고 있다 또한 국유업체는 외국업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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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업 경영을 통해 외국의 자본 기술 기법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기
회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양허 일정에 따라 개방이 수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힘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수년 후에 개방
확대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중국정부는 각종 제도적ㆍ비제도적

<

ㆍ

2-10>

,

ㆍ
년
월

北京 新東安市場과 王府井百貨店의
합병

년
월

北京의 西單商場과 超市發連鎖 및
上海의 華聯超市 개 기업이 공동
투자로 北京西單華聯超市有限責任
公司 설립

上海華聯은 전국 슈퍼마켓
매출규모 제 위 업체

中國華潤集團 중국자본으로 홍콩에
설립된 기업 이 深 萬佳百貨 종합
슈퍼마켓 위주 의 지분
인수

深 萬佳는 廣東省 최대의
상업기업 華潤集團의 계열사
인 華潤超市는
년 말 현
재 深 에
여 개의 중형
슈퍼마켓 체인 보유

北京 物美集團의 北京普金達超市
합병

이로써 北京에서 최초로 슈
퍼마켓 매장
개를 초과한
기업이 됨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말

北京의 대형기업 개 업체의 공동
투자 로 首都商業連鎖集團 설립

납입자본 약 억
러 각종 가맹점
출발

만 달
여 개로

北京華聯이 北京市 소속 슈퍼마켓
업체로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

년내 슈퍼마켓 체인점을 현
재의 개에서
개로 확충
할 계획

昆明市의
의 연합

개의 부식품 연합경영공사
설립

개 私營 부식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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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자국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방의 단계적 이행과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활용해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발생한 기업연합ㆍ합병 사례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한편 중견 제조업체들이 유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 분야의

과 康佳

통신제품 분야의 吉通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그 동안 업종 전문화에 주력하여 비전문
사업체들을 그룹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동종업계의 대형 국유기업과
는 달리 저비용구조와 강력한 경영관리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유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중견기업들은 정부
의 개입과 통제가 비교적 적은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내구성 소비재나 일상소비품

부문은 정부의 통제나 간섭

의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내ㆍ외자기업들이 경쟁을 벌이
고 있다

이 부문의 시장은 현지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에 정통

한 내자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이 부문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
려는 외국기업이라면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한 요인을 감수해야 할 것이
다
상술한 바를 종합해 볼 때 대외개방 확대 과정에서 외국업체의 시장잠
식이 급속히 진행되거나 유통업의 대외의존도나 종속 정도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3) 중국 민족상업의 전략적 과제
중국의 민족상업은 종래 계획경제의 전통과 시장경쟁의 결핍 정부의
과보호 지방보호주의 등의 영향 아래 있어 온 결과 현재 일부업체를 제
외하고는 규모의 불경제가 심각하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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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태에서 유통업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아마도 많은 중국업체가 도태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각종 제도적ㆍ비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
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가 경제발전전략의 조정 측면에서 유통업 발전 중시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조정 측면
에서도 중요성을 띤다 중국의 경제학자 林毅夫는 현재 중국경제의 운행
에서 가장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인데 그
근본적 해결책은 농민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비교
우위를 가일층 발휘시켜 도시 내에 노동집약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을 대
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것은 또한 농민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높이
는 중요한 길이기도 하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농촌의 과다한 잉여노동력 해소 노동집약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이 경제발전전략의 조정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억에 달

하는 인구 특히 농촌인구가 억 명에 달하고 이 중 억 억 명이 잉여노
동력이라는 점은 중국경제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유휴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학자들 중 다
수는 중국경제의 활로와 경쟁력이 바로 이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林毅夫ㆍ蔡昉ㆍ李周
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오직 요소부존 구조로 결정되는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기술과 성장산업을
선택하는 즉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위를 이용해 노동집약형 기술
을 많이 채용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많이 발전시킬 때에 비로소 전체 국

林毅夫

較快的增長率可實現 積極財政政策當堅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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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의 잉여를 증가시키며 자본의 축적을 촉
진하고 자원의 부존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중국경제의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또한 농촌과 국유부문의 과다한 잉여노동력
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압력 에 직면해 있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형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유통업의 발전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술했듯이 중국의

나 총고용규모에서 유통산업을 포

함한 서비스산업이 점하는 비중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림

참고 유통

업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 여지는 매우 크다
나 시장경쟁체제의 건립
중국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우선 개혁의 측면에서 시장경쟁
체계의 건립과 제도의 정비가 긴요하다 앞으로도 계획경제의 전통과 관
행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은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이끌린다면 중국업계로부터 비용절감
과 효율향상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의 경쟁
력은 시장경쟁이라는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따라서 중국
은 이 기본적인 토양부터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보호주의 영향 아래 지연되어 온
전국적 통일시장체계의 형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년 월에 개최된 중국의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제
시된 경제발전계획에는 예년과는 달리 도시 실업률 억제목표와 일자리 확충계
획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취업확대와 사회보장 강화를 중점 시책으로 제시
할 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것인데
년에
이던 도시 실업률은
년 말에
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실업률에는 미등록 실업자가 집
계되지 않아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경제학자가
한 도시실업률은

년 말에 중국의

여 명의 학계 관계 전문가를 상대로 델파이법을 써서 추정
에 달하였다 莫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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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과제를 두고 한 중국학자는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 개방 부터
완성하여 기업간의 경쟁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중국이

보고 있다

에 가입한 이상 중국정부는 자국 유통사업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포함 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체제에 부합시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별기업 중점지원 정책으로부터 기업이 시장경쟁 속에서
경쟁력 향상을 이루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
부는 경제에 대한 직접간여로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시장과 매력적인 투
자환경을 배양하는 데 힘씀으로써 개방 속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증
강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국가발전전략을
조정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개방확대 환경 하에서 경쟁력 현황
을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기업제도와 경영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경영전략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유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 컨설팅업의 발전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다 규모의 경제화 내지 최적화
구조조정 측면에서 최대과제는 어떻게 과다한 업체 수를 정리하면서
규모의 경제화와 최적화를 이루는가에 있다 이것은 특히 개방확대 추세
속에서 화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입장벽의 완화로 외국상품이 보다 값
싸게 수입되고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중국업계 제조
업계와 유통업계 포함 가 규모의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내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의 내자기업 중 최대 소매기업
인 上海聯華超市의

년 매출액은

억 위안 약

은해 세계 최대 소매기업인 월마트의 매출액은
黎新平
李兆熙

앞의 책

劉福山

앞의 책

참고

억 달러 이었고 같
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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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최근 유통업계에서 체인점의 확충과 함께 수많은 중ㆍ대형
기업들간에 연합 또는 합병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체인점 확충과
연합ㆍ합병 사례는 전술하였다
문제는 중국업계의 규모조정 속도가 시장개방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
는가이다 따라잡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 속도를 은연중에 늦출 가능성도 있다 확실한 것은 앞으
로 몇 년간 중국업계에 연합ㆍ합병과 합종연횡의 바람이 거세지고 이 과
정에서 외국업계와의 전략적 제휴도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통업계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국내시장 규모의 빠
른 확충이 요구된다 중국의 소매시장이 그 동안 느리게 성장한 것은 아
니지만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상승 속도에 대한 소비수요의 탄력성을 끌
어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도소매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이전에 잠재적 수
요의 유효화를 촉진시켜 국내업계의 규모 확충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최근 중국정부는 민간소비를 장려하는 각종 조치 예컨대 은행
및 비은행의 소비금융 확충 대출조건 완화 구매 관련 세금감면제도 도
입 신용카드체제나 온라인 쇼핑의 발전 등을 촉진시키고 있다
라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이용
전술했듯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입을 중국의 시장으로 외국
의 자본과 기술을 교환 하며 중국의 시장으로 해외수출 시장을 교환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전략은 유통업 개방확대 정책에
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유통업에 투자 진출하는
외국업체로부터 자본 기술 기법을 도입하며 외자기업들이 중국제품을
많이 구입해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두
가지 큰 과제 즉 시장경쟁체제의 건립과 규모의 경제화 측면에서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가 시장환경의 규범화 제도정비 시장확대 부실기업의 정
리 기업간의 연합ㆍ합병 등을 촉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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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도소매산업에서 외국인투자 합자기업의 존재를 외국기업과
의 생존경쟁 측면보다는 이들과의 상생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취약하여 짧은 기간 내에
자력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협
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기업과의 합작이 불가피한 상황이
라면 이를 어떻게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는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즉 소위 시장으로 자본 기술 해외시장을 교환한다 는 방침 아래 외국측
에 어느 정도 내수시장을 내주면서 그 대가로 자본과 기술 등을 도입하
고 해외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측이 이러한 거래 를
어떻게 자국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金伯生

은 중국 서비스업이 직면한 대외개

방 확대의 필요성과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국가가 거시감독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
다 즉 국가가 효율적인 거시감독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 운용한다면 대
외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추론해 보건대 중국정부는 금후 유통산업의 대외개
방 확대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본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ㆍ통제의 방법으로는 외국인투
자에 대한 심사ㆍ허가 과정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방법이 동
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일

년

월

가입후 약

년간의 이행기간

년

월

일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

다 첫째 자국 유통산업이 철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방체제에 대한
자국 유통산업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쓸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보호수단을 활용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ㆍ
집필 당시 金伯生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
구원 외자연구부 주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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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방보호주의에 따른 지방간의 외자유치 과당
경쟁 지방법규의 정비 가 중앙정부의 정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
지방법규의 권한 문제

등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법규와 국가법규와의 협조
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자국기업의 비교우위와 외국기업의 비교우
위의 전략적인 제휴를 유도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
는 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본 절에서 정리된 중국 내수유통시장 진출방안은 전술한 중국 유통산
업ㆍ유통시장의 현황과 구조 개방 현황과 개방도 중국 본토업체의 경
쟁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업체를 포함한 일부 외국업
체의 진출사례를 근거로 하여 도출하였다 진출사례는 전문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사례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전문유통업 진출사례로서는 한국
의 신세계

사례를 다루었다 제조업체의 진출사례로서는 전술했

듯이 한국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전자ㆍ
유통사례를 다루었다 한국업체의 경우는
자 삼성카메라

식품 의복 업종의 내수
년

월에

삼성전

농심 아가방 등의 중국 현지 주재원과의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정리했고 기타 외국업체의 사례는 주로 관련 문헌자료를 통
해 정리했다

즉

규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정비

예컨대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의 비준권한은 지방정부에 없고 중앙정부에게만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그 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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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rt

주 신세계는

년

인 上海商務中心 주

월 上海시 인민정부 상업위원회 산하 국유기업
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자본금

만 달러의 上

海商務世界百貨有限公司를 설립했다 합작비율은 신세계측이
만 달러 上海商務中心측이
년 월

년

만 달러 였고 합작기한은

월 이었으며

년

년 월 일 上海시 曲陽路에

평

의 매장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을 개장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진 데 따른 여파로 인해 신
세계는 上海시의 백화점사업을 철수하고 할인점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기까지 부진하다가
점

현지명 易買得 上海점의 영업실적은
년 하반기부터 호전된 후

년 상반

년부터 손익분기

을 돌파하게 되었다 신세계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년

월에 上海시의 또다른 국유기업인 九百 第九百貨店 그룹과

새로운 합작계약을 체결 하고
년까지 중국 전역에

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으며

여 개의 할인점 체인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신세계의 중국 주재원에 따르면

上海점은 개장 이후 수년 동안

현지의 낯선 유통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유통ㆍ물류체계 유통경로 구성원들의 의식ㆍ관념ㆍ서비스정신 고객의
의식수준 종업원의 근무태도

소득ㆍ소비수준 등 제반 유통환경이 낙

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개장 초기에 신세계측은 현지 파트너인 上海商務中心측으
로부터 방만한 기존 설비 전산시스템 포함 와 조직 인원을 그대로 인수
上海시 인민정부 상업위원회 산하 국유기업
신세계 九百그룹 上海商務中心이 각각

의 비율로 합작

예컨대 고객이나 종업원의 상품절도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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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평의 매장에 종업원이 약

명 에 달했고 이 중 출근인원은

명 판촉인원을 포함하면 약
정도에 불과했으며 근무태도에

자율성ㆍ능동성ㆍ적극성이 결핍되어 있었으며 종업원간 또는 조직부문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경
쟁적이며 개인주의적이어서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러
한 문제에 대응하여 그 동안 신세계측은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종업원들
을 교육ㆍ훈련하는 데 힘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업원들의 근무태도
와 의식수준은 점차 개선되었다고 한다
한편

上海점은 동종 할인점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었

다 까르푸 메트로 독일계 오샹 프랑스계
계 등이

대만계

보다 앞서 상해에 진출했고

태국

聯華 등 본토업체

의 경쟁력도 약하지 않았다

년에 上海에는 이미 개의 외국인투자

업체와 개의 본토업체가 약

개의 할인점매장을 경영하며 경쟁하고 있

었다 이로 인해 업체간의 가격경쟁ㆍ판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점은 상당 기간 소위 출혈경쟁 을 하기도 했다 이후

상

는 각종 경

비절감에 노력하는 동시에 까르푸 등 주요 경쟁자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힘썼다 예컨대

는 민감품목 전략을 시행했는

데 주고객층이 할인점업체들을 놓고 비교할 때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상품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품질과 가격을 경쟁업체보다 좋은 조
건으로 제시하는 데 힘썼다 이를 위해

는 까르푸에 진열된 상품

을 일주일 간격으로 전수 全數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전체 진열상품
품목 중

를 민감품목 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품질을 까르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는 방침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격경쟁력과 수익구조는 점차 개선되었다고 한다

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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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진출과 투자진출의 선택
현재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계 브랜드 의류상품 중 다수는
한국내 제조상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판매하는 무역진출 방식을 쓰고 있
는데 아가방 등 몇몇 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현지시장에 진
출하는 투자진출 방식을 쓰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역진출 방식은
투자진출 방식에 비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위조
ㆍ복제가 만연하고 복제기술이 뛰어난 점 경쟁국 업체의 對中 투자진출
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 중국에서 내ㆍ외자기업의 자체 브랜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점 세계적 명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 때
문이다
예컨대 한국 유아복업체 중 한 업체 는

년 초에 上海에 본부를

둔 중국의 국유 무역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년 추동 시

즌부터 중국으로 유아복을 수출하여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만큼 로열티
수익을 얻는 형식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년

월 현재 이 계약의 이행이 유보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여 로열티 수익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중국 내에 위조ㆍ복제 위험이 큰 점 등이 고려된 것으
로 여겨진다
2) 유통경로 구조의 설계
가 유통경로방식의 선정
기업은 자신의 경영전략 경쟁력 재정능력 시장진입단계 상품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평가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유통경로 방식을 선정해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회사명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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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直銷 직판
직영 매장

경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
투입비용과 관리비용 많이 소요
서비스로 승부를 거는 상품 또는 고부가가치 상품은 품질관리 제어
를 위해 직영점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
현금 거래 → 상품대금 수금에 리스크 없음
소매업체 예 백화점 에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차료 계산방식으로
고정 월세를 내는 곳도 있고 매출액 총이익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며 황금 지역의
백화점은 심지어
에 달함 보증금 별도
백화점내 매장 선택시 고려사항 층은 임대료가 비싼 편이고 기타
층은 올라갈수록 낮아짐 중국인은 구경한 후 물건을 사는 습관 →
층 이상은 인파가 비교적 적고 층이 높아질수록 인파가 적어짐

經銷
직거래

經銷商은 독립 경영기구이며 상품 소유권을 지니고 여러 품종 경영
상품 공급상과 권한ㆍ책임이 대등 → 經銷商 통제가 쉽지 않음
직판 방식에 비해 단기간에 시장을 급속히 확장하려는 기업이나 서
비스가 제품 속성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 經銷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
현금거래가 원칙임 단 지명도 높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經銷
하는 경우 여신거래 일반화 → 대금 수수가 지연될 수 있음에 주의

代理
도매단계의
중간상

통상 代理商은 상품의 소유권이 없으며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경
쟁상품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음 단 삼성전자는 선결제 후납품
상품 공급상의 권력이 代理商보다 크므로 代理商 통제가 쉬운 편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지역대리점의 해당
지역내 인지도나 유통개척 능력이 뛰어난 점 등이 장점
단점으로는 자기이익 위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품 공급자의 이
익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등이 있음
한국의 지역대리점 총판체제와 유사

代銷
소매단계의
위탁판매

代銷商은 상품 소유권이 없으며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로 처리
외상거래인데 중국의 신용거래가 초보단계임을 고려해 代銷 방식
을 쓸 경우 거래 대상자의 신용도에 각별한 주의 필요
유통주기 길고 자금회수가 완만 → 많은 유동자금 투입 부담
대형 백화점에 代銷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최저 수익
을 보장하면서 매출액 비례 수익을 지급 包底 및 抽成 하는데 최저
수익과 비례수익비율은 협상으로 결정

자료 전술한 사례연구 吳立民ㆍ方文章
張雲飛

앞의 책

何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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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유통경로는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경로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직
접판매경로는 소매업체에 직영매장을 두는 경우 또는 直銷 직판 점을
개설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간접판매경로는 도매나 經銷 직거래
도매단계의 중간상

代銷 소매 위탁판매

代理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경로 선택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상품을 대형 소매업체에 經銷 방식으로 유

통시키는 경우에는 여신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금 수수에는 짧게
는 개월 길게는 개월 이상 걸린다 까르푸나 월마트의 경우 현재 자체
규정상 판매대금의 지불기간을

일로 하는데 실제로는

일 정도 소요

된다 또한 대형 소매업자가 입점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다 특히 유명 할인점의 입점비는 매우 높다 이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입점했는데도 잘 팔리지 않게 되어

진열상품구성의 정기적 조정 에

서 제외된다면 다른 소매시장으로의 진입에도 나쁜 영향을 받기 쉽다

<Box 2-1>
삼성카메라의
년에서
년까지의 유통경로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최종 소매상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였다 최종 소매상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이었다 백화점과의 거래관계는 代銷 방식이었다
년부터는 經銷 방식으로 소매상 거의 모두가 백화점 에 납품함과 아
울러 도매 유통경로로서 대리점 총판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급
도시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만 기존의 經銷 방식으로 거래하고 ㆍ
급 도시나 외곽지역의 백화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총판체제로 유통경로를 전
환하기 시작했다 이후
년
년에 대리점을 집중적으로 개척하고 육
성했으며
년까지 전국에 개의 지역대리점 유통망을 구축했다
중요한 것은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서 삼성카메라의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
에 代銷 방식을 쓰지 않으면 백화점에 납품할 수 없었으나 이후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代銷 → 經銷 → 대리점 총판체제로 유통경로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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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명 소매업체에 입점하는 데 따른 혜택은 적지 않다 유명 소매업
체인 만큼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도 용이하며
할인점 체인의 경우 다른 매장으로의 진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자금력
이 약한 제조업체인 경우 유명 소매업체를 유통경로로 활용할 때에 발생
하는 높은 임차료나 입점비 기타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하
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의 삼성카메라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브랜드 지명도가 낮
을 때와 높을 때를 구분해서 경로방식을 선택한 점이다 즉 삼성카메라는
초기에는 代銷에서 시작했다가 브랜드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代銷에서
經銷 방식으로 經銷에서 지역대리점 총판체제로 유통경로를 고도화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대리점을 통해 도매유통 수준까지만 직접 관리
하고 하부유통은 대리점에 일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

고 삼성전자의 중국 주재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이 채택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의 유통방식과 문화는 현지 유통업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
다
둘째 중국내 매출액의 약

는 디지털 가전제품과

제품으로 구성

되는데 이들 제품의 특성상 소비패턴이나 유행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유리한 유통구조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셋째 현지에서 경쟁력 없는 부문은 취급하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경
쟁력 있는 부문 예

에 집중 배치하기 위해서도 유통구조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직접 관여하는 유통경로를 일정한 수준 즉
도매상 수준까지로 제한하여 유통부문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고 여기
서 절약된 자원을

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ㆍ향상에 유리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또한 중국기업들과 원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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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2>
삼성전자가 한국공장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아직 직수입 권한이 없
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하여 삼성 브랜드를 전문 취급하는
개의 총대리점을 이용하거나 또는
개의 지역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총대리점 방식과 지역대리점 방식 중의 선택 대리점 수효 등은 상품종류
에 따라 달라진다 현지공장 생산제품의 유통경로도 비슷한 유통구조를 띤
다 예컨대 상품의 부피가 큰
나 백색가전의 경우 지역대리점이 비교적
많으며 각 대리점은 모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 소비유행이
나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므로 역시 지역대리점을 비교적 많이 설정
한다 휴대폰의 경우 물건 부피가 작아 운반이 용이한 특성을 고려해 모델
별로 총대리점을 두고 있다 단 지역대리점 방식은 쓰지 않는다 만일 지역
대리점을 쓸 경우 물건 운반이 용이해 약정 범위 외의 지역에서 유통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총대리점을 통하는 유통구조가 신규제품 특히 수입제품의 신
규 진입시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유통의 물량규모가 하나의 총대리점이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총대리점을 지역별로 분화하거나
상품 모델별로 분화하여 지역대리점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통경로를 넓혀 왔
년 말 현재
의 지역대리점 수는 개에 달한다
다예

을 벌이는 것은 무모하다는 판단하에 고급품ㆍ고가격 전략을 추진하여
물량기준 시장점유율보다는 판매이익 마진률 제고에 힘쓰는 것과도 관련
이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경영층은 유통경로 구성원이 취급상품으로
부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경로 구성원의 효율적
인 관리도 용이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유통경로 구성원에게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해 준다면 구성원으로부터 삼성전자를 향한 충성
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급품ㆍ고가격
전략은 중요성을 띤다
넷째 시중의 유통구조나 업태의 변화가 빠른 것도 삼성전자가 유통사
업 직접 운영을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예컨대 수년 전만 해도 백화
점의 유통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國美 나 大衆

蘇寧 과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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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품 전문매장이나 中關村과 같은

제품 전문상가들이 부상했으며

소매업태의 전통적 구분이 불분명해지거나 퓨전업태 예 전문점

백화

점 도 출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유통구조는
적이다

전자의 중국 내수 유통구조와 대조

전자는 자체 설립 판매법인 지역별 分社 을 통한 직접판매 일

반 소비자 접점에 이르는 최종소매 단계까지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전자가 이러한 유통구조를 택한 배경은 현지화를 강조하는 경영전

략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자는 현지화를 통해 중국업체가 누

리는 비교우위를 똑같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 즉 현지의 저비용 생산체제를 활용해 중국업체와 원가경쟁을
벌이면서 물량기준 시장점유율 상승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이러한 유통구조는 유통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을 투입해야 하
므로 경영상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중국의 각급 정부를 유통경로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중국은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정부를 통하는 유통경로의 활
용 가치가 크다 공공입찰사업의 對시장 영향력이 크므로 공공입찰을 유
통경로로 활용해 낙찰에 성공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이 유통경로는 낙찰 성공을 위해 저가입찰을 해야 하므
로 자주 사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시장진입 초기나 경영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혹은 현지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면 상
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대만계 중소기업은 중국인 個體商 개인상점 의 소매영업 허가증
을 빌려 전매점과 체인점을 개설하는 방식도 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신
용 리스크가 크므로 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個體商의 규정 영업규모가 작아 영업액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과 영
업액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증명을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吳立民ㆍ方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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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발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커미션 증명 가액의 약

을 부담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Box 2-3>
년 말 현재 포르나리의 중국내 매장
여 개 중 약
는 직영점이
고 약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패션의복 생산ㆍ유통업계에서 직영점
의 비중이
에 달한다는 것은 꽤 높은 수준인데 이는 포르나리가 자금력
정보력 인력 브랜드 파워 등에서 많은 직영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포르나리는 유통구조와 관련해 대도시 직영 중소도시 프랜차이즈 구도
成都 개 대도시에서
를 채용하고 있다 포르나리는 廣州 上海 北京 深
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통일적인 이미지의 형성과 유지에 힘쓰고 二線 三
線 도시에서는 프랜차이즈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대 도시의 지역본부는 프
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관리ㆍ통제와 자원의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중소
도시의 유통경로로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직영 범위를
중소도시에까지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즉 자금과 인력 투입
에 부담이 많아지고 관리조직이 비대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의
비즈니스 사정에 밝은 현지 가맹업자를 통해 매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또한 중국의 제도화 미흡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효
과적이다 중국 내의 많은 법규ㆍ제도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다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책ㆍ규정의 변화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시작되기 때
문에 대도시 매장을 직영하게 되면 유관 정부당국과 의사소통하기가 용이
하여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주변 중소도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포르나리는 중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로서 중국 현지인은 물론 홍콩인
투자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명의 홍콩인 가맹업자가 있는데 개
도시에서 몇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투자자도 있고 몇 개 도시에서 가맹점
을 운영하는 투자자도 있다 포르나리가 이처럼 홍콩인 가맹업자를 활용하
는 배경은 포르나리의 아시아사업 본부가 홍콩에 있고 경영층에 홍콩인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유력한 홍콩인 투자자를 중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
자로 삼을 경우 문화나 이념이 동일한 홍콩인과 의사소통이 용이하여 사업
추진 목표나 인식을 공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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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경로 방식의 차별화
의 포르나리를 포함한 여러 사례 업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인 유통구조 중의 하나는 대도시에서는 직영점을 중소도시에서는 간접
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소도시의 매장까지도 직영하
려면 시간 인력 자금 투입에 부담이 큰 점 중소도시의 시장 상황이나
정보는 현지 유통업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진
출기업은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도시규모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몇 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현재 기업의 자금력 정보력 인력 수준 등을 감안해
직영점 운영의 범위를 어느 등급 이상의 몇 개 도시로 한정하고 그 범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접판매 방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시장의 발전단계를 파악하여 해당 단계에 적합한 유통경로를 구성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은 체제전환이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어
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속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그 변화가 빠르
고 방대한 영토로 인해 지역간 발전격차가 크기 때문에 진출하는 지역
의 경제발전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개방이나 경
제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국유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가방 사례에서 최근에 와서야 로드숍 매장
개설에 힘을 쏟기 시작한 배경에는 현지 생산ㆍ유통시스템이 구축되기까
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 외에 불과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로드숍이 출현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는 판단도 작
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가방 유통본부가 위치한 煙臺
市와 같은 급 도시 地區級 시 에서는 전매점 로드숍 개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 새롭고 다양한 브랜드 전매점이 속속 출현하고 중심상가에 위치한
전매점 로드숍의 취급 상품과 브랜드가 자주 변경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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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4>
아가방은 직영점과 프랜차이즈 전매점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유
통경로의 설치장소 측면에서 보면 백화점내 매장 개설 또는 주요상가의 로
드숍 개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관계규정상 로드숍은
직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아가방은 로드숍을 전문대리점으로 운용하
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식을 쓰고 있다
년에 煙臺에 제 매장 靑島에 제 매장을 개설했는데 당시에는 기존의
유아동복 판매점과 직거래하는 經銷방식에 의한 판매였다 즉 아가방 제품
만을 취급하는 매장이 아니라 몇 개 브랜드의 유아동복을 판매하는 점포에
아가방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아가방은 이러한 經銷 방식을 현지 유
통경로 구축을 위한 테스트와 학습기회로 활용했다 프랜차이즈 전매점 방
식을 정식 채용한
년 말 이전까지 山東省내 중소 도시에 있는 약 개
의 기존 유아동복 판매점에서 經銷 방식을 활용해 판매했다
아가방은 經銷 방식을 실험한 결과 비싼 임대료와 높은 수수료 요구 등
으로 인해 수익모델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브랜드 프랜차이즈 전매점 개설을 추진하기 시작해
년 월에 山東省 濟南市에 최초의 프랜차이즈 전매점을 개설했다 이후 년
정도 지난
년말 현재 직영점 개 모두 北京에 위치 에 프랜차이즈 전매
점 개 합계 개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미 전국 곳곳의 근 개 도
시에 매장을 개설했다
아가방은 진출 초기부터 도매상을 유통경로로 활용했는데 이들 도매상은
아가방이 중국의 유통시장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원단의 공급선과 제품의 판
매경로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통상 도매상은 판매 판촉 구매 분
배 포장 보관 운수 융자 리스크 분담 시장정보 전파 관리 서비스 자문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아가방은 도매상의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상
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아가방은
년 월에 생산업자
와 도매상을 연결하는 전문 대리상과 거래관계를 형성했고
년 월부터
는 전문 대리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업자에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으
며 동시에 山東省내 중소도시에 있는 기존 의류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원단 공급선과 하청공장을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확립한 뒤
년 가을부터 도매상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프랜차이즈 전매점 구
축을 추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전문대리상 → 도매상 → 기존 소매상 →프랜차이
즈 전매점으로 유통경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가방이 거래해온 전문대리
상과 도매상은 구매 판매 분배 보관 운수 정보전파 자문 등 복합적인 기능
을 발휘함으로써 아가방의 유통시장 진출에 상당한 지원과 촉진 역할을 했다
현재 아가방은 비록 도매상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상
품을 공급하지만 이들 가맹점 중 다수는 종래 아가방이 거래했던 도매상이
소개한 투자자가 경영하거나 혹은 도매상이 직접 투자해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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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구성원 조정체계의 설계
가 시스템적 시너지 효과 중시
최근 기업들간에는 공생적 마케팅이나 공생적 유통관리가 확산되는 추
세이다 과거 유통에서는 수직적 통합화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수평적 통
합화를 통한 공동화 사업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추세이다 즉 개
별 기업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유통관리를 하는 시대는 지나고 유통경로
구성원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
었다 유통경로 시스템 경쟁력의 핵심요체는 유통경로 요소간의 결합상
승 전략 시너지 과 경로 구성원들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
십의 형성 관계 시너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오세조ㆍ박진용
이러한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관계 를 중시할 필요가 있
다 제도화의 미흡으로 관계와 같은 비제도적 측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
이다 삼성카메라 사례에서
<Box 2-5>

년만 해도 중국시장 점유율이 위였다가
‘

(關係)’

관계 의 중요성과 관련해 삼성카메라측은 유통경로 개척의 관건은 경로
구성원 유통업자 에게 높은 마진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
성원 즉 유통업자 과의 관계 구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그 관계가 소위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朋友 친구 관계로까지 발전된다면 유통경로 구축에
성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경쟁상대인 일본제품이 삼성카메
라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삼성카메라측이 이익 마진
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朋友 관계의 예를 들면
지역대리점 측에서 삼성카메라 주재원의 영업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해당 대
리점에 재고가 충분한데도 상품을 구입해 갈 정도이다
삼성카메라가 관계 설정에 사용한 수단에는 경쟁상대인 일본업체의 주
재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인 주재원들은 일
반적으로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관계 설정 대상 중국인들과 친숙하게
어울리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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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경쟁상대인 일본업체들을 제치고 위로 올라선 데에는 유통
경로 구성원과의 관계 파트너십 강화가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로 구성원 파트너 의 선정
① 구성원 물색
중국에서 유통경로 구성원 대상자를 물색하고 구성원과의 관계를 강화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중국내 동종업계의
협회나 협의회를 통하는 방안이 있다 중국에서는 비록 유통산업 전반의
발달수준은 낮지만 주요 유통상품별로 협회나 협의회의 조직화가 상당
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예컨대 아가방 사례에서 한국에서는 유아동복
유통업계의 역사가

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동복 유통협회

가 없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년 전에 유아동복 유통업자 협의회가 결성
되었고

년 말에 협회가 결성되었다 아가방은 이 협의회를 적극 활

용함으로써 원단 공급업자 선정 제품 도매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선정 유통경로 구성원과의 관계 강화 홍보 등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효
과를 보았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유통 관련 세미나나 전시회 관련 이벤트 등을 이용
해 유통경로 구성원을 물색하거나 구성원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예컨대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廣州 交易會 는 중국의 개혁ㆍ개방
이전부터 개최되어온 국제적인 무역박람회인데 중국 내외의 수많은 제
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최근 深 이 세계적 유통업체들의
조달본부로 부상한 가운데 深 에서 매년 한 차례 중국 소비상품 구매
採購 대회 가 개최되는데 이 대회에도 세계적인 유통업체들과 중국의
주요 제조업체ㆍ유통업체들이 다수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수많은
업종과 상품이 전시되지만 특정 업종과 상품을 취급하는 각종 정기적ㆍ
비정기적 전시회도 중국의 곳곳에서 자주 개최된다
한편 중국의 관련 부문 인사 예컨대 유통업 관련 당국이나 기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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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사 진출 업종의 전국적 도소매업체 관련 인사 등과 관계를 맺거나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한국내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방안을 활
용할 수 있다
기타 방안으로는 진출업체의 영업담당 직원이 직접 유통경로 구성원
대상자를 찾는 방법 현지 주재 한국기관ㆍ협회 등의 소개를 받는 방법
주변의 외자기업 한국계기업 포함 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② 다국적 유통업체의 할인점에 납품하는 경우
전술했듯이 현재 소매업태 중 외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수익
성이 제일 높은 업태는 할인점이다 세계 유수의 유통기업이라면 거의 모
두가 중국에서 할인점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요도시는 물론 일
부 중형도시에도 다국적 유통기업의 할인점 매장이 개설되어 있다 할인
점은 수많은 소비재 공산품을 취급하는데 통상 매장에 진열되는 상품종
류는 만 종에 달한다 현재 중국 내의 주요 할인점은 상품 현지화 전략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내 생산제품의 구입률이

를 넘는다

만일 중국내 제조업체가 다국적 유통기업의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해당 제조업체는 선진적으로 경영되는 할인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여타 소매업체에 비해 계약관계나 대금수수
가 투명하게 처리되며 신뢰성이 있고 거래기한의 준수 약속된 기간 내
의 대금 결제 대량주문 빠른 유통주기 등의 혜택도 있다 또한 해당 할
인점업체의 전국 매장 체인을 이용해 상품 진출지역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충시킬 수도 있고 상품과 브랜드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다국적기업의 할인점 매장은 이미 전국의 주요 도시에 퍼져 있는데 할인
점업체 대다수는 매장별로 진열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의
몇 개 지역본부에 의해 상품을 통일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어
떤 제조회사가 할인점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제조업체는 전국 각
麥德龍以利潤換市場的遠期經營戰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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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퍼져 있는 할인점 체인매장을 유통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할인점에 상품을 입점시키기는 쉽지 않다 할인점업체가 진열
상품을 엄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품의 매매 회전율을 따져
진열상품구조의 조정

도 엄격히 실행한다

즉 입점에 성공해 진열

되더라도 만일 해당 상품의 회전율이 낮을 경우 할인점측은 해당상품의
진열면적을 줄이거나 진열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대형 할인점은 상품 공급업자와 장기적인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
에 일단 대형 할인점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술했듯이 할인점 입점시에 할인점측은 고액의 입점비 행사찬
조비 리베이트 재계약비 물류센터시설 사용비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
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납품한 후

개월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관행도 있다
③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의 선정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선정시 자금력이나 신용 판매력 등에서 유력한
가맹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급 상품의 시장성이나 수익성
브랜드 지명도 등이 뛰어나다면 유력한 가맹업자를 찾는 데에 큰 어려움
은 없을 것이다 가맹업자가 되길 희망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므로 많은
신청자 중에서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급 상품의 시장성 수익성 브랜드 지명도가 낮을 경우에는
유력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유력한 파트너
후보들에게 접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지불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가방 사례에서 수년 동안 도매업자들과 거래 경
험을 축적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뒤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점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이다
홍콩계 기업 포르나리 사례에서 중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로서 홍콩
家樂福在中國的營銷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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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6>
현재 아가방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려는 현지 투자자들의 신청이 많
아 아가방은 신용 자금력 매장입지 선정 매장확충 등에서 유력한 투자자
를 가맹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가맹업자 선정기준으로는 ▲수개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개설 능력 ▲상품의 현금구
매 능력 ▲매장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으로 개설 또는 확충하도록 요
구하는 과제의 수행능력 등이 있다
특히 자금력이 뛰어난 가맹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재정현황 등
을 여러 가지 루트와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과의 거래경험에서
체득한 조사방법 중 한 가지로서 신청자를 만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할 때에
직원을 접대하는 수준 접대시 동원하는 친구 들의 수준 등으로 신청자의
실력 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아가방의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는 모두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나 교포
외국인 투자자가 가맹업자인 경우는 하나도 없다 한국인이나 교포를 가맹
업자로 하는 경우 외상거래 등의 편의를 요구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의 프랜차이즈 전매점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도
사실상 없다 현재 아가방의 프랜차이즈 매장당 매출규모는 월평균 만 만
위안 약
만
만 원 인데 현지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중국인은 이 정
도의 매출수익으로 만족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 중 가맹업자는 명인데 이 중
명이 중
국 유아동복 유통업계의 실력자이다 이들은 과거 도매시장에서 원단 구매
시 연결되었던 도매업자들로서 이들을 가맹업자로 선정한 이후 이들에 의
해 아가방에 대한 홍보가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보았다

인 투자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처럼

참고 한국계 기업도 프랜차

이즈 가맹업자 후보로 한국인 투자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인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 사업관련 목표나 인식의 공유를 이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언어나 문자를 활용함으로 의사소통상
장애가 거의 없고 문화와 이념 등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예컨대 현지 사정을 잘 모르거나 현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관계 설정에 불리하거나 동포임을 이유로 비공식적인 편익
을 요구 예 외상거래 판매대금 지불 지연 등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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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다 중국업체 또는 외자기업과의 제휴 전략
사례연구에서 대만의 頂新그룹과 統一그룹은 중국에서 라면 유통경로
를 구축할 때에 그룹 차원에서 중국에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체인 유통
업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절에서 정리했듯이 중국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중국업체와의 합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외국기업들은 중국 유통시장 진출의 주요 경로로서 중국상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광의의

를 적극 활용하

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전문유통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진
출하려면 현지에서 합당한 합작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보
유자원이 우수한 유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자원이
라 하면 판매망 토지 입지 브랜드 고객 물류시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가리킨다
진출기업이 중국내 동종업계의 중국업체 중 폭넓은 판매망과 강력한
판매력을 지닌 업체를 골라 제휴ㆍ합작을 하여 이들의 판매력이나 판매
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마쓰시다 松下
는

년 월에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 중의 하나인

의 소매점포망 보유 과 제휴한 바 있다
합작업체에 판매를 일임하는 공생적
있다

전국에 만 개

제조업체는 생산에 전념하고
마케팅 전략도 활용할 수

절에서 전술한바 江蘇省 昆山市에 진출한 일본의 식품업체 기코

망 キッコ マン 이 자신은 제조에 전념하고 판매는 합작선인 대만의 統
一기업에 일임한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합작사업의 경우 파트너와의 화합이 쉽지 않은 점에 주의할 필
中國

モノを賣る 上

日本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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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농심 사례에서 초기에 대만의 식품업체 旺旺과

대

으로

합작하면서 농심은 생산을 旺旺은 마케팅을 분담했으나 경영상의 마찰
로 인해 결국 합작을 철회한 후에 旺旺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좋은 예다
농심보다 먼저 중국 라면시장에 진출했던 삼양의 경우 현지 합작 중국업
체와의 경영마찰이 투자철수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기업의 경쟁상대에 속하는 홍콩ㆍ대만기업의 진출특성과 관
련해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비해 대담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홍콩ㆍ대만기업이 중국과 같은 중화권에 속해 있어 언어 문
화가 동일한 것과 관련이 깊다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은 언어장벽 문화ㆍ
사고방식상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중국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만ㆍ홍콩기업과의 전략
적 제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다 물론 홍콩ㆍ대만기업과의 합작
진출시 파트너와의 경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 중의 하나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으
로 거대한 시장잠재력이 빠르게 현재화되는 가운데 유통산업의 개방 확
대로 인해 한국에게 방대한 시장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제공
하는 거대한 시장기회의 활용에 있어서 현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유통
시장 진출 정도는 선진국이나 경쟁국 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중국에서 수출지향형 제품생산 위주로 투자기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계 수출지향형 업체들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현지 내수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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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중국시장의 거대한 진출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업계
의 자구노력에 더해 정부로부터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

ㆍ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포함 의 자본 기술 인력 경영능력 등 제
반 경쟁력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 중국내수 유통시장 진출에 유망한 업
종으로는 큰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현지에 유력한 경쟁상대
중국기업 외자기업 포함 가 많지 않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업종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의류 외식업 인테리어 식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사양산업으로 통하는 섬유ㆍ의류
산업에서는 중국 내수유통시장 진출을 하나의 중요한 활로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전술했듯이 제품의 질은 뛰어나지만 브랜드 가치가 없
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의류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중국인들
사이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동대문 과 같은 공동브랜드의 형성을 정
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출 유망업종이 아니더라도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해
시장성이 유망한 상품에 대해서도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관련사례로서
소위 인기 있는 업종도 아니고 브랜드 지명도도 낮지만

손톱깎기와

손톱소제용 기구가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재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중국 각지에서 공부하는 적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들을 업체와 연결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지 대학교를 졸업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가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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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경우 중국 내수유통을 관장하는 煙臺 山東省 현지법인은 인근의
靑島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중국어와 현
지환경에 익숙한 해당 직원을 현지 유통사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고 한다
중국유학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중국어 구사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 중 대다수는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 특히
유통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은 더욱 찾기 힘들다 중소기업
은 대기업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시간이나 자금 여력이 거
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나 기관 협회 등에서 중국 유통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개설해 인재를 양
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
다 중국 현지사업으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없
고 중국현지에서 외국계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는 가칭 해
외투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을 마련하여 마치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벤처육성기금 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해 유망한 해외투자사업 프로젝
트를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금의 지원대상에
해외 투자진출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
그 동안 우리 중소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한국
상품 전람회나 한국상품 전문매장들이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운용되곤 했
이 직원은 약 년 전에 입사했는데 처음에는 아가방의 靑島매장 점장으로 근
무했으며 현재는 煙臺본부의 영업과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는데 이에 대한 현지 중소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일과성적인 행사로서 현지에서 관
심을 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련기관들이 이른바 실적 올리
기 식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상품ㆍ기술 전시회나 로드쇼 전문매장 등의 사업은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사업을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글로벌 기업
으로서의 이미지 차원에서 자체의 홍보계획과 일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집중 배분하기 때문에 한
국의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별도로 기획하는 중국내 전시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의 주요도시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상설 전시ㆍ판매관을
개설해 주기적으로 전시제품을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전시 대
상 제품은 중국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장성이 유망한 품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제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중국기업
들에 의해 위조나 복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시회 개최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기업과
상품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
1) 경로 구성원 대상자에 대한 접근 기회ㆍ루트 확충
유통시장 진출시 유통경로 구성원과의 관계는 중요한데 특히 중국은
제도화나 규범화가 미흡하므로 경로 구성원으로 어떤 업자를 고르고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유지하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전술한 아가방 사례
에서 보았듯이 아가방이 지난 년 사이에 중국 전역에

개에 달하는 유

통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된 것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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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도매업자와 견고하게 구축한 관계 였다 아가방이 이들과의 관계
를 맺기 위해 다년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은 유력한 경로구성원을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유통경로 구
성원 대상자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서
중국내 관련 부문 인사 예컨대 중국내 유통업 관련 당국이나 기관 협회
의 인사 중앙 내지 지방의 인사 중국진출 유망업종의 全國性 도매업체
대부분 국유업체 관련 인사 등을 한국내 연수 혹은 견학 프로그램에 초
청하는 사업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유통 관련 당국이나 기관
협회에서도 중국 카운터파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각지에서 한국상품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거나 또는 상설 전시회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
이 현지의 유통부문 관료나 업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
안도 있다
중국내 유통경로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우리 업체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예컨대 이미 진출한 한국업체들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현지 도매업자 주요 지역
의 도소매업자 代理商 포함 나 매장 운영자 점주 등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후술할 정보

구축 방안과도 연결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각 업계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전시회 회의 등의 개
최정보가 중국과 한국에 있는 우리 업체에 바로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각 업계의 전국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해당 업계의 동향 파악 해당 업
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포함 와의 관계 강화 유통경로 구성원 물색 상
품ㆍ브랜드의 홍보 등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기회나 루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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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의‘자본잉여’상태를 활용하는 방안
전술했듯이 현재 중국경제는 자본잉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망 투자
상품을 찾아다니는 대기성 부동자금이나 유휴자금이 많은데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유통시장에 진출할 때에 이러한 유휴자
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유기업과 같이 중
국의 각급 정부와의 관계 가 좋은 중국업체들은 장기저리대출 지원을 크
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국업체들은 경험 마케팅 관념ㆍ기법
정보 등이 부족하여 유망한 투자상품을 찾지 못하거나 유망상품이 등장
하면 투자가 과도하게 몰려 과잉공급이나 거품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따
라서 우리 정부당국이나 기관 협회는 이러한 중국의 투자자 錢主 들을
한국 중소기업의 유망상품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3) 다국적(한국계 포함) 소매업체로의 중소기업 납품 지원
현재 월마트 까르푸 메트로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소매기업
이라면 거의 모두가 중국에서 대형 할인점 등 유통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중국진출이 극히 미미했던 한국계 전문유통업체도 진출 확
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려
는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다국적 한국계 포함 소매기업이 중국에서 경
영하는 할인점의 상품 납품업자가 된다면 이들 다국적 소매업체의 발달
된 유통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 확대에 따라 향후 다국적 유통기업의 중국 비즈
니스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중국내 생산제
품을 구매해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
외 상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내의 제조업체는 다국적 소매기업을 통해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중
국 내수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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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국적 한국계 포함 유통기업의 활용가치가 큰 점을 감안해
한국의 관련 기관ㆍ협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유통기업과 우리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나
협회 차원에서 다국적 유통기업의 중국본부나 한국본부를 접촉해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소매기업이라면 접촉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내 다국적 한국계 포함 소매기업들이 자체 브랜
드

의 상품을 조달하기 위해

방식의 생산을 위탁할 때에 그 조달

선으로 한국계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중
소기업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품의 중국진출 경험을 쌓으면
서 현지의 유통시장 관련정보를 축적해 나간다면 이를 토대로 추후 자체
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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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년 수교 이후

여 년 간 급속하게 확

대되었다 이같이 양국의 경제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배경에는 양국
간 지리적 이점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같이 양국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양국관계는 양국의 경제성장속도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무역 및 투자 등의 실물경제에서의 경제교류에 비하여 서비스 부
문에서는 양국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 서비스 시
장의 개방도가 낮은 데 기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중국은

가입과 함

께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서비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기 때
문에 한ㆍ중 경제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생산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부문이 병행적
으로 발전된다면 양국간 경제교류는 한층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장의 연구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국
내 금융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장애요인은 어떤 것이며 중국의 금
융시장개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
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이 가지는 특성 및 현황에 대하
여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중국의 금융부문의 경쟁
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금융부문에
대한 최근의 주요연구로는 문성민

산업은행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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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일

정영록

및 지만수ㆍ임홍수

등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금융부문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부실
채권에 관한 연구이거나 중국금융체제의 발전과 중국 금융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박덕배

는 중국 은행부문의 진출방안에 대해 흥미있는 분석

을 시도하였지만 비교적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주
로 은행부문에 집중해서 중국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들의 현황 및 향후
영업방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기관의 중국 진출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위
해서 개방일정 및 이행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중국진출에 대비하여 중국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파
악한다 셋째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중국 국내은행과 중국에 진출한 다국
적 은행 및 외국은행의 최근 현황 및 영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에 관한 본 장의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여 수
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개방일정 및 진출요건에 관한

및 중국측 자

료를 토대로 진출요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금융부문 특히 은행부문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자료
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국가간 서비
스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
에 간접적인 비교에 불과하지만 외부에서 실시한 기존의 관련 연구결과
를 소개하고 이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은행산업의 현황 문제
점 및 외국은행의 진출현황 유망업무분야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헌분석에 의존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개방일정 및 이행상
황 중국 및 외국금융기관의 경쟁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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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및 제 절에서는 중국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일정 및 이행현황을 우선적
으로 살펴보았다 본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중국의

가

입에 따른 양허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금융기관 중에서는 은행부문이 중국
진출의 자격요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금융시장 전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은 은행부문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
절에서는 중국 금융업 특히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다음 두 절
에서는

가입 이후 중국 은행부문의 변화 및 대응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전략 유망한 영업부문 및 향후 전망 등을 차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의 은행부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
나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추세 및 한ㆍ중간 경제협력 확대추세를 감안한
다면 은행부문 이외에 중국 금융시장의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
석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작업은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아니지만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장개방 일정
.
중국의

가입 양허안에서 은행부문의 서비스는 ① 예금 및 반환

가능한 자금의 수신 ② 개인금융 부동산담보 모기지 신용 상업거래의

중국 보험산업에 관한 연구는 최의현 외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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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팩토링 서비스 ③ 금융리스 ④ 지불 및 송금서비스 ⑤ 보증 및
⑥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1) 시장접근 제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모드

서비스의 越境 에 대한 양허안은 다

음과 같다 ① 기타 금융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
전 금융데이터의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② 금융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자문 중개 및 기타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신용조회ㆍ분석 투자ㆍ자산 조
사 및 자문 매수ㆍ기업재편 및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 를 제외하면 시
장접근 제한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
상업적 주재 모드

즉 상업거점의 越境 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우선 외화 영업에 대해서는 가입시부터 지리적 제한이 없다 인민폐 영업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점차적으로 개방되며 가입 후 년 내에 지리적
제한이 모두 철폐된다 우선 가입시 上海 深

天津 및 大連의 인민폐

영업이 개방되며 가입 후 년 이내에 廣州 珠海 靑島 南京 武漢 가입
후 년 이내에 濟南 福州 成都 重慶 가입 후 년 이내에 昆明 北京 廈
門 가입 후 년 이내에 汕頭 寧波 沈陽 西安에 개방된다
또한 외화영업에 대해서 외국금융기관은 가입시부터 고객에 대한 제한
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민폐 영업에 대해서는 가입 후
년 이내에 외국금융기관은 중국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

개방일정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가입 이전에 중국에서 인민폐 영업이 허용된 지역은 上海 및 深

지역

이었는데 上海 지역은 江蘇省 浙江省의 기업 외자기업 외국인 과의 거래도
허용되었으며 深
가 허용되었다

지역은 廣東省 廣西자치구 湖南省의 외자기업과의 거래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후 년 이내에 모든 중국고객 중국인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
민폐 영업 인가를 획득한 외국금융기관은 인민폐 영업이 개방된 다른 지
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영업인가의 기준은 경제성 테스트 혹은
인가발급 수량제한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신용질서 유지를 기준으로 한
다 가입 후 년 이내에 소유권 영업형태 지점설립ㆍ인가를 포함하여 외
국금융기관에 대해 신용질서 유지 이외의 기존의 법률적인 조치를 폐지
한다
설립ㆍ자격요건을 살펴보면 ① 인가신청 전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이

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중국에서 외국은행의 자회사
나 중국내 외국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가신청 전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중국에

서 외국은행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인가신청 전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중국에서 중외합작은행

혹은 중외합작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외국금융기관이 인민폐 영
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중국에서 년 이상 영업을 하고 신청 전
년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인민폐 영업에 관한 지리적 제한 및 고객 제한
시장접근 제한에서 언급 을 제외하면 외국금융기관은 외국투자기업 외
국인 중국인 중국기업과 제한 혹은 사례별 인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은행부문에 대한 양허안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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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3-1>

고객제한
철폐

WTO

외자기업

上海 深

년내

天津 大連

廣州 珠海 靑島 南京 武漢
중국기업에
대한 영업허용

년내

濟南 福州 成都 重慶

년내

昆明 北京 廈門

년내

汕頭 寧波 沈陽 西安

년내

고객제한 철폐

지리적 제한 철폐

.
1) 시장접근 제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모드
증권기관이

에서는 중국기업의 중개 없이 외국

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상업적 주재 모드

에 대한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가입시부터 외국증

권기관의 중국내 주재사무소는 중국증권거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
다 또한 외국증권회사는 외자 출자비율이

이하인 합작회사를 설립

하고 국내증권투자 기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입후 년 이내에
외자 출자비율이

까지 허용되며 외국증권기관은 외자 출자비율이

이하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주식

주식 국채 및 회사채의

인수 및 거래 펀드관리 등을 중국기업의 중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주식과

주식이 있다

주식은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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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의 기준을 살펴보면 경제성 테스트 혹은 발급수량제한이 포함
되지 않고 신용질서 유지가 인가 발급기준이 된다
.
보험업의 서비스 범위는 ①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② 비생명보
험 손해보험 ③ 재보험 ④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1) 시장접근 제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모드

항목에서 ① 국제해운ㆍ항공 운송보험

및 재보험 ② 보험仲買 및 재보험仲買은 제외된다
상업적 주재 모드

의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형태를 살펴

보면 비생명보험부문 손해보험 등 에서는 외자출자비율이

이하인

합작회사 혹은 지점 설치가 허용된다 가입 후 년 이내에 비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독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어 설립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가입시부터 외국의 생명보험사는

지분의 합작회사 설립

이 허용되며 대형 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 재보험 및 국제해운ㆍ항
공 운송보험 및 재보험의 중개에 대해서는 가입시부터 외자출자비율이
미만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년 이내에 외자출자지분은

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가입 후 년 이내에는 단독투자기업의 설립도
허용된다 그밖에 다른 보험서비스에 대한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는 점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지리적 제한
폐로 거래되며 중국인에게만 허용되었다

주식은 외국인투자 전용으로 액면

가는 위안화로 표시하며 외화 미국달러 홍콩달러 로 거래된다 단
년 월
부터 중국은 외국증권사의 주식 거래를 점차 개방하고 있다 주식은 홍콩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반면 레드칩

은 중국업

무와 관련되어 있는 홍콩법인의 주식으로 기업의 운영은 사실상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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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리적 제한에 대해 살펴보면 가입시부터 외국의 생명 비생명보험사
및 보험중개업자는 上海 廣州 大連 深

및 佛山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가입 후 년 이내에 외국의 생명 비생명보험사 및 보험중개사는

개도

시가 추가되어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沈陽 武漢 天津
에서 영업이 허용되고 가입 후 년 이내에는 지리적 제한이 폐지된다
영업범위는 가입시부터 외국의 비생명보험기관은 지리적 제한 없이 단
및 대형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발행할 수 있다

체보험

내국민대우 원칙과 부합되도록 외국 보험중개업자는 중국측 중개업자와
동일한 대우로 동일한 시기에 영업이 허용된다 가입시부터 외국의 비생
명보험업자는 해외기업 재산보험 손해보험 및 중국주재 외국기업에 대
한 신용보험의 영업이 허용된다 가입 후 년 이내에 외국 비생명보험사
는 비생명보험 서비스에 관련하여 모든 서비스를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외국보험사는 개인 단체보험이 아님 보험을 외국인 및 중국인에게 제
공할 수 있다

년 이후에 외국보험사는 외국인 및 중국인을 대상으로 건

강보험 단체보험 및 연금보험 업무가 허용된다 가입시부터 외국보험사는
지리적 제한 및 발급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에 대
한 재보험 영업을 지점 합작회사 혹은 단독투자기업 형태로 허용된다
외국보험사의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설립ㆍ인가요건은 가입시부터
경제성 테스트 및 인가발급수량의 제한없이 라이선스가 발급된다 외국
보험사의 인가조건은 ①

회원국의 보험회사로서

년 이상의 실적

이 있고 ② 중국에 년 이상 연속적으로 대표사무소 주재사무소 를 설치
하여야 하며 ③ 보험중개사를 제외하고 신청 전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이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억 달

러를 초과하여야 하며 가입 후 년 이내에는 억 달러 이상
는 억 달러 이상

년 이내에는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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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민대우
상업적 주재 모드

항목에서 외국보험사는 법률에 기초한 강제보험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보험사의 강제보험 취급은 약속되지 않았
다 또한 가입시부터 모든 보험에 관하여 지정된 중국보험회사에
재보험의무가 요구된다 이후 가입 후
년 이내에는

년 이내에는

의

년 후에는

의 재보험의무가 요구된다 가입 후 년 이내에는

강제적인 재보험의무가 폐지된다
<

가입시
년내
년내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개 도시 추가
제한철폐

3-2>

이하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개 도시 추가
제한철폐

년내

이하

上海 廣州
大連 深
佛山

이하

개 도시 추가
제한철폐

이하
제한
철폐

.
1) 시장접근 제한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승용차 버스 트럭 모터사이클
등 에 관하여 신용을 제공 여신업무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모
드

은 은행서비스부문 양허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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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융서비스는 ① 금융정보제공 금융데이터의 가공 기타 금융서
비스업자에 의한 관련 소프트웨어 ② 모든 금융사업에 관한 상담 중개
보조서비스 신용조회 분석 투자ㆍ유가증권 조사 및 자문 매수 및 기업
재편ㆍ전략에 관한 자문 를 포함한다
1) 시장접근 제한
상업적 주재 모드

항목에서 기타 금융서비스의 인가기준은 단지 신

용질서 유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경제성 테스트 및 인가발급수량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
중국은

가입 이전에는 외국은행이 일정도시에서 외화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외국은행에도 인민폐 영업을 인가하였지만 이
는 上海 및 深

두 도시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인 성격

을 가진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가입 양허안은 중국은행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자산규모 고객 및 지리적 제한 등의 개방일정을 명
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진입 금융기관의 운전자본 등기자본 자기자
본비율

등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

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은행과 중국 은행들과의 합작비율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건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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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국은

가입 직후 외국은행 외국자본의 투자 및 합자를 의미 을

대상으로 관련규제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시행규칙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實施細則 을 공표하였다 이는
년 월 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중국 은행부문에 진출하는 외국은행들의
진입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에 의하면 단독투자 외국은행
및 합자은행의 자본금은 최소 억 위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독투자 재
무회사 및 합자재무회사의 경우 최소 억 위안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단독투자 금융기관 은행 및 재무회사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대표기관 주재사무소 을 설립한 지 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신청 전년 말
총자산이

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대표기관 주재사무
소 을 설립한 지 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청 전년 말 총자산이
달러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 資本充足率 이
합자은행 및 합자재무회사의 설립에는 총자산이

억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억 달러 이상임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금융기관이 인민폐 영업을 신청하려면 중국에서
년 이상 영업 경험이 있고 신청 전 년간 흑자를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가입 양허안과 부합되는 것이지만 중국당

국은 은행부문의 개방에 대하여 극히 신중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중국당국은 외국은행의 본부 및 지점에 대해 유동자본비율 및 기타 신용
질서유지를 위한 조항을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외
국은행이 중국에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하면 외국 금융기관이 외화영업 혹은 인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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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외국은행 지점은 순운전자본 營運資金 으
로 최소 억 위안 이 중에서 억 위안 및 외화로 억 위안에 상당하는
자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독투자 외국은행 및 합자은행
의 등기자본금은

억 위안 이상 그 중에서 위안화 자본금이 최소 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지점을 개설하는 데 억 위안에 상당하
는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하였기 때문에

년에 새로이 도입된 정책으

로 인하여 외국은행의 중국진출은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은행이 인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영업인가의 절차과정에서 상당
히 느리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년

월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간시장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中國人民銀行公告

第 號 人民幣同業借款管理辦法

이에 의하면 은행간시장의 대출기간은 개월에서 년까지로 제한되며 한
번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원래 대출기간의 절반으로 제
한된다 또한 외국은행은 중국에서 위안화의 은행간시장에서 현행 인민
폐 부채의

만을 위안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간시장에서의 대출이 이미
는

년

월

일까지

를 초과한 외국은행에 대해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차 비율을 낮

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외국은행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은행이 인민폐 영업을 위해 위안화로 순운전자본금을 억 위안 이상 보

등이 영업인가를 받았다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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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규정 및 최소

의 자기자본비율 규정은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의 은행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이같이 위안화 자본금의 강제조항

은 은행

감독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행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
도 현지통화 자본금의 강제조항이 있지만 외국은행에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이러한 위안화 자본금 조항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의 개별 지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점에 통합적으
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주요고객은 외자기업이다 중국은행
들과 달리 중국기업 및 중국인으로부터 직접 인민폐를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민폐 영업을 인가받은 외국은행들의 예금액은 대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기 은행간시장이 이들의 위안화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외국은행이 위안화의 은행간시
장에서 현행 위안화 부채의

만을 위안화로 대출받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은행의 예금 대출상품의 기간구조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외국은행이 중국내
에 지점을 설치ㆍ확대하는 등 영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
이다
중국인의 고저축률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국내은행들은 위안화 자금
공급원으로 은행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정책
은 외국투자자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중국의 관영 영문판
督管理委員會
는

년

월

일

는
년 월 일 보도에서 中國銀行業監
년 말까지 중국계 은행들도 자기자본비율
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중국은행들은 이 규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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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상한비율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규 진출예
정 외국은행에게는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은행간시장의 거래에서 대출기간을 년
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외국은행의 영업에 제한적인 요인이다 외국은
행의 장기 대출업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은행간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적 제한에 대한 중국측 조치를 살펴보면 중국은

년

월

일부터 濟南 福州 成都 重慶 개 도시에서도 적격 외국은행은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인민폐 영업이 허용되는 도시는
기존의 上海 深
시를 포함하여 총

天津 大連 廣州 珠海 靑島 南京 및 武漢 등 개 도
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또한

양허안에 따라 중

국기업을 대상으로도 인민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한바 중국은
인민폐 업무에 관해서는 대체로

양허안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가입 이전에 중국은 미국의

그룹 등 일부 외국보험사를 선정

하여 上海와 廣州 개 도시에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보험업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가입 직후인

년

월

일 중국의 보험업

감독기관인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는 보험업에 관해서 새로운 규

제 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를 발표하였고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년 월

이행조건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

로 동 조례 제 조는 외국보험사의 설립요건으로 영업경력

년 이상 중

국내 대표기구 주재사무소 를 설립한 지 년 이상 경과 신청 전년 말 총
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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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억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설립요

건은

가입시 양허안을 대체로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외국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보험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 있다

가입 이전에 발표된 중국금융당국의 규제라 할

가입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의할 경우 중국에 진입하려는

외국 보험사들은

억 위안 약

만 달러 의 초기 자본요구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중국내 설립하는 지점수에 따라
서 자본요구량은
는

억 위안 약 억

년 월

만 달러 까지 증가하게 된다

일 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實施細

則을 발표하였는데 자본량 요건을 억 위안 약

만 달러 으로 낮추었

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관행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리고 추가로 지점 分公司 을 신설할 경우

만 위안 상당의 자

본금이 필요하며 총자본금이 억 위안 이상이며 동시에 지불능력요건
償付能力要求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점신설에 대

해 추가적인 자본요구량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처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규제로서 자본요구량이 과도한
경우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금융거래 규모에 비하여 자본
요구량이 크면 클수록 자본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상황하
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기자본규제가 합리적인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자본요구량 규제는 국제적인 관행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며
금융기관 보험사 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률
적인 자기자본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인구가 많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중국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요구량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외국보험사가 중국내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데 제약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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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계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자회사 子公司 설치보다는
지점 分公司 설치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지점설치시 자본요구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운영에는 이사회 운영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實施細則에 의하면 외국계 보험사가 중국에 설치한 지점
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에 설치한
지점으로부터 추가로 지점을 설립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보험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가

보험업 인가를 내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입 이전에 중국 내에서 비생명보험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보험사
의 지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양허안대로 이행되고 있고 외국보험

사에 자회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명보험분
야에서도 외국계 보험사의 지점 설치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년 내에 철
폐하여야 하지만 자본요구량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점
설치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생명보험업무에서

그룹 北京 및

天津 는 이행조건보다 년 이상 앞서서 영업인가
를 얻어냈다 한편 보험서비스 부문에서

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다만 대형 상업적 위험에 대한 정의가 확대 적용되고 외
국보험사는 지정된 중국보험회사
입 의무가
총액

에서

에 대한 재보험가

로 낮추어지고 보험중개회사의 인가기준이 자산

억 달러 이상에서 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
양허안과는 달리 중국은

년에 외국계 비은행금융기관의 자

동차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까지 중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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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은행이 유일하게 자동차 금융업무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년 동안 중국에서 승용차 소비열기가 높아짐

에 따라 중국 국내 상업은행들이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금융 대출액의 최고한도를 자동차 구
입가격의

에서

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管理辦法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는

년

월에 汽車金融公司

월에 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實施細則을

발표하여 외국계 자동차 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해 비
금융기업인 경우 자산총액이

억 위안 신청전년 영업수입이

억 위안

이상 되어야 하며 비은행금융기관인 경우 등기자본액이 억 위안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금융회사의 대규모 투자자는 자동차 제조업체
이거나 혹은 비은행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금융회사 자체의 등
기자본요구량은 억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자동차구
입 관련 금융업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만 개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서 발표된 실시세칙은 자동차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상업은
행의

보다 높은

로 규정하였고 자동차 금융에 적용하는 금리는

인민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의

에서

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년 월 중국은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中國銀監會 를 설립하여 은행감
독업무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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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년

월에

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후 금융서비스 부문

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년

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 외국은행이

역에서
에서

월 말 기준으
개 국가 및 지

개의 영업기관을 중국에 설립하였으며 이 중

개 영업소는 이미 인민폐 영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은 중국에
외자계 은행의 자산총액은
총액의 약

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중국에서
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중국 은행부문 자산

에 이르고 있다 외자계 은행의 대출총액은

초과하였는데 이 중에서 외화형태의 대출액은
기관의 외화대출액의 약
한편

억 달러를

억 달러로 중국의 은행

를 차지하고 있다

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특

히 은행부문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해당자료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신청의 신청 및 거부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가입 이후부터

년 월

일까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진출신청의 승인 및 거부 상황은 표
중국은

과 같다

년에도 금융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지난 월

중국인민은행은 증권투자기금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외국
기관투자자
행 시티뱅크

로서 개의 외국은
및

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증권투자기금의 위탁관리업무를 이들 개 외국금융사와 중국내 대 국유
상업은행 및 교통은행 초상은행을 포함하여 개 은행에 인가하였다

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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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TO

보험서비스
은행서비스
비은행기관의 자동차 금융
증 권
자료

또한 중국은 개의 외국증권사에 대해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를 최초로 허가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획
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년 월

일부터

스위스 투

자은행 와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로서 최초로

주식

국채 회사채 및 전환사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증
권시장 감독기관인 中國證監會는 시티그룹 골드만 삭스 및 모건 스탠리
에게 추가로
억 달러 시티그룹

인가를 부여하였다 중국정부는

와 모건 스탠리

만 달러 골드만 삭스 및 노무라 증권

만달

러의 투자규모 상한선을 부여하였다
한편 자동차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융회사의 설립요건이 발표된 이후 미국의

년

월및

월에 자동차 금

가 중국측과 합작한 上

海通用汽車金融有限責任公司 일본 도요다의 豊田汽車金融有限公司 및
폭스바겐사의 大衆汽車金融有限責任公司의 개 회사가 자동차 금융회사
설립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외국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이 이처럼 활기를 띄는 상황에서 우

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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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중국의

가입 양허안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

족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중국

가입 양허안을 검토해 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자본 자산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금융기관은 그다지 많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은행부문에서는 국민 농협 우리 산업 기

업 신한 외환 수출입 수협 하나은행 등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나 이 중 수출입은행 및 수협은 자산규모 기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는 국내 모든 증권사가 자산 및 자본기준을 모두 충족하
지 못하고 있으며 투신운용사의 경우도 자산 및 자본기준을 모두 충족하
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자산기준으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개사가 통과되고
자본기준으로는 대한생명만이 자격이 있으며 손보사의 경우 자산기준으
로는 삼성화재만 근접하고 자본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만 통과하며 상호
저축사는 모두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금융서비스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중국진출의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업의 경우 중국시장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적절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국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대비한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은행부문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업 현황 특히 은
행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현황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현황 외국
은행들의 중국시장 진입전략 유망업무분야 및 향후전망들을 살펴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중국진출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
하고자 한다

정영록

을 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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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
국가경쟁력 혹은 산업경쟁력이란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개념화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제조업의 경
우에서도 일개 산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수량화하는 방법론은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많다
우선 서비스 산업에서는 비용측면만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의 서비스 센터라고 불리는 홍콩은
부동산 및 임금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홍콩의 경쟁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부문에서
는 비용측면 이외에도 서비스 산업의 기본 인프라 소싱 네트워크 구축 정
부규제 정책 등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둘째로 제조업의 경우에 경쟁력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는 시장점유율
지표 혹은 무역특화지수 등은 개방체제의 일정지역 시장에서 두 나라의
제품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력
을 평가하는 척도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의
경우 중국과 같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국가의 산업을 비
교한다는 것은 일정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호경쟁을 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교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방법론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
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분석보다는 간접적인
비교에 그치고자 한다 즉 경쟁력 평가에 관한 외부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간접적으로 두 나라 서비스 부문을 비교하도록 한다
우선 중국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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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의 경쟁력 평가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는

개국을 대상으로 무려

세계

여 개 항목에 걸

쳐서 각국별로 경쟁력을 순위화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설문조사
자료 및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통계자
료를 평가에 이용한다 다만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
부 평가항목에서의 순위가 반드시 경쟁력을 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에서 금융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항목은 은행의 건전성 신용에 대한 접근성 금융시장의 정교함
대출 가능성 벤처캐피털의 이용도 외국자본시장의 접근성 지
역자본시장에 외국투자가의 접근성 은행산업의 진입도 금융규제 및 감
독 국제채권시장의 접근성 지역 주식시장의 접근성 투자재원의 출처
등의 항목을 열거할 수 있다
<

3-4>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주 숫자는
자료

개국 중에서 순위를 나타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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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자료

표

와 동일

마지막 항목인 투자재원의 출처는 순위가 높을수록 사내유보에 의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순위가 낮을수록 채권시장 혹은 은
행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서
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각국의 금융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개국 중에서 하위

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은행의 건전성 항목에서는 양국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은행의 은행산업 진입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국은 벤처캐피털의 이용도 외국자본의 시장 접근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규제 및 감독 항목에서도 한ㆍ중 양국은
하위권 점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중국 은행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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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기관 대 국유상업은행 에 대한

의 평가를 통해 중국

은행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의 분석을 인용하도록 한다
가 중국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에는 우선 은행의 안전성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 있고 단기 및 장기 은행예

금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은행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가 있다 중국공상은
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및 중국농업은행 즉 소위 대 국유상업은행
의 평가는 표

에 대한

과 같다

한편

는

순서로 평가되는데 각 평

가결과는

를 덧붙여 상 중 하로 구분한다

분류는 최하위 평가로

서 외부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표

를 보면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년대 하반기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향조정되었다가

년 들어 한 단계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 국유은행 중에서

중국의 은행부문에는 전국을 영업대상범위로 삼고 있는 대 국유상업은행이
있으며 그밖에 기본적으로 일부지역을 기초로 영업하는 중소은행이 있는데
이들은 자산규모 등으로 볼 때 대 국유상업은행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부실채권처리의 압력도 작고 이윤추구의 경영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즉
중국에서 중소은행이란 대 국유상업은행을 제외한 주식제상업은행 개 및
도시상업은행
여개 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정부부문에서
출자한 것은
아니며 출자형태도 다양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도 있으며 정부부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은
중국측 발표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의 언론은
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비율은
경우

정책은행
은행은

년

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상업은행
외국은행으로서 시티은행
로 발표하고 있다 中國經濟信息網
또한

중국 은행부문에서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 深 발전은행은 부실채권의 비율이
총자산의 약

에 불과하여 경영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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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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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Financial Strength
1995. 8. 30

1998. 12. 3

2001. 4. 12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

중국은행
자료

는 중국은행이 가장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유상업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평가도 최근 들어 상
향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단기예금 상환능력에 대한

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신용도를

가에 의하면 국유상업은행의 단기예금 상환능력은

년

월의 평

로 가장 높은 수준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3-7>
1995. 4. 18

1998. 12. 3

2000. 9. 15

2003. 10. 15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자료

표

과 동일

장기예금에 대한 신용도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항목에 대하여
수에

는 이

로 평가하고 각 평가점

을 덧붙여 상 중 하로 각 평가를 세분류하고 있다 장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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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에 있어서 중국의 대 국유은행은 최근에 단계 상향조정되어 중
국 은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3-8>
1995. 4. 18

1998. 12. 3

2000. 9. 15

2003. 10. 15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자료

표

이상

과 동일

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중국 대 국유상업은행

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평가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특히 단기적으로
신용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은행기관의 건전성 안전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
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불불이행 등의 위
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에 있어서
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은행경영 실태평가시 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는 크게 계량
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지표의 경우 개 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부문
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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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통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일부 통계는 상업은행의
직접적인 경영성과로 보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국은
행과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문헌에서 나타난 몇 가지 계량지표 예대율
자산이익률 부실채권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를 통하여 중국의 은행들과
외국은행의 경영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은행들은 부실채권비

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은행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인용된 자료가 다소 오래된 통계이고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측정기준
<

3-9>

(1998 )
단위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심천발전은행
시티은행 미
도쿄삼릉은행 일
그룹 화란
주 부실채권의 분류기준은 중국은 단계 분류방법에 의거한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과는 상이함
자료 焦瑾璞
焦瑾璞

中國銀行業競爭力比較

中國金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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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외국은행과 경영성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중국 은행산업의 주요현황을 금융통계연감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는 예
금 및 대출시장의 점유율을 통해서 살펴보면 대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
유율이 높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대 국유상업은행은 예금시장

과 대출시장점유율 자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내외의 절대적인 우위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표

를 보면

대 국유상업은행의 점유율은

안 각각

및

년 기간 동

를 차지하고 있어 약간의 하

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의 점유율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자은행의 점유율은 불과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시장의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시장과 유사하게
대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년

에서

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제 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은 단계 분류방법 정상

년 이하 연체대출

년 이상 연체대출 회수불

능대출 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인 단계 분류방법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손실 과 상이하다 다만 중국도 단계 분류방법을 적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행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중국경제현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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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국유상업은행 소계
주식제상업은행 소계
도시상업은행
외자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주 금융기관총액에 대한 비중
자료 중국금융연감

<

3-11>
단위
1996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국유상업은행 소계
주식제상업은행 소계
도시상업은행
외자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주 금융기관총액에 대한 비중
자료 중국금융연감

1997

1998

1999

2000

2001

제 장 중국의 금융산업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자은행은 예금시장에 비하면 약간 높은 시장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 금융위기 이후

년에는 약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아시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같이 중국 은행산업에서 일부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유
지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상의 제약과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성 자
금 지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일
반적으로 국유은행은 국유기업에 자금을 조달 분배하는 정부 부처의 하
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중공업 위주 국유기업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국유
은행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국유은행의 독점적인 지위가 확립되었다
통상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주요 관리자는 당간부로 간주되어 주로 중
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이들은 직원 채용 등 각종
은행운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은
행대출에서도 영향을 행사하여 이들이 원하지 않는 대출항목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중국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영
측면에서 위험관리기법의 도입 대출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배제
하기 위해서 고위직 임명을 중앙에서 관리 부실대출 결정에 대해 대출결
정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은행퇴직 후에도 적용 등 각종 경영측면에
서의 개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형식적인 대출절차는 선진적인 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운영은 여전히 정실 관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은행산업에서는 규모의 비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국유은행의 대형화 시장 독점화가 진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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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행의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업무효율 제고 수익창출 등은 중요하
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유상업은행의

자산과 이익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자산증가에
관계없이 영업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규모확대에 따른 원가 체감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財務總監

<

3-12> 4

은 최근 조사한 자료에서

,
단위 억 위안

자산
규모

순수익

영업
비용

자료

중국금융연감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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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들이 중국은행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은 진입 및 퇴출의 장벽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의적인 분점ㆍ지점 개설 영업범위 확대 및 분
점 승격은 금지되어 있으며 은행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신규진입 은행은 낮은 가격으로 소수의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은행파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 행
정적으로 과도하게 은행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은행의 퇴출장치
가 없어 경쟁 인센티브가 약하고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부은
행의 독점적 구조를 축소하고 진입 퇴출과 관련된 인위적인 행정적 제한
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중국은행의 합리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은행에 의한 융자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출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국유기업 경영자들은 은행대출을 분
명히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특별히 대출상환이 강
제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은행대출과 재정지출과의 차이점은 찾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중국 은행들의 대출심사능력에는 최근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은
고 있지만 그러나 은행여신의 증가율이
다

년 월 말까지 은행의 여신잔액은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
를 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
를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은행들의 대출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보여

田中直毅

中國の金融市場の開放政策

世紀政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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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대 국유상업은행은
행원 전국에

여만 명의 은

만 개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은행의 대출심

사 프로젝트의 평가능력 등에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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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자료 中國經濟信息網

.

Glass-Steagall

금융제도는 일반적으로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겸업주의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장단기 금융이 분업
화된 영국 미국의 분업주의 방식이 있다 중국은

년 은행법 이전에는

대 국유상업은행들이 신탁투자 혹은 주식거래 등 유가증권 거래를 포함
하여 비은행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유가증권업무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소유 등에서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
다 따라서 중국에서 은행기관은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중개하는
투자펀드 및 보험증권 등에 대해서 단지 대리인의 자격으로만 유통할 수
있다 중국 금융기관의 이같은 분업주의는 중국형
칭되고 있다

이라고 호

또한 분업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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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에 대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다만 증권투자기금의 위탁관리업무 證券投資基金托管服務
는 중국에서 은행기관에게 허용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증권투자기금의 위탁관리업무에서 받
는 수수료 수입이 국유상업은행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부문에서는 대 국유상업은행이 업무범위에서도 다른 전국
규모의 주식제상업은행 지방 주식제상업은행 및 도시상업은행에 비하여
특혜를 받고 있는데

년

월부터 중국인민은행과 中國 監會는 대

국유은행 이외에도 交通은행 光大은행 및 招商은행에게도 증권투자기금
의 위탁관리업무를 인가하였다
년 기준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조사대상

개국

중에서 은행에게 유가증권 보험 부동산업무 은행의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반기업의 은행출자를 금지한 유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은 철저하게 대리인으로서 중매업무에만 국한
되어 있다 즉 중국에서 은행은 증권거래 업무의 대리인의 자격은 있지만
증권매매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밖에도 보험판매의 대리인 증권투자기
금 위탁관리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한편

년 월부터 대 국유상업은행은 일부 지정된 지점에서는 일

반 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년 월부터는

개의 중소 상업은행 역시 기업고객에 대한 국채판매가 추가로 인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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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의 현지은행과 어떤
형식이든지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유상업은행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주요업무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국유기업의 경영악화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국유은행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 현지 중국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
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에 종전
보다 훨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대출대상을 탐색하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현지 중국 은행들의 최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우량기업 예를 들면 康佳 하이얼

등과 같이 중국

을 대표하는 가전업체 등은 중국 현지은행과 일종의 주거래 은행의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康佳와 주거래 은행관계를 맺고 있고 중
국공상은행은

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중

국계 은행 및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관계는 청산하게 된다 예를 들면 深
발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던 기업이 중국은행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맺게 되면 심천발전은행 등 타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한다
이것은 타은행과의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형태로
중국의 우량기업과 은행들이 주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국 국내은행들은 주요고객으로 우량기업과 거래하는 것만으로
는 잉여자금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국 대외수출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중국에서 외국은행들이 上海 및 深 에서 인민폐 영업이 허용
竹內健
揭載

中國の金融制度の現狀と中國進出企業の銀行取引について

未

제 장 중국의 금융산업

되면서 이들 외국은행들에 위안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국내은행
들은 외자기업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중국에서 인민폐 영업이 외국은행에 처음 허용될 당시에는 외국은행은
보유예금과 자기자금으로 조달되는 위안화로만 대출이 허용되었지만 이
후

년이 지나면서 중국 국내은행들로부터 위안화를 조달받아 대출하

는 것도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에는 외국은행들의 위안화 수요에 대
해서 중국 국내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안화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셋째 외자기업들과 직접거래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은
행을 통한 간접적인 자금공급으로부터 일보 전진하여 현재에는 외자기
업과의 직접거래도 확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외자기업에 대출을 제공하
는 경우 외화예금을 담보로 잡거나 외국은행의 보증하에 대출을 제공하
였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본사의 보증으로 중국
법인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국내은행들은 외자기
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잉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국내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상
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예금유치를 겨냥하는 외국은행들과 서
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시장이 수요자 시장 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위안화의 대출 스프레
드도 낮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를 가산하여 결정되었는데 최근에는 기준금리와 거의 비

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대출시장이 수
요자 시장 으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향후 더욱 낮아지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중국 국내은행들은 전산화를 통해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
고 있다 외국은행과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서비스의 전산
화를 통하여 중국은행들은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는 중국 현지은행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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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은 우선 본사로부터의 자본
금 출자 혹은 차입 현지 중국은행으로부터 차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진출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각종 제약이 있다 다만 위
안화로 차입하는 경우 사전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인
민폐 영업은 上海 혹은 深

등 일부지역에만 영업이 제한되어 있다 따

라서 上海의 외국은행은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에 위치한 기업에만 위인
화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타지역 기업들은 은행계좌도 개설되지 않는
다
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외국은행의 보증 보증신용장
이나 외화예금을 담보로 하여 중국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은 上海 혹은 深 의 외자기업들에게도 적용
된다 한편 이 같은 위안화 자금은 년 이내의 단기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자금 등 장기차입은 대단히 어렵다 중국의
국내은행들은 장기자금을 외자기업에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외국
은행들도 중국 국내은행으로부터 단기 위안화 자금만 조달할 수 있기 때
문에 대출도 단기대출에 국한되고 있다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
년부터 중국에서는 외국은행이 중국은행과 동등한 내국민대우를
받게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은행은 지점설립으로부터 상품설
계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겨냥해서 많은
외국은행들이 중국시장 진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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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중국에서 위안화 서비스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은 모두
그 중에서

개는 上海

개는 深

개 天津

개로

개는 大連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중국정부는

양허안에 따라서 외

국은행에 대해서 외화 서비스를 인가하였지만 실제로 외국은행의 은행업
무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외국은행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는

만 달러 이하 규모의 외환예금

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외국은행이 아니라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하도록 하
였으며 외국은행이 외환예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도 통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외환 예금액이 새로 인
가를 받은 외국은행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
로 보인다
중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중국시장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진출에 활발한 외국은행으로는 우선
시티은행 중국명 花旗銀行 과
다 시티은행은

香港上海匯豊銀行 를 거론할 수 있

년에 중국에서 위안화 거래를 허가받은 최초의 외국

은행이었는데

년에 上海지점을 통해서 개인금융 서비스를 시작

하였고 중국내 다른 지점에서도 전면적인 외화 서비스 업무의 인가를 받
고 있다 또한

년 월부터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티뱅크도 온라

인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上海 深

北京 廣州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고 廈門과 成

都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티뱅크는

년 월에 上海

浦西分店을 개설하여 중국기업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화업무를 하고 있
다 따라서 시티은행의 고객은 종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외자기업이었지
만 중국기업을 상대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티은행은 중
국이 외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화업무에 대해서 고객을 확대하도록
인가한 최초의 은행이다 上海에서는 누구나 시티은행에서 외화예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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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시티은행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외화예금의
총액이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달러의 예금수수료를 부과하고
따라서 수수료가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있다
한편

는 중국내 上海 深

北京 天津 大連 廣州 靑島 武漢 및

廈門에 개 지점을 개설하고 있고 上海 浦西에 개의 분점 成都 및 重
慶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은행으로서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년에 上海로 중국영업 본부를 이전하였으며 上海 深

廣州 및 靑島의

天津

지점은 위안화 업무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년 월에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인가를 취득하였고 추가로
가도 취득함으로써

로 증권기금 위탁업무

년 월에 적격외국기관투자자

만 달러 규모로 중국의 국채 회사채 및 주식거

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내

의 주 수입원은 예대업무 금융서

비스 수수료수입 무역금융업무 송금업무 등이며
지분

의 인

中國平安保險의 지분

는 上海銀行의

를 취득하였다 또한

는 上海지

점을 통해서 중국에서 외국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행으로는

은행이 上海 深

北京 天津 및 大連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고 廣州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하게

은행은 독특

년 월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미수금의 매입업무에 대해 인가를

받고 있다 중국 거래선과의 비즈니스에서 미수금의 회수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은행은 우선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의 은행업계에서 중국 국내은행은 예대금리차에 의해서 수익을 취득하는
반면 외국은행은 금융서비스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서
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와 홍콩東亞은행이 중국정부로부터 최초로 온라인 뱅킹의 인가를 받았
다 온라인 뱅킹은 중국적인 상황하에서 지점설치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소
요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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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수

금 매입영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은 통상적인 어음할인율보다 높은 수
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미수금을 조기회수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일본경제신문
중국에서도 어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의 형태는 아니고 주로
환어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
속어음은 대금 지불인이 발행하는 데 비하여 환어음은 대금 수취인이 발
행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어음교환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不
渡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환어음보다 은행이 인수를 보증하는 환어음 혹은 은행이 발행
하는 환어음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은행의 서비스는 환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음교환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향후 성과가 흥미롭다 다만

은행은 중

국계 은행과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국은행의 중국진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적으로 上海 深
및 北京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上海의 경우 중국진
출 외국은행 자산의 약
는

개의 지점과

이 집중되어 있다

년 말 기준으로 上海에

여 개의 주재사무소가 설립되어 있고 深 에는

의 지점과 개의 주재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개

또한 上海 시정부도 금

융업이 上海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금융시장 발전계획을 확립
하여 上海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덕배
수은해외경제

참고
상하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입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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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가입시 양허안에 의하면 금융서비스 시장은 점진적인 방

식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소매금융부문은

년 이후에 외국은행에 충

분히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도매금융부문은

년의 어느 시점에

서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양허안의 개방스케줄과 중국의
은행감독기관의 외국은행의 진입에 대한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연구
들은 외국은행들이 소매금융보다는 도매금융부문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도매금융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출하여 성과가

있으면 향후 도매금융시장보다 수익성이 높은 소매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가입 이후 외국은행들이 중국 국내은행들로부

터 중국기업의 예금을 유치하고 이후에 가계부문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국적은행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대부분
금융기술에서의 비교우위 국제적인 은행실무 능력 및 탁월한 통신 인프
라 등을 이용하여 도매금융부문과 증권투자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은 그밖에도 무역금융 및 이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터

양허안에 의거

년

월

개 도시에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도매금융을 실시하도록 허

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또
한 자본의 해외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저축 이외

제 장 중국의 금융산업

에 별다른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이같은 환경하에서
업부문 예금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약

년까지 기

의 증가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 국유은행은 기업부문 예금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의한 사실상에 의한 시장진입장벽으로 단기간 내에 외
국은행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소매금융보다는 기업부문을 고객대상으로 삼는 도매
금융이 외국은행들에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대도시 혹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외국은행은 비교적 소규모의 지점망을 가지고도 중국의 기업부문을 대상
으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은행은 중국의 기업부문 중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소
기업을 특별히 주요고객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에서 중소기업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유상업은행으로부
터 대출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분석능력
과 신용 위기 관리시스템을 갖춘 외국은행들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을 대
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외국은행들은 여수신 업무 이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가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역금융 유가증권 중개업
컨설팅 등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 중에는
중국금융당국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받는 것도 있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외국은행들의 주요 업무영역이 될 수 있는 부문이다
.
최근 들어 중국의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동차
금융을 통해 신차를 구입하는 비율은 약

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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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증가 개인금융의 확대 승용차 가격경쟁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승용차시장은 향후 년간 연평균
있다

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은 중국에서 향후 자동차 금융서비스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中國銀行監督管理委員會는

년

월 및

월에 외국계 자동차 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계 금융기관은 다음의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자동차 금융회사에서 리스영업은 이윤창출에 중요한 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하여 중국에서 자동차 금융회사에 리스영업
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중국에 설립되는 외
국계 자동차 금융회사는 지점설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억 위안 자본
으로 일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셋째로 중국에서 자동차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은 다양하지 못하며 주로 중국의 상업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상업은행들과 자동차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쟁에서 대출이자율을 양호한 조건으로 제시하기 어렵
다 마지막으로 대출이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인민은행이 결
정하는 기준금리에 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 현행 자동차 금융시장은 자금력이 뛰어난
대형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기업에도
중국에서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중국이 아직까지 개인금융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제
반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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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관련된 법규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차 금융서비스 회사의 설립을
의 경우 담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자동차 구매 대출

신청중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제 자 예를 들면 대출자의 雇用主 등의
보증 등에 의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아직은 중국에서 자동
차 대출서비스 제공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중국에서 신용카드 발행매수는

년 말 기준으로 억

만여 장

에 이르고 있다 발행매수를 기준으로 세계 제 위의 규모에 해당되지만
신용카드를 통한 개인융자 비즈니즈는 아직 개도국 수준이며 신용카드
업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리볼빙 방식이 채용된 신용카드 발
행매수는

만 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 의한 거래액은

년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억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은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

로서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아직도 발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중
국에서는 직불카드

중심으로 카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

드 가맹점도

만 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아 일인당

수준이

달러일 경우 카드발행이 활성화 된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중국내 카드사업의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보급ㆍ확대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널리 보급되
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결제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환경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발행은행의 가맹점
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
藤澤成典

中國クレヅットカ ド事情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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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리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은행 발행 신용카드를 은행이 관

은행이 국제신용카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이 은행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
다
다른 은행간의 결제를 위해서 중국도

년 월에 中國銀聯股 有限

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은행간 네트워크를

公司

구축하고 있어 이용가맹점이 증가하고 있다 中國銀聯은 중국인민은행의
인가로 중국의
식회사로

개 금융기관이

년 말까지 중국의

억 위안을 출자하여 설립한 금융주
여 개 도시의

를 연결하는

중국의 전국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실험 운용하고

년까지 종전의 중

국전용 국내카드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중국내 향후 신용카드
비즈니스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또한 中國銀聯은 비자카
드 등 국제 결제시스템과 제휴를 시작함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소비자신용 전문회사에 대하여 법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밖에
없다

가입 양허안에 따르면

년부터 외국은행도 신용카드 영업

을 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중국계
은행뿐이다

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신

용카드 발행을 인가받은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廣東발전은행 초상은행 중국교통은행 上海포동발전은행
및 中信實業銀行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업무는 전세계적으로 소매금융 영업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영업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신용카드 사업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
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현금유통이 중심이며
개인파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업
무는 고객 선택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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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부터 금융부문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은행부문에서는 특히
개인금융서비스 분야가 중국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현저한 성장
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택매입 대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
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주택매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
부 차원에서 上海는 이미

년부터 개인의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지불을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고 있다
<

3-14>
단위 억 위안
1998

1999

2000

2001

2002

개인주택 대출액
자료 지만수ㆍ임홍수

한편 중국의 개인금융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 이외에는 자동차 구입자
금 대출 교육자금 대출 등이 있는데 주택담보 대출이 전체 개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로 알려져 있다

외국은행들 중 시티은행 등 대형 다국적 은행들은 도매금융업무 이외
에도 개인 금융서비스에 상당한 자원 및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특히 중국 대도시의 부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내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

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티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는 우량고객을 위주로 개인
상위층의 우량고객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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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여 매월 예금잔고
회원제

만 달러 이상의 거액예금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은행의 중국진출에는 지점설치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지분참여의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지점설치는 완전한 영업권
을 가질 수 있지만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지법인 설치는 사무소 개설 전치기간 년이 필
요없기 때문에 시간은 적게 소요되지만 합작 파트너와의 분쟁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은행은 중국의 중소은행을 주로 선택하여 이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서 개인금융 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영업분야로 검토
하고 있다
아개발은행

외국자본의 중국 금융기관과의 제휴는
이 光大銀行에

년 국제금융공사
南京市商業銀行의 지분
시티은행은

가

년

월에 아시

만 달러를 출자한 것이 시초이다
년 上海銀行에 출자하였고

를

년에는

만 달러로 출자한 바 있다 미국의

년 월 중국의 제 위 은행인 上海浦東發展銀行에

를 출자 및 제휴를 통해서 개인금융 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를 시작할
것을 발표하였다 시티은행은 또한 交通銀行과의 출자도 교섭중에 있다
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上海銀行에

를 출자하고 캐나다 싱가

포르 은행 등도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개인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을 목표로 중국계 은행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 밖에도 浙江省의 상업은행 成都商業銀行 民生銀行 등도 외
국은행의 출자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은행의 범위는 제 장 제 절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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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光大銀行
南京市商業銀行
上海銀行
西安市商業銀行
深 發展銀行
上海浦東發展銀行

시티은행

주 일부자료는 시티은행의 지분참여를
자료 山上秀文
및 각종 보도

중국이

로 보도하고 있음

에 가입한 이후 외국은행이 중국의 은행들의 지분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들의 중국은행의 지분취득 상한선에 대해서는
중국내 관련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중국인민은행의 해석에 의
할 경우 단일 외국은행의 지분취득 상한선은
합계는

외국은행의 지분취득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은행부

문 감독규제기관인 中國銀監會의 劉明康 주석은 외국은행의 지분취득 합
계가 상한선

를 넘지 않는 경우 단일 외국은행의 지분취득 상한선을

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은행이 중국의 은행들에 출자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중국측과의 경
영에 참여하는 방법도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내은행들의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서안시상업은행의 경우 총경리 사장 을 파
견하기도 하고 深 발전은행처럼 외국계 투자자가 실제로 이사회 및 경
外資參股國內商業銀行進程提速
中國新聞網
中國新聞網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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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관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국내은행들과 외국은행의 지분참여가 실제 경영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은
행업의 합작경영은 비교적 최근의 사례이지만 통상적인 제조업분야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측 파트너와의 불협화음으로 중국진출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자
들은 합작형태의 비즈니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같
이 금융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측 파
트너와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 투자펀드

의 출자는 독특한
이 출자한 深 발전은행은 深 市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관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國有株 및 法人株를 매각하여 시정
부가 은행의 경영으로부터 철수하고 외국계 투자자가 실제로 기관투자
자로서는 최대 지배주주이다 深 발전은행 총주식의

이 지배주주 위치를 보유할

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를 일반투자자

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래 외국자본이

중국의 은행을 지배하는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밖에 中ㆍ外 합작은행의 중국지분을 매입하여 외국자본의

단

독출자로 중국에서 설립한 외국계 은행도 출현하였다 유로통화지역의
최대은행인 프랑스의
받아 上海巴黎國際銀行

는

년

월에 中國銀監會의 인가를

년에 중국공상은행과

가

대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은행 의 중국공상은행 지분을 매입하여 巴

中國商情快信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상장기업은 보통
의
주식을 일반투자자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기업종업원 에게 공개하고 나머
지 주식 국가주 법인주 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중국정부는 비거래 주식의 비
율을 줄인다는 계획을 수차 발표하였고 매각대금을 사회보장기금화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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黎銀行 中國 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이 같은 형식
을 통하여 영업을 확장한 것은

가 최초이다

.
외국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지 이미

여 년이 경과되었다 이 후

여

개의 외국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였지만 중국 비즈니스에서 흑자를 기록한
외국은행은 그다지 많지 않다

년에 중국이

에 가입한 이후 중

국에서 외국은행들이 외화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절반으로 감소
하였다는 최근의 중국인민은행 발표자료는 외국은행들의 중국 비즈니스
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가입 당시 합의한 양허안을 대체로 준수하면서 은행

부문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는 정책을 차례로 공표하면서 과도한 자기자본규제 혹은
은행간시장에서의 규제 등을 통하여 외국은행들이 사실상
조

억 인구의

억 위안 규모의 저축시장에서 거의 단절된 상태로 금융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중국 정책당국은 외국은행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은행은 신규지점설치 인가를 받은 이후 다른 지점설치 인
가를 신청하려면 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행이 년 지점
설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은행이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를 설치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자기자본규제도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외국은행에게는 커다란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중국 은행시장에 중소형 외
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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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행의 영업입지는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형규모의 다국적 은행
들만 상당히 느린 속도로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비즈니스에 상당히 적극적인

와 시티은행조차도 각각 개 및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중국공상은행은 만
여 개의 영업시설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은행 업무는 도매금융업무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매금융업무에서 외국은행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
에릭슨은

년에 종전의 교통은행에서 시티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

경하였는데 이는 중국내 은행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한편 대
형 외국은행 예를 들면

혹은

등은 개인금융에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

香港東亞銀行
하고 있다

시티은행 恒生銀行

上海 지점의 경우 고객의 절반 정도가 중국인이며 시

티은행은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업과 개인금융사업에 집
중하고 있다

개인금융서비스는 중국의 은행들도 최근 신규영업분야

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대 국유은행의 경우 전체대출 중
에서 개인 소비자금융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금융부

문은 중국의 은행서비스분야에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분야의 하
나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외국은행들은 현지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조달도 위안화로 중국현지의 거대한 저축예금에서 조달하고 은행기
업의 주요인력 역시 중국에서 채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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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은행부문이 제일 활발한 편인데
이는 한ㆍ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차적으
로 우리기업에 대한 신용장 관련 업무 현지외환대출 일부 위안화 대출
그리고 약

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거주 우리 교민에 대한 서비스 업

무가 주요한 영업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점

년

월 말 기준으로 중국에 지

개 현지법인 개 및 개의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이 중

에서 인민폐 영업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은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上海
지점 외환 조흥 기업 신한은행의 天津 지점 그리고 외환은행의 大連
지점이다 한편 조흥은행 및 신한은행의 天津 지점은

년에 조흥은행

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두 은행의 天津 지점은
통합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년

월

일 외환은행이 중국내 번째 지점으로 上海 지점

을 개설하였고 신한은행도 기존의 天津 지점에 이어

월

일 上海 지

점을 개설함에 따라 최근 들어 한국 은행들의 중국진출이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大連 北京 天津 上海 홍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은행 중에서 중국내 최다점포를 보유한 은행이 되었
다 외환은행은 향후 廣州와 成都 重慶으로 네트워크를 확충한 이후 중
국내 지역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진출기업뿐만 아
니라 중국내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영록
한국금융
한국금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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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를

월

일에 하나은행은

년에 제일은행이 중국공상은

비율로 설립한 靑島國際銀行 현지법인 의 제일은행 지분
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조만간 지분을

로 높임으로써 靑島國際銀行을 독자적으로 경영할 계획이다 그리
고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인민폐 영업 인가요건을 맞춘 후 중국인들을 대
상으로도 인민폐 영업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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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년

말 기준으로 본점의 자금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차입금 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를 주로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간시장에서 조달하는 콜머니의 비중
은 높지 않다
그밖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신은 억

만 달러이며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

은 총여신의 약
이익은
다만

년 말 총여

수준이다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만 달러로

년말

년 말 당기순

만 달러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년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거의 증가하지 못하

였다
.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요업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및 교민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될 전망
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진출기업 및 교민에 대한 서비스가 주요업무라고
한다면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은 중국 은행부문에의 본격적인 진출과는 거
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업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공하는 지
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기업의 중국진출 열풍이

년을 전후로 한국

년대 중반에 이어 두 번째로 확산되고 있지

만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
해서도 현지에서도 각종 금융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지 지원업무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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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기업의 채권관
리 혹은 거래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등 현재 중국에 진출한 여러
국내은행들은 일종의 대중 진출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 컨설팅팀을 가동
하여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최근 들어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중국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한
국에서 차입하여 왔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담당
하게 되면 현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중
국에서 외국은행 중국 국내은행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이들 은행을 소개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도 중국시장의 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 은행시장에서 중국 국내은행 및 진출 외국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
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 고객기반을 중국진출 국내기업으로
부터 현지 외국기업 및 중국기업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출
외국은행의 전반적인 영업방향 등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국내은행들의 대응방안을 중
심으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들어 한
ㆍ중 경제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은행기관의 해외영업
업무도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변모될 필요가 있다 은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해외경영자원을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업활동이 감소되고 있는 지역의 지점 등을 철수하고 여기서
확보된 자원 및 인원을 중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법적 대주주가 됨으로써 외환은행 미주지점의 역할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환은행은 미주지점의 철수
에 따라 중국 上海 지점과 중동의 두바이 지점을 개설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인수에
따라 天津 홍콩 등 중복되는 지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중국 국내은행들과 다양한 협력루트를 구축하면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하나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
현지법인 靑島國際銀行을 인수하면서 인민폐 영업을 비롯하여 향후에도
중국공상은행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외환은
행은 중국은행

외환은행 수미모토 미쯔이 은행 일본 을 연

결하는 동북아 금융연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수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관광공사 신한카드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
서 관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전자카드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사업을

년부터는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같은 사업이 성취되면 동북아의 새로운 형태의 지불
결제 수단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셋째 중국에서 외국은행은 중국은행처럼 광범위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매금융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
서 도매금융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은 금년에
로는 처음으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으
에 참여하였다 이

는 호주에 암모니아 공장건설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공동주
간사로 참여한 것인데 이것은 한국금융기관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를
재개하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은 또한 중국 국가
개발은행 및 중국내 지방정부들과 중국의 인프라 개발관련 프로젝트 정
보교류 및 개발금융부문에서 협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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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해외자금조달의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또한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 일부 한국은행들은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 분야의 서비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정부 유관담당자 간의
현황파악 및 지원조율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
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 및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 등의 사례가 지적될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은행기관과 유관부서간의 정보공유 및 교환 채널이 구축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 은행감독기관은 국내은행들의 중
국 러시에 대한 감독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對中진출 은행
들의 현지영업이 부실화되어 국내 은행부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
록 충실히 감독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부문의 통합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외부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더 이상 국내은행으로서 안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세계 경제의 강국으
로 부상하는 이웃나라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또한 위협이다

년

이면 예금액 조 달러의 중국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내은행들은 여기에서 외국은행 및 중국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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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서비스 분류
통신서비스

의 분류는 크게 음성 데이터 등 정보가 전송과정에서 변

화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스와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기준을 토대로 기본통신서비
기본통신서비스는 전송정보를 변경

없이 송신자로부처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음성전화
패킷교환데이터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및 전용회선서비스 등이 대표적
인 기본통신서비스이다
한편 부가통신서비스는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로의 정보전송 과정에
통신서비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통신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정의를 기준으로 함 즉
통신협상 대상 통신서비스 부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 본 절에서

는 이한영ㆍ박종훈ㆍ장범진 외

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이 통신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분류를 인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통신사업과 통
신사업자를 법적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
영ㆍ박종훈ㆍ박동욱

참고

음성전화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이던 과거에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여부가 통
신서비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근래에 비실시간 전송인 데이터 전
송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보의 실시간 전송여부로 구분하는 통신서
비스 정의는 퇴색되었다
국가별 양허표에 나타나는 세부서비스로는 보통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식으
로 地上界 이동전화서비스 이동데이터서비스 무선호출
비스 고정위성서비스
등이 있다

衛星界 이동서

서비스 관문국서비스 원격화상회의 비디오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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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공급자가 고객정보의 형태 및 내용변화 저장 등을 통해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 서비스로는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
고도팩스 부호 및 프

보 및 데이터 재생

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 등이 있다
이 밖에 기간통신의 설비보유 기준을 토대로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기간
통신 설비를 이용하는 별정통신서비스가 있다 별정통신서비스는
의 별정 호

또는

의 별정 호 구내통신의

별정 호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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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기간통신 역무

전기통신회선 임차
부가통신 역무

전기통신회선 임차
기간통신 및
구내전기통신 역무

제공
서비스

전화 가입전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기간통신 이외의
역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구매통신

주요
부문

유선통신

무선통신

시내ㆍ외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기타 무선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부가통신망 서비스
인터넷 포털
초고속 인터넷

주 정보통신사업법에 기초한 분류임
자료 이한영ㆍ박종훈ㆍ박동욱 외

중국과 한국의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는 별정통신을 제외하고는 매우 흡
사하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전화 음성재판매 등이 별정통신에 분류되

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이다 이에 반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일

참고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규모 면에서 전체 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통신
서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인 기본통신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
의

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시장개방에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시장규

모는 작지만 빠른 성장이 진행중인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은 우루과이라운
드를 통하여 상당수

회원국이 관련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본 장에서는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핵심인 기간통신서비스를 다루
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시장규모에서 기간통신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
인바 한국과 중국에서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통신서비스 시장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타 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서비스는 전체 통신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점도 본 장의 연구 중
심을 기간통신서비스에 두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기간통신서비스는 크게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으로 나뉘는바 각각의 대
표적인 서비스인 이동전화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모두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까
지 세분화하여 접근할 예정이다 무선통신의 경우 콘텐츠를 포함한
부문이 유선통신의 경우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와 논의대상 선정은 현재 통신서비스 시장추세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가령 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
선통신과 연계되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바 이를 무
선통신 또는 유선통신으로 이분하여 고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년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매출액은 각각
조

억 원

조

억 원

조

억 원을 기록하였다

년 중국의 전체 통신서비스시장 수입은
스인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서비스 수입은 각각
었다

억 위안이며 기간통신서비
억 위안

억 위안이

제 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현상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고유영역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서비스 통합화와 통신 방송 및 정보가 융합된 종합통신서비스 영역이 구
축되었으며 이에 종합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등장이 가시화됨을 의미한다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억 위안으로

스 총규모는

년부터 년간 연평균

으며 통신서비스 수입은 전년대비
년간 연평균
을 기준

년 중국 통신서비

증가한

증가하였

억 위안으로 지난

증가하였다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수입액

년 으로 이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큰 편이나 일본시

장 규모에 비하면

에 불과한 수준이다

통신서비스 총규모와 수입이 고속성장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통신서비스 수입은
년 동안
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ㆍ 계획기간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 둔

화현상은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
된다 즉 수입 면에서 유선전화시장의 성장정체와 이동전화와 인터넷서
비스 시장의 고속성장이 대비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이 이동전
화와 인터넷서비스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情報産業開發中心 이하
규모는

에 따르면

년 통신서비스 총

억 달러 조 천억 위안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전화
이한영ㆍ김용규ㆍ이내찬 외
한국산업정보원

중국산업연감

에서 재인용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인터넷서비스 시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서비스 수입규모는

년보다

조 백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배 가량 증가한

년에는 중국의 유무선

통신망 규모 및 용량이 세계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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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

.
1) 시장 규모
년 중국 통신서비스 수입 중 이동전화서비스 수입은
으로 전체 통신서비스 수입의
수입은 유선전화서비스 수입보다도

억 위안

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억 위안 가량 많을 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인 장거리 전화 디지털통신 호출서비스 수입을 압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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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기타
1.5%

디지털 통신
4.7%

이동전화
48.8%

유선전화
32.0%

호출서비스
0.6%
위성통신
장거리 전화
0.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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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투자에 있어서도 이동전화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전체를 주도
하고 있다

년 전체 통신서비스에 투입된 고정자산투자액은

위안으로 이 중

인

억

억 위안이 이동전화서비스에 투자되었다 그

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투자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년과 비교하면 투자액도

억 위안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전화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고정
자산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자산투자는 주로 기기 및 시설개조 공사에 집중되는바
정자산투자액 중

에 해당하는

에 투입되었다 고정자산투자가

년 고

억 위안이 기기 및 시설개조 공사
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기기 및 시설개조 공사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진행되는 추세다 지속적
인 고정자산투자의 결과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의 기초인프라가 크게 확
충되었다

년 이동전화 교환기용량은 억
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기지국 수도

만 호로 전년에 비해
만

개로 전년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전화회선도 전년대비

증가한

만

회선으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기초인프라 확충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기인한
다

년 廣東省에서 처음으로 이동전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다

년대 후반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시현한다 최근 년간 이

동전화 가입자가 연평균
억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년 가입자는

만 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의 이동전화 시장으로 부상하
년 가입자 수는 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였다
해 말보다

만 명 증가한 억

년 월 현재 지난

만 명이다 가입자 면에서 유선전

화와 비교하여 이동전화 가입자와의 차이는

만 명에 불과하다

년 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
다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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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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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전화 부문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장거리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
이다 이동전화 요금이 인터넷 전화요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선전화 수요층이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영일ㆍ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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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通信統計年度報告 에 따르면 중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로 중상소득 국가군보다도 저조한 편이다

중하수입 국가군의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중상소득 국가군의

평균보급률인

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리적 특성상 유선전화보다는 이동전화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광활한 국토규모를 감안할 때 설비투자에 있어 보다 저렴한 이

동전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휴대가 가능한 이동전화의 특성
도 감안한 것이다

년 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

를 초과한 지역은 北京 天津 吉林 上海 浙江 廣 ，黑 江，內蒙古
重慶 云南 新疆 靑海

夏 등

개 지역이다 이들

개 지역 중 절반

에 가까운 개 지역 內蒙古 重慶 云南 新疆 靑海

夏 은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 이는 향후 이동전화서비스 성장이 동부지역이 아닌 서부지역
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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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만 명

증가율
보급률
매출액

억 위안

증가율
자료

공영일ㆍ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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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년 국민소득을 기초로 고수입 중상수입 중하수입 저수입 국가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박세근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억
급률도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으로 보이며 보급률은
도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보

년에는

년 가입자는 억 명을 돌파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규모만

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율은

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가입자 증가율을 감안하면 동부지역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적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비록
이동전화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성장둔화가

년을 기점으로 가시화

되고 있지만 이는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대부분의 선
진국에서는 시장규모 증가에 한계를 보이자 기존의 통화서비스와 함께
부가서비스 개발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이동전
화가 단순한 통화의 수단이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기기로 바
뀌게 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로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데이
터 전송 음악 수신 컬러링 통화 연결음 등이 있다 즉 부가서비스가 이
동전화서비스의 중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도 이러한 부가서
비스가 조만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특성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통신서비스 시장
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년 통신서비스 고정자산투자 이

동전화 가입자 이동전화 서비스 수입 등이

년에 비해 현격하게 감소

하였다 아직도 이동전화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 면에서
년을 기점으로 많이 둔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통신서비스 시장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제 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폭발적인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자산투자의 감소세는 통신설비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서
비스 시장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세근
에 따르면 고정자산투자 감소로 인해 통신설비 제조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즉 자산투자 감소는 통신서비스 업체
들의 통신설비 구매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투자축소의 근본적인 원
인은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투자에 신중하
고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볼 수 있으
며 ▲ 세대 이동전화

방식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른 반면 세대 이

동전화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의 지역

간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

한 움직임은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역간
격차가 아직까지는 크게 존재하지만 서부지역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억

년 동부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중국 전체 가입자의
만 명인 데 반해 중부와 서부의 가입자는 각각

명 수준이다 보급률도 동부는
상회한다 그러나

로 전체 보급률

인
만 명

를 크게

년을 기점으로 중부와 서부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이동전화 서비스시장이 빠
르게 확대되고 있다

년 서부지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보급률 또한

로 년 전에 비해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서부지역의 이동전화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중국정부가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등 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동부는
北京 天津

上海 江

浙江 福建 廣

海南 중부는 河北 山西 吉

林 黑 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서부는 內蒙古 廣西 重慶 西川 貴
州 云南 西藏

西 甘

夏 新疆 등이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부대개발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
이 있다

년만 해도 서부지역의 통신서비스 투자는

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으나

년에는

로 동부의
로

여년사

이에 비약적인 투자집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신서비스 수입에도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동부의
통신서비스 수입이 중국 전체수입의

가량을 점유했었다 그러나

년 사이 중부와 서부의 통신서비스 수입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부의 통신서비스 수입이 중국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년

에서
<

년

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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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중국의
이동전화서비스 기업의 수익률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용자수는 증가
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입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화 가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자 평균사용금액도
중국정부는

년

증가에 그쳤으며 이용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년까지 서부지역에 대규모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은 향후 년간
박세근 앞의 책

월의 경우

년 이동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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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이는 이동전화서비스 기업이 수입증대보다는 양적팽
창을 중시해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장 구조: 이동전화서비스 기업
년까지 이동전화 시장은

의 독점체제였으나

년

의 등장으로 쌍두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년

은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을 분리하여
과

립하면서 중국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은
양분하고 있는 상태다

을 설
이

년 이들 회사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가입자

기준 은 각각

이다

이러한 이동전화 서비스시장도 조만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유선전화
기업인

에서 분사된

과

이 이동전화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기업들은
의 지원으로 통신인프라와 인력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앞의 책
은

년 월 전자산업부 전력부 철도부가 합작해서 설립된

회사이다 사업초기 우전부 신식산업부 전신 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년 신식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신식산업부 산하로 편입되
었다

의 설립 배경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효율

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네트워크
와 전용네트워크의 기술기준이 달라 연계가 불가능하였는바 과잉설비에 속
하는 전용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王魏

참고
은

설립되었다

년

으로부터 독립하여

개 지역 자회사와

었고
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년 월에 정식
으로 구성되

은 산하에 개지역 자회사와 개의 별
은 각 성별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 배경
에는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중심으로 독자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
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영일 이석우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후원도 받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
동전화서비스 시장의 강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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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hina Mobile

설립일

)
China Unicom

년 월

가입자 수

억

년 월

만 명

만 명

비중
매출액

억 위안

억 위안

비중
이동전화 방식
주요서비스

데이터 인터넷 폰 멀티미디어

기타

가입자 세계 위

주

회사 전체 매출액
추정치
중국의 대 통신사업자 총매출액은
임
홈페이지
공영일 이석우

자료

종합 통신서비스
가입자

억 위안임

만 명

대 통신사업자는

홈페이지
를 재정리함

중국의 이동전화 서비스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초
기 아날로그 방식에서

년

방식

이

년

방식

이

유럽표준방식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은 미국 퀄컴사가 주파수

대역확산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으로 여러 사용자
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 특징은 대용량 고품질 서비스 보안성 전력 사용의 경제성 소량경
량화 가능 등이다 한국은 이미
월 삼성전자

년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보통신 현대전자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년

제 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등장하였다 또한
되고

년에는 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세대 이동통신 기술방식은

등 개

가 공동으로 채택되었다

은

은

과

은

를

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회사별로 상이한 기
술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이들 회사들이 상이한 기간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회사들의 기간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여 시설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방식이 표준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있어 중복투자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
1) 시장규모
中國互聯 信息中心 이하

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 전체인구의
계 인터넷 사용자의
년 사이에

수준이다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율은

를 기록하였다

년 월 현재 중국의

에 해당하는
년의

만 명으로 전세

만 명과 비교하면 불과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연

현재의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이

야후지식검색
세대 이동통신은 고속 데이터처리 높은 서비스 품질 전세계적 표준화 전
세계적 로밍

멀티미디어 지원을 특징으로 함 전세계의 공

통된 주파수 대역
식

의 기술표준은 동기식

유럽 시분할동기

미국 퀄퀌 비동기

중국 독일 지멘스 방식으로 나

누어진다 야후 지식검색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한 데는 컴퓨터 보급확대가 가장 큰 요인인바
년

만 대 수준이었던 인터넷 접속 컴퓨터의 수가

만 대 수준으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년에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지속된다면 중국은

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위의 인터넷 사용국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중국만을 집계한 것으로 국경을 초월
하는 인터넷 속성을 감안하여 중화권 인터넷 사용자를 합할 경우 중국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웹사이트 수도 함
년 월의 경우 웹사이트 수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무

께 증가하였다
려

를 기록하였으며

년 월에도 전년대비

증가한

만

개의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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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접속 컴퓨터

2001. 6

2002. 6

2003. 6

만 대

증가율
사용자

만 명

증가율
웹사이트

개

증가율
자료

中國 에 따르면

년 중국 인터넷산업 총규모는

억 위안이며 이

억 위안으로 인터넷산업의

를 차지하였

중 인터넷서비스 규모는

다 이밖에 광고와 전자상거래 규모는 억 천만 위안 수준이다

년

이후 유료서비스 강화와 다양한 광고의 등장으로 인터넷서비스 시장 규
모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인터넷서비스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다

년

제 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시장이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속성장을 시현하여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시장 다음으로 성장

년 온라인게임이 인터넷서비스 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게임으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였으나 이후

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광고의 경우 시장의 성장속도
가 여타시장에 비해 저조하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다
<

4-6>
단위 억 위안
2001(

)

2002(

)

2003(

)

온라인게임
유료메일
교육
홈페이지 제작
광고
합계
자료

한국산업정보원

중국산업연감

에서 재인용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여파로
와
특히

업체가 급성장하였다

시장규모는
중국에서

억 위안

년 기준 에 달하고 있으며 업체수도

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동전화로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가 주류

이며 이 경우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이동전화 업체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의

시장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인터넷서비스별 시장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매우 다
르다 여기서는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한국산업정보원의

중국

산업연감 에서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시
장규모보다는 시장의 구성과 비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였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미

여 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는

중국의 대 통신서비스 회사가 독점하는 형태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2) 시장특성: 인터넷사용자 구성
에 따르면

년 중국의 전체 이용자

이다 불과 년 전에 비해 여성 사용자 비

성의 비율은 각각
율이

만 명 중 남성과 여

가량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대 이하의 인터넷 사용이

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중 가장 왕성하게 인터넷을 사
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대학생인

세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를 차지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년 전과 비교하여
포인트 증가한

대의 인터넷 사용이

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

의 인터넷 사용증가는 온라인쇼핑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월 인터넷 사용료는
며 인터넷 사용자는 주일에 평균

위안 이하가

로 가장 많으

일 접속하고 있으며 총시간은

시

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색과 무료 이메일 서비스에 가장 높은 만
족감을 표시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는 접속방식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유료 이메일 서비스 쇼핑 등이다 접속방식
동북아정보문화센터

에 있어서는

중국비즈니스 편람

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터넷 접속방식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다이얼 업

방식한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는

해당하는
다 한편
한 컴퓨터의

만 대 중

만 대의 컴퓨터가 다이얼 업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는

만 대로 인터넷이 가능

수준이다 중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접속방식은 크게

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접속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방식은 공
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역케이블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설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속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교환기와 가입자의 거리가

로 제한되어

있고 데이터 트랙픽이 증가하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한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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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화모뎀을 사용하는 협대역 방식보다는

등 초고속인터넷

을 사용하는 광대역 접속방식에 더 많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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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협대역 접속
광대역 접속
검색엔진
무료 이메일
유료 이메일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온라인뱅킹
온라인채팅
자료
기존의 통신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접속방식으로 중국에서는
과

이 억

만 음성통신회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망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이 용이하며 보안
성과 안전성이 매우 높으나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거리가
를 초과하면 서
비스 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방식은 유선케이블망을 개조

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중
국의 경우 기존 케이블망을 정비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속도저하와 안전성이 떨어지
며 유선케이블망이 기존 통신사들의 회선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서비스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가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사업전망은 밝은 편이다 기술적인 상세한 설명은 공영일
고

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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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속도 비용 보안성
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비용과 보안성에 대해서는
불만 불만족과 실망 이 각각

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성에 대

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다 보안성 문제는 온라인쇼핑의 대금결제 방법
과 개인정보와 직결된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

4-8>
단위

속도
비용
보안성
자료

표

과 동일

중국의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인터넷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내용이
단조롭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중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사이트는 불과

년 중국의
에 지나지 않

는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중 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달하며

인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전체 사이트의

에

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인터넷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익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
이트 운영업체가 영세하다보니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나아가 수익원을
창출하는 원활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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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수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바 인터넷 사
용자 중

의 사용자 수입이

위안이다 수입이 없는 사람도

에 이른다 인터넷서비스가 유료서비스인 온라인쇼핑과 온라인게임으로
그 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자의 수입이
적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터넷 사용목적에
서도 확인된다 전체 이용자의
하는 반면

만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접속하고 있다 주요 사용 인터
중복 응답 에 불과하다

넷서비스에서 쇼핑은
<
30

가 정보취득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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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구조: 인터넷 포털사이트
년 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수는
는데

년 상반기에만

만

개에 이르고 있

만 개가 넘는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폭발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은 北京 上海 廣東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 개지역의 인터넷 사이트 수는 각각 만
개

만

개

만

개로 중국 전체 인터넷 사이트의

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구조에 대해서는 박세근

와

자료를 기초로 작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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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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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2002. 1

2003. 1

2003. 6

사이트 수
증가율
자료

표

과 동일

세계적인 온라인 포털사이트 조사기관인
적 포털사이트는 시나 新浪

소후 搜狐

이다 이 중 왕이에 등록된 회원 수는 억

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
왕이 網易

만 명으로 가장 많은 네

티즌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나와 소후의 동록회원수는 각각
만 명 수준이다 이들 개사는 이미

등
만 명

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서비스 대상지역은 이미 중화권으로 확대된 상태이며 서비스 내용도
콘텐츠 제공 검색 게임 상거래 등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망라하고 있다
수익창출은 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지만 왕이의 경우 광고수익 비중이
에 불과한바 왕이는 주로 이동통신 데이터서비스와 건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개사의 총수익이 지난 년간 크게 증
가했다 왕이의 경우 나스닥 상장연도인
자를 기록했으나
우

년

년

년 총수익은

만 달러 적

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시나의 경

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총수익이

년

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터넷서비스 회사의 수익증가는 중국의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수익기
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아직까지 왕이를 제외하고는 주
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서서히 전자상거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들 개사의 경우 모두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를 주요 서
비스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바 인터넷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의 연계사
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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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원
주 수익원

서비스지역

서비스내용

(sina)

(sohu)

만 명

만 명 이상

광고

유료이용자

3
(netease)
억

만 명

광고

이동통신데이터
서비스
전자상거래

중국 홍콩

중국 대만 홍콩

만 명
중국 대만
홍콩 북미

콘텐츠 검색
콘텐츠 검색
이동전화
주식거래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메일
부가서비스 메일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콘텐츠 검색
메일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수익구조 광고비중
총수익 천 달러

만

만

만

나스닥 상장일
자료 박세근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 WTO
1)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중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
었다 외국인투자는 이동전화 부문의 중중외 中中外 방식
중중외 中中外 방식

만이 유일하

은 먼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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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용되었다

가입이 가시화되는

년 중국정부는 중중외 방식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철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
를 완전히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가입 이후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기간통신서비스 중 유선전화의 시장개방은
년 에 투자가

가입 년 이내

까지 허용되게 되어 있어 여타 서비스에 비해 가장 늦

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타시장에 비해 외자 허용 첫해의 지분참
여가 높은데 이는 시장개방이 늦춰진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후 년
이내

년 투자는

까지 확대되며 이후 더 이상의 지분확대는 계

획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유선전화의 투자지역은 투자 허용 첫해인
에는 개 도시로 제한된다
며

년 이내

년 이내에

년

대 도시로 투자지역이 확대되

년 에 투자지역 제한이 완전철폐될 예정이다

이미 중중외 방식을 통해 외자도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무선전화 부
문의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는 가입과 동시에 北京 上海 廣
투자 참여가 허용되었다 가입 년째인

州를 대상으로
는

까지 확대되었으며 투자지역도

투자지분은

개로 확대되었으며

년에는

까지 투자지역은 중국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가통신의 경우 가입연도인

년에 투자지분은

으며 대상지역은 北京 上海 廣州로 제한하였다
는 각각
년

년 투자

개 도시에서

까지 허용되었
년과

년 투자

로 매년 확대되었다 지역제한도 점차 철폐되어
년 중국 전역으로 투자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과의 사이에서 통신컨설팅 합병기업을 설립한 후 합병기업과
은 업무제휴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합병기업은
의 인프라 건설 등에 자금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
자간의 사전계약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중국에서는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이외 분야의 통신서비스사업에의 외국기업 출자는 금지되었지만 이렇게 설
립된 합병회사는 등기상 중국기업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양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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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기업은 가입과 동시에 중국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
며 지분은

로 제한되며

년 뒤인

년에는

까지 확대될 예

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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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

2)

가입 이전
가입년

투자금지

투자금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개시

년

년

개시

년

년

투자금지
개시

개시

개시

개시

리스 및
재판매

전역
전역

전역

주

부가통신은 인터넷을 포함한 무선호출 및
이다
개 도시는 北京 上海 廣州임
개 도시는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
州 南京 寧波 靑島 沈陽 深
廈門 太原 武漢 西安임
와 합의된 사항으로 정확한 시기는 합의되어 있지 않으며 중장기적으
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자료 미국과 중국의 합의안
와 중국의 합의안
양평섭
정인억ㆍ이한영ㆍ박종훈

2) 시장개방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
가입은 여러 방면에서 중국정부의 관리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던 통신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교차하였다 중국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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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우려와 관심은 정책적인 개방대책에 많이 반영되는데 이를 통
신서비스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부문의 경우

가입으로 인해 ▲정부관리 ▲기업 구조조정

▲요금제도 변경 ▲통신법 제정 ▲서비스 광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
다 정부관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동안 산재되었던 통신서비스 관련
부처를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발전을
일관되게 하기 위함이다 요금제도는 국가 독점적인 사업의 폐해를 최소
화하고 보다 시장적인 요금제도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년

월 중국정부는 개 분야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를 철폐하였
다

통신법 제정은 그 동안 이렇다 할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 통신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보다 선진적인 산업으로 그 토대를 마련하
기 위해서이다
인터넷서비스는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집중된 서비스로 그 이유
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부의 통제가 어렵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파룬궁과 같은 반체
제적인 정보의 습득과 전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점이 중국정부가 걱
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가입으로 중국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더욱 강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였다 즉 중국 인
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중국어 버전의

사이트를 개설

했으나 중국정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에 두는 형태를 취하
게 된다
전자상거래 부문은
다

가입을 계기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되었

년 월 국제전자상거래관리부
유선통신 장거리 전화 페이징 서비스 데이터 송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하
는데 통신서비스 회사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유선통신과 이동
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제 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가 설립되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한 전반적인 사
항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국제교역의 전자상거래를 디지털화
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입으로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외국인투자 유입이다 외국인투자자들
은 중국 통신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향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중국 통신산업과 통신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절대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기초인프라 건설에 많은 자본이 소
요되는 통신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인바 외국인투자는
통신인프라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훌륭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서비스 기업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분
야이며 외국인투자 유입요인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중국의 인터넷서비
스 분야는 초기단계이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안
고 있는 적자경영과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초기 인
터넷서비스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자금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여타 통신서비스 시장에 비해 투자지분 제한이 적기 때문
에 투자여건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유치나 자금조달이 낙관
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는 개방정도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권한이 매우 제
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통신시장 개방은 정부의 정책환경 제도 및 법률 측면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이렇다 할 명문화된 통신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은 이처럼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한 법적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중국 통신기업의 경쟁을 촉진하
고 있다 중국의 통신서비스는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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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 더구나 거대자본을 투자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의 경쟁력은 중국기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중국 통신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몫이다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
국의 경우 쌍방향 네트워크와 통신자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는 반면 시
장진입 허가와 투자심사 기준은 완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통신산업의 궁극적인 발전과 시장개방을 위해 통신인프
라에 대한 진입자의 이용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기업간의 인프라 연계를
효율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발기업이 기존기업의 통신 인

프라 사용에 대한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독점체제는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통신기업간에 네트워크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복
투자 비용 상승 요금 증가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
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3) WTO 양허안 이행에 대한 평가
중국의

양허안 이행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

류된다
첫째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 허가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양허안에 의하면

가입과 동시에 北

京 上海 廣州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이듬해에는 투자지역을
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 경우

년

월 현재 上海의 逋東에서만 제한적인 투자가 허용됐을 뿐이다 좀더 정
王魏
주로 미국의 통신서비스 회사들이 미국무역대표부

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고자료는
와 통신서비스 회사인
에 보낸 문제제기 서한 등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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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표현하면 투자지역 확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둘째 중국정부가 양허 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업규정을 축소해서 적용
하는 사례가 있다 양허안에 의하면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의 경우 부
가통신서비스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년 월 통신

서비스 주무부처인 중국의 신식산업부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를
인 기초통신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개방을 기초통신에 맞춰 늦출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투자 입장에서 보면 유망시장의 진입이 예정보다
년 늦어진

년

월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통신서비

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 국제표준을 무시하는 것은 투명성 논란을 넘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셋째 중국정부 주도의 통신서비스 회사 구조조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논리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국영기업의 분사를 통해 시장을 분할하여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서비스 회사를 부문별로 신설하여 중국시장
이 완전히 개방되기 이전에 영업기반을 닦게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통신서비스 회사들이 미국무역대표부를 통해 제시한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서비스
규제와 정책결정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법규 제정
이 주로 대형 통신서비스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기피하고 있다 셋째 기업간의 분쟁 또는 합의
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벌금부과 손해
배상 면허갱신 등 세부적인

양허안 실행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로 보통

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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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통신서비스 분류170)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이하 전신조례 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사업
을 위해서는 국무원의 정보산업주관부문 신식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
할시의 통신관리기구가 발급하는 사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신

조례 는 통신업무를 기초통신업무와 부가통신업무로 분류하고 통신업무
별로 신청자격조건 절차 제출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신조례 에 따르면 중국의 통신서비스는 크게 기초통신업무와 부가
통신업무로 나뉜다 기초통신업무는 다시 제 종과 제 종으로 나뉘는데
제 종에는 고정통신 셀룰러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데이터통신서비스
제 종에는 통합통신 무선호출 위성통신 데이터통신 네트워크접속 국
내통신시설 및 네트워크 신탁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부가통신업무도 다
시 제 종과 제 종으로 나뉘는데 제 종에는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
리 국내지역간 통신 국내 인터넷가상전용망 및 인터넷데이터센터 제
종에는 메모리전달 호출센터 인터넷접속 및 정보서비스 등이 포함된
다
한편 전신조례 에 의하면 기초통신서비스 기업의 중국지분이

이

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기초통신서비스 기업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가입과 동시에

양허안에 따르면 유선전화는

년

까지 허용되면서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며 이동전화는
까지 허용되었다 따라서

양허안과 중국 실정법

과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통신서비스 분류를 기초로 작성
중국에는 성문화된 통신법이 없으므로 통신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년

월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가 이를 대신하였다 즉 전신조례 는 통
신법 제정에 앞서서 과도기적인 행정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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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통신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다
년 신식산업부 출범과

년 통신서비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관련법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트의 뉴스 등 재업무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관리규정

인터넷 사이

인터넷 전자게시판서비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등의 법규가 제정됐다 그러

나 통신법은 여전히 초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2) 정부 역할과 기업 구조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통신서비스는 신식산업부의 관리하에
국영기업이 통신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이는 통신산업이 가지는 특수
성에 기인한 것으로 통신인프라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게 되며
특히 통신산업 초기에는 정부만이 자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인 고려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우 정
부의 배려와 주도로 통신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
국방상의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통신산업 육성은 고정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확연하
게 나타난다

년 통신산업 초기

에 불과하였다
년과

년이 지난

년에 각각

대비 정보통신산업 투자율은
년에도

에 그쳤다 그러나

를 기록하면서 정부투자가 크게 증

가하였다 결국 중국 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기
인한다 할 수 있겠다 중국은

년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비교해도 정부투자가 매우 작았다 그러나

년 이후에

는 한국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王魏
유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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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단위

1980

1985

1990

1994

1995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자료 중국 신식산업부

중국정부는 통신산업 초기인

년대 통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

다 우선 통신산업을 독점하고 있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참여를 허용
하고 세수우대 조치 금리인하 조치도 단행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통
신시설 주로 전화를 설치하는 데 있어 비용을 이용자에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년대 중국정부는 통신산업의 기업독점 타파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년 통신산업 개방에 대한 개념 및 범위

가 확정되었는데

경영개방과 통신서비스 분류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점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통신계열에 속하지 않는 기초통신우편공사를
설립하였다
중국 통신산업은

년 국가독점 형태에서 국가통제 완화와 통신기업

의 기업화 경영을 목표로 하는 체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지도방
침은 독점타파 공정경쟁 합리적 배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년대 중반 중국 통신산업은 체제정비와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다

은

년 우전부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년 우전부

국무원의 통신 업무 시장관리의 진일보 강화에 대한 우전부의 의견 비준 및
공포에 관한 통지 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陳小洪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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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보부를 통폐합되면서 신식산업부를 출범하였다 신식산업부는 통신
산업의 정책법규와 산업정책의 제정 및 실시 기업 관리 및 감독을 담당
한다 같은 시기 국가통신 기초네트워크는

에 편입되고

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별 네트워크 사용이 공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모든 부가통신 서비
스는 완전 개방된다
이 시기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시이다 중국 최대의 통신기업인
할을 시작하여

에 대한 구조조정 실
이

년 말부터 기업분

년 월 완료하였다 중국은 서비스 대상지역을 북부

와 남부로 나누고

을 분사하여 북부는
이 담당하게 되었다 동시에

는
사로 합병되었으며

과

남부
은

가 설립되었다

통신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통신산업의 경쟁
증진에 있다

중국정부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등으로 분할하여 시장에서

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개회사는 정부주도로 유선
무선 데이터 및 부가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통신서비스 회
사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유선 무선 데이터 통신
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경쟁촉진과 서비스의 질적개선을 도모할 예정이
다
중국정부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구조조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기업신설을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즉 유선 무선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통신
에서 위성통신서비스 분사한 경우이다
신성문ㆍ주민희
앞의 책

을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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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긍
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입자망 확보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효과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통신기업 구조조정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계산된 조치이다 즉 시장개방에 앞서 중국의 개 종합 통신서비
스 회사가 자국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기 위한 전략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국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위와
위 업체는 신규 사업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유입된 합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통신인프라 관리 측면에서 지역분할을 시도한 것이다 통신인프
라를 국영기업이 관리하고 지역분할을 함으로써 광대해지는 통신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산업의 국가독점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내용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대표 서비스인 인터넷이 이에 속한다 인터넷 사
용자가 급증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반국가적 정보전달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서방언론매체와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가 제정한 사이버 검열 관련법만도

년 인터넷 상용화
여 개에 이른다

이 밖에도 온라인 채팅과 게시판 모니터 및 이용자 정보 수록
사전승인

사이트

반국가적ㆍ사행성 사이트 접속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유지연
년 제정된 인터넷 콘텐츠 가이드라인
년 제정된 총 개 항의 인터넷 사전검열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사이트는 관련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형까지 형벌이 내려지며 관영뉴스매체에서 다루지 않
는 뉴스나 콘텐츠는 정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현실적
으로 수많은 사이트를 관리할 수 없기에 선언적이지만 강력한 법률로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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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반하는 강력한 국가통제이다
인터넷 통신규모가 연

이상 증가

년 들어 광대역

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존재하

는 것이다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

(SMS: Short Message Service)

이동전화서비스는 아직까지 통신산업의 핵심으로써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동전화서비스는 국가의
기간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로 중국정부의 보이지 않는 보
호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중국 이동전화서비스 시장 진출
은 음성판매에 기초한 통화서비스보다는 부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동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현재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성장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
들은 비음성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과 함께 고객만족
과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비음성서비스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음성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중국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
다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모바

일 게임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벨소리 캐릭터 다운로드 로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각종 정보서
왔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원
유지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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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 개인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대비

이다
증가한 억

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용건수는 무려

증가한 수치이다

세대 이동전화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사용건수는 적어도

억 건으로 전년에 비해 배 이상

억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 시장전망을

성장속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
인용한

년

에 따르면

년 중국의

시장규모는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인적인 접촉을 위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
에도 오락 날씨 뉴스 등이
계된 중국

사용의 주된 목적이다 포털사이트와 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듯

를 사용할 때 사이트상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설비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있

다 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다 그 동안 중국의

의 용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큰
요금은 건당

위안에 불과하여 현재까

지 중국의 이동전화업체들은 광고수입을 기초로
다 그러나 인터넷과 달리

시설을 확충해 왔

광고는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한 수익기반은 자칫하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장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박세근
년

이용건수는

억 개로

억 위안

시
의 경우

억 달러 의 시장이 형성

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하 시장구조에 대한 내용은

에서 제공한
내용 중

작성하였다

관련 설문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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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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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단위

안부

직접 작성

친숙도

비싼 요금

항시 접촉

제공 메시지

다양한 콘텐츠

불필요

대화

제공 음악

값싼 요금

바이러스

오락

제공 그림

높은 서비스질

사용법

일기예보

등록메시지

빠른 접속속도

가입법

비즈니스

불편한 인터넷

주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둘째 중국의
서비스로

시장은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인터넷
시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요금은 이동전

화회사와 포털사이트가 일정비율로 분배한다 즉 포털사이트에서 생성된
정보와 메시지가 이동전화 상에 구현되고 이에 대한 요금은 이동전화 요
금에 청구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왕이는
과 연계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은

대

로 양분

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 포털사이트의 역할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포

털사이트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포털사이트

는 광고수입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트의 경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털사이

의 상품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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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컬러와 사운드 역량이 강화된

세대 이동전화가 시장에 나오면

시장의 성장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적극 요구된다
한국기업들은

시장보다는 독자적인 부가서비스를 가지고 중국시

장에 진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주가 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기업 로커스의 경우
솔루션을 수출하는 것이지

시장에 진출했으나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입한 것은 아

니다 서울경제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주로 벨소리 캐릭터 다운로드 등 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로커스의 경우
이후

솔루션 수출

년 월 말부터 중국 충징유니콤과 합작으로 무선인터넷 음성부

가서비스 연동정연 聯動情緣
입자를 확보하였다

서비스를 실시하고 만

한국일보

명 이상의 가

또한 로커스는 장수유니콤과

통화연결음 서비스 차이링 의 시험개통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장수유니
콤의 모회사인

의 서비스지역인

개성 전역을 대상으로 한

차이링 서비스 구축 입찰에 우선권을 확보하였다 머니투데이
한편 씽크씨티는

과 업무제휴를 맺고 중국 廣東省과 深

市에서 벨소리 다운로드와 컬러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점차 중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의 경우

모빌리언스

를 이용한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전자신문
이후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작성
연동정연 聯動情緣 은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데이팅 서비스로 전
화를 통해 본인을 소개하고 단문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통화료는 분당
위안이며 로커스 중국법인은 충징유니콤과 통화료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 으로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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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1>
중국의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은 외국기업의 독무대였다 모토롤라 노키아 삼성전자 등 경
년 처음으로 단말기를 생산하였는
쟁력 있는 외국기업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은
데 중국산 단말기의 시장점유율은
년
년에 각각
에 불과하였다
외국기업의 단말기 가격은 비싼 편이었다
년 이후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는 가격인하
제품다변화를 꾀하였으며 중국정부도 국내업체를 지원하였다
이 결과
년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여
를 달성하였다
년 시장점유율은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년 상반기에는
로 단말기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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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신식산업부
중국기업의 선두주자인
사는
년 만 대 생산에서
년
만 대 생산을 기록하
였다 년간 연평균
증가한 수치이다 이 기간 닝보 보다오사도
의 연평균 생산증가를
기록하면서
년
만 대를 생산하였다 닝보 보다오사는
년에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여 시장점유율
기록하면서 모토롤라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위업체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스타마케팅을 이용한 적극적인 광고전략이다 외국산 단말기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지명도 제고가 필요하였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스타마케팅
을 이용한 광고전략을 구사한
사는
년 광고 이후 판매량이 배나 증가하였다
둘째 유통구조 개선이다 외국기업은 대형대리점과 중간대리점을 거치는 등 단계의 유통과
정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기업들은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는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과 제조원가를 줄였으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함으로써 친밀감을 높였다
셋째 디자인과 부가기능을 다양화하였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제품의 공통점은 디자인이 우
수하고 부가기능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단말기의 핵심기술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핵심
기술이 부족한 중국기업이 오히려 디자인과 부가기능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
중국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은
년부터
년까지 연평균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년에는
만 대의 단말기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 이동통신이 상
용화되면 중국의 이동통신장비업체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년 월 독일 지멘스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세
대 통신의 기술표준인
에 대하여
의 대역폭을 부여하고 유럽과 미국이 주도
하는
와
에 대해서는 각각
의 대역폭을 부여하였다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는

년 하반기 단말기 가격을

하였다 이는 전세계 평균 단말기 가격
준이며 제품 모델도

달러의

달러 이하로 인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여 개로 다양화하여 소비자 기호를 맞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생산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증하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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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통신업체인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달러의 시스템 통합

는

도 중국진출을 적

산하 상하이텔레콤과

만

사업 컨설팅 계약을 따냈으며 上海와 廣東省의

소액결제 서비스 대행계약도 체결하였다 헤럴드경제

또한

의 자회사인 광동유니콤 통화연결음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
결하고 우선 차적으로 약

억 원의 시스템을 수출하였다 향후 통화연

결음 서비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억 원 이상의 시스템 수

출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한편

텔레콤은 네이트

세워

년 월

등으로 축적된 무선 인터넷 기술을 내
과 무선 인터넷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

텔레콤은 합작법인을 통해 자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독

결하였다
자 브랜드로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 관리 및 콘텐츠 공급 등을 책임지게 된다 헤럴드경제
중국의 복제 문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으
로 꼽히고 있다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해도 바로 복제품이 나옴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의 수명 또한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코스닥 상장업체이며 벨소리 서비스의 선두
주자인

회사

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꾀하다 포기한 사례

가 있다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사는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벨소리 원음을 제공하는 선에서 중
국진출을 마무리하였다

금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오정숙
요인분석 내용은 공영일ㆍ이석우

을 기초로 작성

공영일ㆍ이석우
앞의 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 해당회사의 요구로 익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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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한 상거래 수단이다

중국도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전자상거

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년 봄에 발생했던 중증급성호

의 확산은 중국인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오

흡기증후군

히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이 결과 전자상거래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신식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억 위안으로 전체

의

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 중

억 위안으로 전체 전자상거래의

는

거래규모는

거래규모

수준이다 이에 반해

억 위안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인터넷 사용자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인터넷 접속방식 개
선

가입 이후 확대된 수입시장 등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초인프라

는 날로 확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은 결국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억 위안으로 전망되는바
예상된다 이 중

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은

에 따르면

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년 전에 비해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거래규모는 각각

로 년 전과 비교하여
년 이후 연평균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에 비해 배 가량 증가한
전자상거래

비중 상승과 맞물린다

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는

거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에 따르면

업 대 정부

억 위안에

거래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

비중의 하락은 자연스럽게
규모는

억 위안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소비자

의비
기

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로 구분되는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 절에서 주로 다둘

의 경우 쇼핑으로 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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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락과

의 비중 상승은 더욱 두드러져

체 전자상거래의
중국 전자상거래

인

년

거래규모는 전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

넷 사용자 중 온라인쇼핑을 경험한 사람은
치지 못한다 소비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
세의 인터넷 사용자가 전

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라인쇼핑이 활성화

체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인들이 최근 년 동안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것
은 도서 및 잡지

기기

컴퓨터 부품

등으로 나타

났다 이 밖에도 통신제품 가재도구 선물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온라인
쇼핑이 많았다 한편 의류

티켓예매

의 온라인쇼핑이 아직까

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인들의 온라인쇼핑 관심제품의 열기를 반영하듯 온라인쇼핑
에서 가지는 불만족도 도서와 잡지가
목에 대해서는

로 가장 높았다 여타 모든 품

의 고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의 온라인쇼핑 만족도가

인 점

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의 온라

인 쇼핑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의류의 경우 온라인쇼핑이 그리 활성화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의

류 구매의사는 높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를 직접 구매하기에는 인터넷서비
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대금지불 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
하는 것이

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배달시 현금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은
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전
자상거래라는 표현보다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주로
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명칭은 온라인쇼핑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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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이

금 방법이

우체국을 통한 방법이

은행입

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중국인들은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품질과 판매
자에 대한 불신

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대금지불과 거래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의 보안성이

를 차지하였다 이 문제는 대금지급의

과 연관하여 중국 전자상거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불편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섯째 향후 년 안에

가 온라인쇼핑 구매의사를 밝혔지만 대답하

기 곤란하다거나 부정적인 응답도

에 달하였다 즉 응답자의

이

상이 온라인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전체 중국인의 온라
인쇼핑 참여자를 추산하면 지난 년 동안 온라인쇼핑을 경험했던 중국
인이

에 이르기 때문에 이 중

가정하면 적어도

년에는

가 온라인쇼핑에 참여할 것으로

가량의 중국인이 온라인쇼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년 진쯔공청 金子工程

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네트워크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활성화되
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으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주로 시스템과 기초인프라 부
족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인터넷 사용자 중 남자 대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주로 정보
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구매
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는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결정적인
진쯔공청은 ㆍ 계획 기간중인
년 중국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전자
상거래 인프라 구축이 주목적으로서 네크워크 형성 금융기관간 호환성 해
결 세금징수 무역부분의 전자상거래 도입이 프로젝트의 근간이다 진쯔공청
은

ㆍ 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진목표는

전자상거래 보안 및 시스템 개발이다 박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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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온라인쇼핑 운영 사이트의 신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트가

년 인터넷사이트 중 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

에 달하며

에 이른다 또한
이트는 불과

인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전체 사이트의

년

관련사이트

개에 불과하다

개중

년에도 운영된 사

이러한 사실은 중국 인터넷서비스가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과 아울러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세성은 온라인쇼핑에 대하여 빈약한 콘텐츠를 제공
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 결과 온라인쇼핑의 문제점으로 보안성을 지적하는 중국인이
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보안성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가

년

의 중국인터넷발전보고에
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
보안성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뿐만 아니라 결제방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아직까지 배달시 현금결제 방법이

에

달하고 있다 현금결제 방법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
로 아직도 배달시 현금결제 방법이 통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상의
개인신용 정보와 지불수단 및 방법에 대한 보안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
다 앞서 언급한 사이트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결국 현금결제 방
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대금을 수납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존재해
야 함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비용발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금수령에 따
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결제수단의 부족이다 중국의 신용카드 사용은
려져 있다

수준으로 알

따라서 물품주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물품 결

앞의 책
중국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
드의 이용이 더 많다

년 이후 중국 은행들이 발행한 카드 중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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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게 된다 신용카드가 온라인 쇼핑의 결제수단
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네트
워크상의 문제로 은행간 신용 및 결제 시스템의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지역별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중국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물류시스템의 결여로 파생되는 배달지연과 물류비용 증가이다
온라인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가 특급운송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으나 배송료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중국인들에게는 큰 부
담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중국의 포털사이트 대부분은 외국기업과의 합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불과 년 전만 해도 외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
장 진출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
이다 온라인쇼핑 규모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년을 전후하여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투

자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규

제 완화가 큰 몫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국 전자상
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결과이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중국내 시장을 염두에 둔
인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만을 위한 중국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기반을 갖추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 직불카드이다
박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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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가

세 이하 청소년들이다 중국에서

게임 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대신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중국정부도 정책적으로 온라인게임을 장려
정부의 규제가 남아 있는 중국사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온

하고 있다

라인게임은 대중의 수요를 수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차원에서도 정부주도로 온라인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규모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

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온라

인게임보다는

게임을 더 선호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온라인게

임 시장규모

년는 억

만 위안이다

년에는 전년보다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된 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발표기관에 따라서는
억 위안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면 중
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한국시장의
년 시장규모는

억

년 수준으로 파악된다

만 위안으로 한국시장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과 비디오게임의 경우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중국정부는 이들 게임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
해 온라인 게임의 경우 중앙서버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게임과 비디오게임이 중국시장에서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불법복제 때
문이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계가 모두 그러하듯 온라인 게임도 발표기관마다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온라인게임 업체가 수익을 노출
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자 수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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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자료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은 년도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시
장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선호에 의거하
여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은 단순한 게임
을 선호하는 편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무협물을 좋아하지만 요즘 들어 서
구의 판타지물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유료게임에 익숙지 않다 이용
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 초기에 업체들이 무료
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무료기간을 거친 후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만 온라인게임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이용자와의 게임에서는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파악
된다
년에는

유료사용자의 매월 평균 사용금액은

위안

년 이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은 외국기업이 게임을 제공하고 중국기
업이 유통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원화 구조의 근본
앞의 책
박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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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유는 중국기업들이 게임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다

대부분 중국의 게임개발 업체들이 영세하고 불법 복제품으로 인해

개발에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타 인터넷서비스가 외국기
업의 자본을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온라인게임 시장만큼은 외국기업이
독단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상위

대 온라인게임

년 중 외국기업의 게임이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온라인게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비교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이 가장 확고하게 뿌리내린 분야로 평가된다 상위
온라인게임 중 한국기업의 게임이 개를 차지하며 액토즈

대

엔터테인먼

트 이소프넷 등이 이미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을 장악하였다 특히 액토
즈의 미르의 전설

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 온라인게임 업체인 앤씨소프트도 중국에 진출하여
<

미르의 전설
스톤에이지
금융군협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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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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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시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밖에도

은 홍콩

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업계최초로 국

내 고유의 웹게임 비즈니스 플랫폼과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파이낸셜 뉴스
엠게임은

한편

온라인게임 리펜트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데

초기 개월간 시범서비스 기간 중

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서울경제
한국기업들의 대만 일본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
력은 기술경쟁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한국산 게임은 온라인게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원 그래픽 이용에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게임의 구성에 있어서도 경쟁국가들에 비해 중국적 정서를 가
장 잘 표현함으로써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장악에 대해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로열티 지급액도 크게 상승하여 매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 달러에 이르는

내용에서도 지나친 폭력이 문제되고 있고

심각한 중독현상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느 나라 것인지에 대한 브랜드 인지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장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박세근 앞의 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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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2>

PC

중국에서
방은
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방
이 생겨난 결과
년 약 만
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상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이용연령층은
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용료는 사용시간대와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위안 정도다 중국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방을 이용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대략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국은
방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입장은
방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다
년 월 금지사이트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만
개
방에 대하여 폐쇄명령
을 내렸다 또한
년 월
방 화재참사는 보수적인 중국정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란물과 파룬궁에
있다
방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것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기 때
문에 이번 기회에
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룬궁과
관련해서는
방을 이용해 파룬궁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집단문화를 기피하는 사회주의 문화사상도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온라인게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 규제를 넘어 하얼빈의 경우 아예 모든
방을 폐쇄한 곳도 있다
방 폐쇄와 규제는 자연적으로 온라인게임의 주요고객인 청소년들의
방
출입을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수한 를 갖추고
등 광대역 서비스가 가
능한
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정보문화센터
앞의 책
앞의 책 미국의 경우

투자의

가 정보보호에 투자됨

앞의 책
시장규모 구조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국 보안

소프트웨어시장 현황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란

인증

허가

행정 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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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3>
정보의 안전이 정보산업과 인터넷서비스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산업과 인터넷서비스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보안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 중
이상이 보안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중
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
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가 보안성에 문제를 느끼고 있
책이 없는 실정이다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년 중국이 보안문제로 인해 즉 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해 입은 직ㆍ간접적인 손실은
억 위안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년에는 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보안문제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분야 투자는 많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년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억 위안으로 전체 투자의
수준이다
가
개 업체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안프로
향후 보안성을 강화하겠다는 업체가
관망세를 보이거
그램을 보유한 업체는
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각각
를 나타났다
이는 중국 보안소프
트웨어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보호 수
준이 매우 낮으며 이는 곧 보안소프트웨어의 시장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년 중국의 보안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만 달러이며 매년 연평균
성장하
여
년에는 억
만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년을 기준으로 안티바
만 달러로 보안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시
이러스 시장규모가
장 으로
만 달러 규모이다 이 밖에 방화벽과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각각
만달
러
만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시장은
년부터 연평균
성장하여
억
만 달러 시장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암호화SW
3%
3A

안티바이러스

37%

43%

방화벽
17%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다

중국 보안소프트웨어시장 현황 에서 재인용

는 소비자나 고객과의 신뢰구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뛰어난 확장성을 갖춘 트랜잭션이
가능해지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해진다 즉

보안 소프트웨어는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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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억

만 명으로 불과 개월 사이에

명이 증가하였다 유선전화 가입자도 지난 개월 동안
억

년 월 중
만

만 명 증가한

만 명에 달한다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조만간 이동전화 가

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유무
선 전화의 보급률이

정도로 통신서비스 시장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

통신서비스가 발달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
히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은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근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포화상태는 자연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

한 관심을 유발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통신시장의 폭발적
인 성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차
세대 이동통신 사업으로
되었다 세계 최초로

를 채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관심은 배가
기술을 상용화한 한국기업의 경험은 중국진

출의 훌륭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포털사

이트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에 있어 한국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통신산업은 아직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통신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방대하고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규모의 경
제가 발생하는 자연독점적 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허안에 의해 시장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중국 통신

시장의 빗장은 견고한 편이다 아직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제도 정보
의 강력한 국가관리 막대한 기초인프라 건설자본 등은 일개 기업의 노력
만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 중국시장의 매력이
공영일ㆍ권영주ㆍ임동민 외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ㆍ박종훈ㆍ박동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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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
신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기업의 성
공사례는 온라인게임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
중국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진출은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시장은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기반이 없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
하기 않다 한국기업들은

시장보다는 벨소리 캐릭터 다운로드 등

부가서비스를 포털사이트에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포
털사이트와의 협력이 중국의

시장 공략의 필수조건임을 의미한다

컬러와 사운드 역량이 강화된 세대 이동전화가 시장에 나오면
시장의 성장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국기업의 진출이 적극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업체와 공
조한 진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대 이동전화의 핵심기
술인

기술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서비스가 가능한 독자기술을 세대 이동전화에 구현함으로써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생산비 절감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쇼핑은 이러한 투자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의 비중이

에 달하고 있음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지향형 투자성공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투자 기업의

에 기초한 전자상거래는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기

업의 판매활동의 일환이다 시장공략을 위한 경영적 판단이 요구될 때 중
국 통신서비스 시장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단순한 상거래만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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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독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주문 생산 배송의 흐름을 알려주는 정보의 장으
로써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래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서 상거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신서비스 중 한국기업이 가장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경우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중국기업의 성장에 주시
해야 한다 그 동안 외국기업의 온라인게임 유통에만 신경을 썼던 중국기
업들도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온라인게
임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도 있다 엄청난 로열티 지불도 중
국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의 미르의 전설

이다 이 게임의 유통을 담당

하던 盛大網絡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직접 게임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현
실은 한국기업의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 주고 있다
.

對

정부는 통신서비스의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양국간에 형성된 기존의 통신산업
협력

사업 구도를 통신서비스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신

서비스는 중국시장의 성장규모와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배경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에
중국정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신산업의 국가주도와 통신
서비스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진출 자체가 중국의 통신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중국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벤처기업이 대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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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진출 기업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정부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곳
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의 경우 중국정부는 특정업체에게 허가를 주
고 이 업체가 성장하여 후발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술만
을 가진 한국의 벤처기업이 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중국
정부를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기업의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와 상표 및 로열
티 분쟁에 있어서도 외교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기술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상표와 로열티 분쟁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이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미르의 전설

를 공급한 한국의 액토즈와 유

통을 담당하는 중국의 盛大網絡와 분쟁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적극적인 중국정부와 소극적인 한국정부
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였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정보제공에 있어 업종별 협회나 연구기관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그러했듯이 중국의 통
신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정보와 사전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
게임 시장의 경우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가 있었다면 더 많은 로열
티를 받을 기회도 있었다는 점은

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진출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규모
가 작기 때문에 시장조사 등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기업도 중국진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실적에 급급한
진출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종전처럼 합자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
할 것이 아니라 합작법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경사무소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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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합작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계약 방법을 바꾸어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로열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보다 높은 계약금을 받고
기술 자체를 완전히 중국기업에게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럴 경우 기술은 서비스라기보다는 가공된 완제품을 파는 것과 같
은 경우가 된다 미국산 온라인게임인 워크래프트

의 경우 이러한 계

약방식을 채택하여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국의 모든 온라인게임의
년간 로열티와 맞먹는 액수인

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모든 서비스

를 중국에 넘겼다
서비스 콘텐츠에 있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확
한 시장의 흐름과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개
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경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등 기존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기술을 이용한 쌍방향 게임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보다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
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

’

진출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별개 서비스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의 연결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진출이 유망한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을 하나의 연결 서비스로 인식하고 진출방
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분모는 포털사이트에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는 가치사슬
될 경우 포털사이트는 포털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이라는 말 그대로 중국서비스 시장을 공

략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이 구현되면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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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이 기본콘텐츠로 제공될

것이다 이들 콘텐츠의 핵심이자 공통분모는 문화에 있다 이동전화 벨소
리에도 음악이라는 문화가 들어가 있고 온라인게임에도 게임의 줄거리
를 엮는 역사라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온라인쇼핑에서 거래되는 상품
에도 문화라는 공통요소가 들어가 있다 즉 문화가 제공 콘텐츠의 핵심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단기이익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만으로 중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한국 문화콘텐츠 진출의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소개하
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정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
하여 향후 제도변화에 한국 문화콘텐츠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상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에 진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양국 문화간에 형성되어 있는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동
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을 한국 문화콘텐츠
를 수출하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시장을 한국
시장과 동일시하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에 대한 상
대성과 배타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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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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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성과 중에 한국의 對中 경제교류ㆍ협력 방향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으로 거대한 시장잠재력이 빠르게 현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개
방 확대로 인해 한국에게 커다란 진출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세계적인 저비용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으로
도 부상하면서 유통 금융 통신 분야에서도 해외의 경제자원을 빠르게
흡입하면서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
전자 즉 對中 진출기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유통ㆍ금융ㆍ통
신 부문을 다룬 각 장에서 정리하였다 후자 즉 중국의 동아시아 비즈니
스 허브화 추세는 한국경제에 대해 기회적인 측면보다는 도전 내지 위협
적인 측면이 강해 보인다 기회적인 측면을 든다면 對中 경제교류의 양과
기회 증대 한국을 중국진출 교두보나 중간재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외
국기업의 對韓 투자 증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의 지속
적인 활용이 가능하려면 한국경제가 앞으로도 중국경제에 대해 일정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차별성 내지 비교우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산업경쟁력이 급속
히 향상되어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게 된다면 상술한 기회의 측면은 이
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위협적인 측면으로는 對中 투자의 급증으
로 인한 한국내 산업공동화 위험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구상
실천의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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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세계적 공장ㆍ시장으로의 부상 추세와 한국경제의 對中 의
존도 급상승 추세에 대한 대처는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잘못 대처한다면 한국경제는 거대한 중국경제의 변방
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최근 동아시아의 생산ㆍ유통ㆍ금융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의 長
江 삼각주나 珠江 삼각주 일대는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비전
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고도성장 지속으로 이미 아ㆍ태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부상
하였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對中國 경제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년에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對일본 최대

수출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각각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對中 수출이 비
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

위 수출 대상국이 되었고

년 들어서는 미국마저 추월하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증가한

비

년

월 對中 수출은 전년동기 대

억 달러였고 對美 수출은

였다 그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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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을 상쇄하고 있는데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

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

에 달했다 표

참고

5-1>

(1992~2002 )
단위

수출
수입
수출입
참고

무역통계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유치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로부터 경제자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중국측의 통계로 보면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억 달러

년 말 누계로는

년

억 달러로

서 홍콩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으며 이 중 중화권 국가
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에 이은 제 위의 투자국이다 중국의 연간
치총액에서 한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년

로 상승했다 중국측 통계를 기준으로

中 직접투자 금액은 각각
모가 일본의

억 달러

년

유

수준에서

년 일본과 한국의 對

억 달러인데 한국의

규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한국의 對中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다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증가율은
에 달하였으며 특히

년

억 달러에 달하였고 중국의

년
월에는

년

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높아졌으며 투자국 지역 순위에서도 홍콩

년

억 달러 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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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다음으로 많았고 미국

억 달러 대만

억 달러 보다 많았

다
또한 한국의 對中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년대 중반까지 주요 투자

업종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자ㆍ
학 자동차 기계장비 등 자본ㆍ기술집약형 업종을 중심

석유화
년 전체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의 對中 생산설

투자액의

비 이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에
서도 생산이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세계적 생산ㆍ유통기지화 내지 경제대국화 추세는 한국에게 거
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수출경쟁력이나 동
비전 등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자칫

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잘못하면 한국의 자본 기술 산업시설 인재 등의 경제자원이 중국으로
대량 이전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한국 경제가 중국경제
의 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중 경제의존도의 빠른 상승추세 속에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비교우위 분야를 개발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최근 對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본ㆍ기술집
약 업종 등 비교우위 산업의 對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한국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개발이나 제조업의 고도화가 지연된다면 산업
공동화 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년 한국의 총고정자본형

성과 비교할 때 對中 직접투자가 점하는 비중은

로 아직은 낮은 수

치이다 그러나 한국의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대중 직접투자가 점하는 비
중은

년

→

년

→

년

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

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에는 경쟁과 相生
중국 상무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통계 참고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기준

전략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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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경제는 세계화 의 흐름 속에 있고 세계화는
경제ㆍ기술 자원의 전세계적인 합리적 배치를 추구하므로 兪可平
ⅲ 지구촌의 국경 없는 경쟁 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각국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는 한국경제
의 기본전략은 對中 경쟁력 확보에 있다 오늘날 지역주의
름 속에서 동아시아에도 역내

흐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경쟁

력이 없는 국가는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
다 즉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이웃나라와의 相生과 공동번영도 가능해지
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세계적 생산ㆍ유통기지화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길은 한국경제가 미래 중국 에 대해
경쟁력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개발ㆍ발전시키면서 중국경제와의 상
호보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에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체는 중국과의 분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만이 중국과의 제조업 분업 모
델로서 제시한 미소곡선

의 양단형 발전모델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발전모델은 기업의 가치산출 사슬에서 저부가가치의 조
립ㆍ하청 생산활동은 중국에 넘기고 특허ㆍ

설계 등 업스트림 활동

과 마케팅ㆍ운수ㆍ보관ㆍ브랜드ㆍ금융ㆍ기타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상류와 하류의 고부가가
치 부문은 한국에서 중류의 저부가가치 부문은 중국에서 행하는 분업구
조로서 미소곡선의 양단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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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of Service Industries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Chang-Kyu Lee, Hyun-Jun Cho, and Dong Yoon Oh

도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

고

산업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중국은 해외의 경제자원을 빠르게 흡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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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아시아의 서비스 중심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
업에 관심이 높은 유통∙금융 및 통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산업
의 개방 현황, 전망, 경쟁력, 외국기업의 진출 전략 및 국내기업과 정부의 향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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