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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전략

[요 약]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소비중심의 내수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기대
- 중국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지속
-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3%에서 2015년
에는 47%로 상승할 전망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3~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8.2%
성장하여 제조업의 5.5% 성장에 비해 빠르게 확대
- 국내업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제조업 관련 분야인 도소매·유통과
운송·물류이나, 최근에는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산
- 그러나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에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부족뿐만 아니라 외
국기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규제로 인해 애로가 존재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전
략을 강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및 문화를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
- 중국진출 초기단계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중국의 규제와 사회, 문
화적 특수성을 극복
- 신규 유망서비스, 틈새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중국 서비스시장의 잠재적 규제요소를 파악하여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

□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정책기조로 서비스산업 빠른 성장 예상
중국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매
우 취약한 상황임.
-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9년에 43.4%로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이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패턴에서 내수주도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그동안 4조 위안 투자1) 및 10대 산업진흥계획, 각종 소비촉진정책 등을
<그림 1>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요산업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0」
.
주 : GDP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의 명목부가가치 비중임.

1) 4조 위안 투자 계획은 2008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내수진작을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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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수를 진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는 소비중심의 내수확대 전략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2)
- 성장의 기조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외무
역정책도 양고일자 제품3)의 수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내수주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와 중국 소
비시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
- 중국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불안
정성을 확인하였음.
- 또한, 중국은 소득증가로 인한 중산층 증가, 1980년대 이후 출생한‘80
후’
(바링허우) 세대의 부상, 서부개발로 인한 소비층 확대 등으로 내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정부는 내수주도형 성장에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높은 글로벌 서비스기업과 중국 서비스기업 간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즉, 지분이전, 자산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합작
을 유도하고, 외자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있음.

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설, 기반시설, 생태환경
건설 및 쓰촨지진 피해 복구 등 영역에 2010년까지 총 4조 위안을 투자하는 계획안임.
2) 중국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2010년 43%에서 2015년에는 47%로 증가시
키는 계획을 추진 중임.
3) 양고일자( 高一資) 제품은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자원소비형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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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가와 사회구조 변화로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에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기준으로 약 1만 4,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4)
- 중국의 소득과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소비패턴과 내수시장의 구조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과거에 비해 생활필수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의 다변화가 지속될 것임.
서구문화에 친숙한 바링허우세대가 본격적으로 소비를 주도하게 되면 소비
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됨.
- 필수재보다는 사치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임.
- 특히, 여가생활, 의료, 건강관리 및 미용, 교육, 외식, 문화콘텐츠 관련 소
비 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보다는 지식서비스의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
소득증가와 함께 고령화도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1979년부터 실시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2001년‘고령화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고령사회’
로,
2036년에는‘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5), 6)

4) 산업연구원,「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 유망업종」
, 정책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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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인구 현황
단위 : 만명, %
1990

2000

2010

116,001.7

129,533.0

137,053.7

남성

51.60

51.63

51.27

여성

48.40

48.37

48.73

도시

26.23

36.09

49.68

농촌

73.77

63.91

50.32

0~14세

27.76

22.89

16.60

15~64세

66.74

70.15

74.53

65세 이상

5.57

6.96

8.87

총인구
성별 비중

지역별 비중

연령별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중국은 향후 노후보장 관련 보험 및 고령친화 서비
스 시장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의 고학력화 추세로 인해 향후 중국 진출 시 저임금 단순노동직을
주로 고용하는 업종보다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
상됨.
- 중국은 18~22세 인구 중 대학 재학생의 점유비율이 1992년 4%에서
2007년 23%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고학력화가 지속되면 향후 저임금 생산직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반
면, 고임금 사무직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됨.

5)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함.
6) 중국은 현재 고령화에 직면한 다른 국가와 달리 소득이 높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가 충
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
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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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 요인과 영향
변화 요인

내용

영향

내수확대

서비스산업 활성화

내구재 소비 증가 및 고급화

수출패턴 변화

양고일자 제품 수출 지양

고부가가치 저탄소배출 상품
생산 및 수출 증가

고령화

2030년 세계 최고령 국가

고령친화서비스 수요 증가

도시화

도시화율이 2010년 49%에서 2020년
63%로 증가, 가구당 인원 수 감소

도시주택 수요 증가,
도시가구 소비패턴 변화

고학력화

대학진학률 1992년 4%에서 2007년 23%로 상승

소비패턴 다양화 및 고급화

바링허우세대 부상

2010년대부터 바링허우세대가 30대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소비 주도층으로 진입

사치재 수요 증가

정부
정책

사회
구조

자료 : 산업연구원,「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 유망업종」
, 정책자료, 2011.
주 :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서비스기업 현지 법인의 수는 1,301
개, 투자액은 8억 2,300만 달러에 달함.7)

<그림 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 추이

자료 : 전게서.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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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3~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8.2% 성장
하여 제조업의 5.5% 성장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3~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6.5%
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
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24.9% 증가함.
국내업체들이 중국에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제조업 관련 분야인 도·소매
유통과 운송·물류로서, 전체 서비스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각각 36.2%, 18.0%에 달함.
<표 3>

업종별 서비스산업의 대중국 해외투자 금액 추이
단위 : 천 달러, %
2008

2009

2010

1,578,083

2,327,027

1,693,071

2,294,409

5.5

255,028

1,210,371

366,179

822,962

18.2

54,962

532,240

156,634

219,541

21.9

운수업

4,159

50,621

22,076

29,370

32.2

숙박 및 음식점업

6,315

58,362

34,583

35,247

27.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81

24,734

18,010

8,740

1.7

113,038

322,980

49,742

346,995

17.4

35,788

76,972

26,355

11,722

-1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37

59,098

30,177

127,332

7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81

5,818

3,583

2,289

-1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1,257

4,541

4,910

3,945

1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34

1,003

56

2,010

1.3

15,912

59,096

17,955

7,553

-10.1

5,363

14,892

2,098

28,186

26.7

제조업
서비스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업
종

연평균 증가율
(2003~2010)

20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

32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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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
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도소매·유통) 삼성SD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소망화
장품, 태창기업, 금영, 빅야드, 웅진코웨이 등 중소기업들도 다수 진출함.
- (운송·물류) 한진해운, 금호고속, 대한통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이 주류
를 형성하고 있으며, 범한판토스, 세진로지스틱, 흥아해운, 천일정기화물
자동차 등 전문업체들도 진출함.
<표 4>

중국진출 성공사례

업체명

주요 내용

삼성SDS

·삼성SDS는 1997년 업계 최초로 중국 북경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중국 지하철 승차권발
매 자동화시스템(AFC) 구축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삼성SDS는 AFC 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요금정산센터 등 연관사업과 주차관리 시스템, U-City
사업 등 SIE(Soci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관련 분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2003년 중국 최대 포털서비스업체인 시나닷컴과 합작으로 <리니지>의 상용
비스를 시작하였음.
·2006년 독자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중국정부의 온라인게임 수입쿼터제 등의 규제로
해 2007년 매출실적이 부진하였음.
·이에 따라 2007년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인 Shand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아이온>을
시하였음.
·엔씨소프트는 합작법인→독자법인→합작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시장의 제도적 규제와
국 온라인게임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있음.

인
출
외

연세SK병원

·연세SK병원이 설립한 다롄SK병원은 중국에 처음 세워진 정맥류 치료 전문병원으로, 2000년
원내원 방식으로 개원하였음.
·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을 모두 중국인으로 현지화해, 개원 6개월 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흑자
를 기록하고 있음.
·연세SK병원의 성공은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과 현지화 전략의 결과라 볼 수
있음.

범한판토스

·범한판토스는 1998년 톈진에 진출한 이후 현재 화북, 화중, 화남의 3개 사업부를 운영하는 중
국 내 대표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였음.
·진출 초기 현지 물류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중국 내 기반을 강화했음.
·현재 중국에서만 연 매출 5,000억 원을 올리고 있음.

자료 : 산업연구원,「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진출 유망업종」
, 정책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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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사업서비스) 제일기획, STX, 다우기술, 삼성SDS, 포스코 엔지니어링 등
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 QM&E 등 컨설팅업체도 진출함.
- (교육·의료) 대교, 한솔교육, 재능교육, YBM시사, 한국우리들병원, 함소
아 한의원 등이 진출함.
- (문화서비스) CJ CGV(영화관 운영), 웹젠(온라인게임 개발 및 운영),
Neowiz Games(소프트웨어 개발), 컴투스(모바일게임) 등이 진출함.
한편,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IT서비스,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물류서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사례가 확
인됨.

□ 서비스산업 대중국 직접투자의 애로요인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은 다양한 업종에서 시도되어 몇몇 업종에
서 성공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진출에는 애로요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중국진출이 가장 활발한 업종인 물류서비스는 서비스기업의 단독 진
출이라기보다는 제조업체의 중국진출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향유한 측면
이 강함.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기
업의 경쟁력 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나, 중국 서비스시장의 폐쇄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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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외국 서비스기업에 대한 까다로운 명시적·묵시적 규제가 많은 상
황임.
·예컨대,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은 병원에는 분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중국정부의 직·간접적 간섭이 많은 상황임.
·비교적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삼성SDS와 엔씨소프트도 중국정부
의 자국기업 보호 정책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진출 초기단계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국은 다양한 잠재적 규제와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아직 시장경제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하여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이 단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초기단계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기업과의 합작은 기존의 유통경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
적·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같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음.
중국진출 초기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후에도
현지 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함.
- 예컨대, 온라인게임 사례와 같이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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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견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지 기업과의 합작 및 제휴는 이
러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 중국 문화 및 내수시장의 특수성 파악이 중요
서비스기업이 중국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현지화
도 반드시 필요함.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우수인력 고용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과거 제조기업의 생산관리형 고용시스템에서 벗어나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의료서비스에서 연세SK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중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이유도 이러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중국진출 시 하나의 품목으로 장기적·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가 어려우
므로, IT서비스의 사례와 같이 틈새시장에서 일정기간 수익을 창출한 후 새
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투자의 회임기간과 향후 유망서비
스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신규 유망서비스 및 틈새시장 발굴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
부의 역할도 중요함.
- 정부는 시장조사 및 유망서비스 발굴을 위해 현지 진출업체 및 공공기관
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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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서비스시장에 존재하는 잠재적 규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여 중국진출을 고려하는 서비스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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