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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0123-136)

中, 2008년 GDP 성장률 한자리수로 떨어져
- GDP 성장률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 - CPI 5.9% 상승, 소매액 21.6% 증가 - 올6월말에야 성장유지정책 효과 나타날 전망 KOTRA 베이징KBC 고계화(H04055@kotra.or.kr)
□ GDP 성장율 전체 연도 9%, 4분기에는 6.8%
○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국장은 1월 22일의 기자발표회에서
2008년도 중국경제는 ▷비교적 빠른 성장 ▷가격수준 점차 안정
화 ▷구조 우량화 ▷민생개선의 4대 특징을 보였다고 발표함
○ 1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30조
670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함
- 이는 2003-2008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의 두자릿수 이상 성장률로부터 급락한 상황을 보임
- 분기별 GDP 성장률이 점차 둔화세를 보여 1분기의
10.6%10.1%(2분기)9.0%(3분기)6.8%(4분기)에 달함
- 산업별 성장률은 각각 1차산업5.5% 성장, 2차산업 9.3% 성장, 3
차산업 9.5% 인 것으로 집계됨
최근 6년간 GDP 성장률 추이

자료원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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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량 연속 5년 증가, 공업생산액 성장률 둔화
○ 2008년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5억 2,850만톤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으며 연속 5년간 증가세를 보임
○ 2008년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2.9%로 전년대비
5.6%p 둔화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지역별 동부, 중부, 서부의 증
가율은 각각 11.6%, 15.8%와 15.0%로 중, 서부지역이 동부지역
에 비해 빠른 성장률을 보임
○ 2008년도

1-11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액은 2조 4,066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으며 그중 이윤액이 가장 많
은 5대 업종은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업, 석탄채굴과 선택업, 교통
운송설비제조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이 포함됨
□ CPI 연속 8개월 하락, PPI 연속 4개월 하락
○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9% 상승했고 그중 도시가
5.6%, 농촌이 6.5% 상승함
- 품목별 식품가격이 전년대비 14.3% 상승해 전체 물가지수 상승
에 4.65%p 견인작용을 일으켰으며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전
체 물가지수를0.82%p 끌어올림
○ 2008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월에 8.7%의 최고수
준을 보인 후 5월부로 연속 8개월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12월
에는 1.2%에로 하락함
- 이는 2008년도 중국정부의 물가상승 방지정책의 꾸준한 시행과 9월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초래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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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중국의 공업품 출하가격(PPI)은 6.9%로 상승했으며 12월
에는1.1% 상승했고 원자재, 연료 등의 구매가격은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업품 출하가격은 9월부로 연속 4개월 지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
는 9월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고 전번적인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초래된 결과임
2008년 월별 CPI와 PPI 변화폭

자료원 : 국가통계국
□ 고정자산투자, 중부와 서부 지역이 동부지역을 초과
○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고정자산 총투자액은 17조
2,291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했으며 그중 도시투자액
증가율은 26.1%, 농촌은 2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도시투자에서 산업별 1차산업은 전년대비 54.5% 증가, 2차산업은
28.0% 증가, 3차산업은 24.1% 증가함
○ 지역별 각각 동부지역이 전년대비 21.3% 증가, 중부는 33.5% 증가, 서
부지역은26.7% 증가해 중부지역서부지역동부지역의 순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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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개선
○ 2008년 중국의 사회소비품매출총액은 10조 8,488억위앤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함
- 업종별 도,소매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1.5% 증가, 숙박업은 전
년대비2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동기간 중국 도시1인당 가처분 소득액은 1만 5,781위앤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4,761위앤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의 증가와 동시에 중국의 사회보장체계가 더욱 완벽화되고 있음
- 통계결과 2008년 중국의 기본양로, 기본의료, 실업보험, 공상보
험, 생육보험 등 5대 보험기금의 총수입은 1조 3,808억위앤으로
전년대비27.7% 증가했으며 이외 전국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수
준 또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 2008년 중국 도시의 신규취업증가 인구수는 1,113만명으로 이는
연초 목표치 1,000만명의 약 111%에 달함
- 또한 세계 금융위기 환경속에서 2008년말 중국 도시 실업율은
4.2%로 전년대비 0.2%p 소폭 상승함
□ 11월부로 무역 마이너스 성장
○ 2008년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2조 5,6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그중 수출은 1조 4,285억 달러로 전년대비17.2% 증가,
수입은 1조 1,331억 달러로 전년대비 18.5% 증가함
- 무역흑자는 2,955억 달러로 전년대비 328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중 4분기에 들어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시장의 수요가 하
락함에 따라 11월부로 대외무역액이 하락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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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결과 2008년 11월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9%
하락, 그중 수출이 2.2% 하락해 2001년 7월이래 처음으로 월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12월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11.1%하락했고 그중 수출이 2.8%
하락, 수입은 21.3% 하락한 결과를 나타냄
□ 외국인투자 기업수 줄고, 외자유치액 늘어나
○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신설 외국인투자 기업수는 2만
7,514개로 전년대비27.4% 감소한 반면 실행액기준 외자유치액은
923.9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6% 증가함
○ 12월에는 신설 기업수와 실행액 기준 외자유치액이 모두 줄어들
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25.8%와 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기간 선진국의 대중투자가 줄어들어 미국의 대중투자 기
업수는 전년동기대비 32.6% 하락, 실행액기준 외자유치액은 전
년동기대비 12.5% 하락함
- EU의 대중투자 기업수는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 실행액기준
외자유치액은 3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2008년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 9,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7.3% 증가함
□ 총 통화량 지속 증가, 대출증가액 뚜렷해
○ 통계결과 2008년 12월 말 중국의 총통화량(M2)는 47조 5천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협의통화량(M1)은 16조 6
억 위앤으로 전년대비9.0% 증가함
○ 금융기관의 대출액은 30조 3,468억 위앤으로 2008년 연초에 비해 4조
9,114억 위앤 증가, 전년대비 1조 2,792억 위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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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2009년도 경제성장을 위한 건의
○ 일부 학자들은 중국정부의 성장유지정책이 단기간내 효력을 발생
하기는 어려워 2009년도 GDP성장율은 여전히 일정기간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함
- 보통 한건의 투자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결정지방정부에 하달지방
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각 기업체에 배분은행대출기업의 원자재
구매, 직원고용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예측할 경우 올 6월쯤에야 효과
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부 학자는 올해 실업율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크게 하락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
다고 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천둥치(陳東琪)부원장에 따르면 올
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의 시행을 견지해야 하며
각 세수부담감소 및 공공지출 증가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화정책에서 은행준비지준율과 대출금리를 지속 인하할 필요성
이 있음을 표시함
○ 중국 인민대학재정금융학원 안티푸(安體富)교수는 증치세와 기업
소득세 세수수입이 중국 총 세수수입의 73%를 차지한다며 향후
증치세를 현행 17%15%로 인하, 기업소득세는 현행 25%23%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함
자료원 : 국가통계국, 금융계, 신화망 등 자료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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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대를 통한 기업의 위기 대처방안 Ⅱ
(유럽의 CE인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국지사 김창성 총경리(hplcms@ktr.or.kr)

현재 CE의 영향력은 유로머니(Euro Money)보다도 강합니다.
유럽은 표준과 규격(Standard)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 있었고,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는 영국을 위시한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의 CE는 이
제 유럽은 물론이고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도 이 제
도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현재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거래에서도 CE 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저번 글에 이어 유럽의 CE마크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인
증마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과 주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호 기고에는 요즘 유럽의 바이어에게 자주 문의가 들어오
고 있는 REACH SVHC에 대하여 규정과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EU시장의 통합
- 배 경
2차대전 이후 경제력 분산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 열세 1970
년대 석유파동 이후 급격한 경제침체를 타개 하기 위한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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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확대, 발전시킴(EU, EFTA, 동유럽) 역
내 교역의 모든 장벽(물리적, 기술적, 재정적)을 철폐하여 자원,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하여 경제 성장 촉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주도권 회복
※ 기술적 장벽 철폐
"유럽통합 백서는 EU역내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위해 각 회원국들의
건강, 위생 및 안전, 환경보호의 규정 목적을 수렴한 총160여개의 지
침을 제정, 시행
유럽의 EC 인증제도와 CE마크
1. EC시장 통합의 일환으로써, 지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
기 위하여 기술적 장벽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EC 이
사회에서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신체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제 방안이 채택되었다. EC의 통합이 적극 추진
되면서 기존의 인증제도는 거의 그대로 두고, EC차원의 새로운 인
증제도(EC,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가에게 통일되게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자국의 규격과 기술
규정에 소비되는 상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갖고 있고,
유럽지역차원의 인증제도도 실시되고 있으나, 1985년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의 채택으로 기존의 EC차원의 인증제도를 보다 포
괄적이고,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 EC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C지침(Directive)에서는 제품에 대한 필수
요건(Essential Require-ment)만을 지정하고, 세부 내용은 전기분
야 에서는 CENELEC(전기기술 위원회), 비전기분야에서는 CEN(유
럽 표준화위원회) 그리고 정보 통신 분야는 ETS(유럽 전기통신표
준 연구소)등의 유럽표준화 기관들이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유럽
규격을 개발하고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에서 자유로이 유용되도록 허용되는 방
안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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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규격의 종류
규

격

개

요

EN
각 회원국이 기존 국가규격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채택
(EuropeanNorm) 해야 하는 국가 수준의 유럽 통일규격이다. 따라서 EN
(유럽규격)
규격은 EN각국의 국가표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HD
(Harmonezed
Documents)
(조회문서)
ENV
(European
pre-tandard)
(유럽예비규격)

EN규격으로 의 전환기간을 유보하기 위해, 또는
가맹국의 기술, 기후,풍토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각국간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인정한 유
럽 규격이다.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EN규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지
침으로서 발표되는 규격으로 최대 3년 이내의 시행
기간 후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기술지도가 시급한 분야, 인명과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Pr-EN○○○○"과 같은 형태로 발표된다.

EN, HD, ENV의 차이점
구

분

채택방법
(투표절차)
투표기간
국가별차이점
(Deviations)
현상동결협정
(Stand_still_
agreement)
재검토 기간
국가규격으로
채택 또는
시행의무
시행기간
기 타

E

N

H

D

E N D

가중다수결

가중다수결

가중다수결

2개월+1

2개월+1
A:국가법률상
B:기술규정상

3개월

적용

적용

제외

매 5년

매 5년
HD내용을
공고하고
상충하는
규격폐지
일반적으로
발표 6개월 후

2년후

불인정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상충
하는 규격폐지
일반적으로
발표 6개월 후
표지만 붙여서
국가규격으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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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NV내용 광고

즉시
표지만 붙여서
국가규격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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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
1. CE는 Conformite European의 약자이다.
2.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
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
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3.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
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CE마크가 없고 해당되는 조건들을 준수
하지 않는 제품들은 유럽 지역 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할 것
이다. 반드시 생산자 스스로 또는 지정된 기관이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일단 자사 제품이 CE마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품목별 지침을 검색해야 하는데, 지침은 대
개 일정한 구조로 서술되어 있는데 먼저 지침의 제정 근거와 목적
등이 서문에 기술되며, 각 항목(Article)과 부속서(Annex)에 포함
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기본 카테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
•
•
•
•
•
•
•
•
•

Scope (구체적인 대상품목, 상품안전에 관한 위험도 및 특별
한 적용 제외 품목)
General clause for placing on the market (상품의 시장 유통
시 일반조건 및 기준 등)
Essential Requirements (품목별 필수요건)
Free movement of goods (CE마킹 상품의 EU시장 자유유통
보장)
Conformity assessments (적합성 인증 절차)
Reference to standards (관련 규격 리스트)
Safeguard Clause (필수요건에의 비적합시 각국의 규제조합)
Standing Committee (관련규격의 미비, 하자 또는 여타 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 위원회 구성)
CE marking (CE마크 부착방법)
부속서 (각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항)

4. 따라서 CE마킹의 부착대상과 적합성 선언 및 마킹 방법 등이 소개
되어 있으므로 지침의 내용은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는 대상 품목에 따라 적합성 인증시에 제조자 스스로 필수요건과
관련 상품과의 적합성을 선언하는 자기인증(모듈 A) 방식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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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물론, EU 인증기관(N.B.)을 통한 적합성 인증방식을 택 할
경우에도 관련 지침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시험검사
시의 시간적, 물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마크와 KS마크의 차이
항 목
대상물

CE마크

KS마크
제 품

제 품

가공방법

Global Approach에 의한 모듈
방식
심사방법

규 격
표시방법
마크의
표시자

1) 자주선언
2) 형식심사(공인기관)
3) Unit 검정(공인기관)
4) 전체의 품질보증심사
(공인기관)

표현화 능력평가
의한 심사

EN 규격·기타

KS 규격

제품 또는 포장

제품 ·포장·용기 또는 송장

1) EC(EU)지역내·외의 제조자

1)한국의
사업소)

기관에

제조자(허가된

2) 역내에 있는 제조자가 지정 2)한국 이외의 제조자
한 대리인
(승인된 사업소)

CE마킹의 의미
- CE마킹은 EU이사회 지침으로 정한 상품의 안전, 위생, 소비자의 건
강, 환경보호를 위한 마크이기 때문에 유럽17개 EEA회원국 이외의
영역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 CE마킹은 대상상품의 경우 EEA역내에서 강제 시행되고 의무적으로
이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
- CE마킹을 한 상품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한 EU 이사회 지침의 필수요
건과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이 인정되어 EEA 영역 내에서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만약 허위로 마킹을 한 것이 발견
될 경우, 각 회원국은 이에 대한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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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마킹은 각 대상품목별 지침에 정해진 인증모듈을 선택하여 이루
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제조자, 수입업자와 같은 유통상의 책임자
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특별히 지침으로 인증기관
(Notified Bodies ; N.B.)의 시험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시험 인증서가 필요하다
- CE마킹은 실제로는 이에 대한 모든 고려를 담아 제정되어 있는 EU
공동규격 (EN)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CE마킹의 대상품목과 기본적인 절차는 관련 EU 이사회 지침에 발
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회원국은 CE마킹 제도를 자국 법
체제에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스스로 결
정, 시행한다.
•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꾀하는 기업은 해당제품이 CE마킹의 대
상품목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는 다음의 표의 방법으로 조사하면 효율적 이다. 또한 EU 이
사회 지침의 개정 및 신규발표에 관해서도 항상 EU관보
(Official Journal)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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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대상 품목류
지 침 명

대 상 품 목

완구의

어린이완구

안전성
단순

(인형,장난감,자전거 등)
0.5bar이상

압력용기

(원자력, 배 등 기기)

가스기기

기계안전
EMC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 저울
개인
보호장치
이식용
의료기기
온수 보일러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

저전압기기

가스조리기구, 히터,
온수기
공작 및 목공기계,
식품기계, 전기공구

일반안전제품
위성
지상기기
민수용 폭약
방폭기기(AT
EX)
레크레이션
선박
승강기

88/378/EEC
87/404/EEC
90/488/EEC

사용가능

강제의무

일자

시기
90.1.2

A, Aa, B+C

90.7.1

92.7.1

B+C, B+F
B+C, B+D,

90/396/EEC

92.1.1

96.1.1

91/368/EEC

93.1.1

93/44/EEC

95.1.1(일
부97.1.1)

가정용전기기기

92/31/EEC

FAX, MODEM

91/263/EEC

92.11.6

90/384/EEC

93.1.1

2003.1.2

92.7.1

96.7.1

90/385/EEC

93.1.1

95.1.1

92/42/EEC

94.1.1

98.1.1

89/106/EEC

91.6.27

미결정

95.1.1

97.1.1

95.1.1

98.6.14

저울
신체 보호용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AC 50V-1000V,
DC 75V-1500V의

각종 의료기기

G, B+E,
B+F

89/392/EEC

89/336/EEC

산업용, 의료용 일반계량

적 용 모 듈

90.1.1

무선장비,

전기용품
의료기기

관련 EC지침

89/686/EEC
93/95/EEC

73/23/EEC
93/68/EEC
93/42/EEC

92.1.1

A, B+C

96.1.1

A, B+C

제품에

B+C, B+D,

따라 상이

H
B+D, B+F,
G
A, B+C,
B+D, B+F
B+D, B+F,
H
B+C, B+D,
B+E

A, Aa
A, B+D,
B+F, H

92/59/EEC
지상국 기지용품

93/97/EEC

95.5.1

미결정

폭약류

93/15/EEC

95.5.1

2003.1.1

방폭제품

94/9/EEC

96.3.1

2003.7.1

소형선박

94/25/EEC

96.6.16

98.6.16

승강기

95/16/EEC

95.6.29

미결정
B+C, B+D,

해상기기

선박용 기기

96/98/EEC

96.12.30

99.1.1

B+E, B+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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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킹의 절차

CE마크 인증기관
- CE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다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
에 자회사를 설립한 TUEV 라인란드(주), 한국 표준 인증원, 한국
품질재단 등에서 테스트를 마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는 한 번 발급받게 되면 EU 회원국 및 EFTA 국가에서 효력을
지니며, 한국업체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의 문제 해결 및 검사기간 단축 등의 여러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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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인증기관
기관명 및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82-(0)2-2164-0025,26
www.ktr.or.kr

env563@ktr.or.kr
+82-(0)2-860-9860

Tuev 라인란드

업체개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
관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주 등에 사무소
를 두고 국내최다인증범
위를 가지고 있음.
독일의 최고 인증기관으

+82-(0)2-860-9967(고 로 한국에서 서울을 비롯
객지원)

한 대구, 창원에 지점을
두고 있음

한국표준인증원

info@kor.tuv.com
+82-(0)2-785-1697

http://www.isoiso.or.kr

iso@isoiso.or.kr

지원기관

ISO인증규격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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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행어로 본 2008년 중국
- 원촨대지진, 베이징올림픽, 멜라민 분유, 금융위기, 내수 확대 등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2008년 종합 10대 유행어
○ 중국 국가언어감측연구중심, 베이징어언대학, 중국매체미디어대학,
화중사범대학, 중국신문기술종사자연합회, 중국중문정보학회 등은
16일 2008년도 중국 주류 매체 10대 유행어를 발표함.
- 10대 유행어는 유형별테마별로 14종류로 분류했으며, 여기는 종
합, 국제시정, 국내시정,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체육, 사회생활
과 2008년도 주요 관심사인 민생, 금융, 베이징올림픽, 원촨대지
진, 해협양안, 개혁개방 30주년, 사회문제 등으로 나누어 발표함.
○ 2008년 종합 10대 유행어에는 △ 베이징올림픽 △ 금융위기 △
자원봉사자(지진 구조 및 재건 관련) △ 원촨대지진 △ 썬치(神
七, 중국 유인 우주선) △ 개혁개방30주년 △ 멜라민 △ 금리 인
하 △ 내수 확대 △ 식량안전 등이 선정됨.
□ 종류별, 테마별 10대 유행어

분류

10대 유행어

사회생활

△싼짜이(山寨), △ 結石寶寶(멜라민 분유로 결석에 걸린 아기), △
문제 분유, △ 수구족병, △ 졸업생 취업, △ 농민공 귀향, △ 디자인
도시, △ 블랙 스크린(black-screen: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불법 복
제판 윈도우 사용에 대한 경고), △ 맨파워 검색엔진(人肉搜索),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限塑令)

민생

△ 보장성 주택(국민주택), △ 농촌가전보조금제도(家電下鄕),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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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 로밍비용, △ 소(小)황금주, △ 최저 생활 보장, △ 가격제한 상
품 주택, △ 베이징-텐진간 도시 철도, △ 도로 보양보수비 징수 취
소, △ 유제품 품질 안전, △ 농업호구의 비농업호구 전환(農轉居)
금융

△ 시장 구제, △ 감원, △ 리먼 브라더스, △ 금융 해일, △ 버나드
매도프,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 구제
금융(공적자금 투여), △ 신용대출 위기, △ 주가 하락, △ 금융 혁신

△ 올림픽 개막식, △ 성화 봉송, △ 냐오챠오(鳥巢: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 수리팡(水立方:수영경기장), △ 마이클 펠프스, △ 우사
베이징 올림픽
인 볼트, △ 올림픽 보안, △ 베이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北京歡迎
你), △ 리우샹 경기 포기, △ 샹윈샤오우(祥云小屋)
△ 사랑(愛心), △ 堰塞糊(지진으로 생긴 호수), △ 重建家園(가정 재
건), 對口支援(1개 성, 지진피해 지역 1곳 1:1지원), △ 5․12, △ 心
원촨대지진 理援助(심리 치료 지원), △ 過渡安置房(과도 임시 거주 방), △ 전국
애도일(2008년 5월 19일~21일), △ 救災英雄(지진 구제 영웅), △
特殊黨費
△ 해협교류기금회(대만)와 해협양안관계협회(중국), △ 週末包機(중
국-대만간 단체여행), △ 三通(양안 간 경제, 우편, 항공해운 왕래
해협양안
개방), △ 赴臺遊(대만 여행 열기), △ 투안투안(團團:대만에 준 수컷
팬더), △ 위앤위앤(圓圓 : 대만에 준 암컷 팬더), △ 陣江會(양안 회
(대만 관계)
담), △ 立委'선거(대만 국회의원 선거), △ 兩會復談(양안 회담 재
개), △ 洗錢案(천수이볜 돈세탁 사건), △ 천수이볜 구속 사건
개혁개방
30주면

사회 문제

△ 중국특색 사회주의, △ 떵샤오핑, △ 11기 3중 전회(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확정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제회의),
△ 경제특구, △ 家庭聯産承包責任制, △ 일국양제(一國兩制), △ 경
제 체제 개혁, △ 發展是硬道理(발전은 확고불변의 원칙), △ 서부대
개발, △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건설
△ 싼루(三鹿:멜라민 파동을 일으킨 유제품 업체), △달라이 라마, △
周正龍案(멸종 호랑이인 華南虎를 찍은 가짜 사진 사건), △ 3․14 티
베트 사건, △ 폐쇄 탄광 제방 붕괴사건(싼시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76명 사망하였으며, 관리 부실을 문제 책임을 지고 멍쉬에농 싼시성
성장이 사직함), △ 刺五加注射液(주사액 부작용 사건), △ 섹스스캔
들(홍콩 배우 천관시 관련), △ 封口費(싼시성의 국유 석탄회사가 기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제공한 뇌물 관련 사건), △ 판파오파오(范跑
跑: 지진발생 지역인 두쨩엔의 학교 교사인 판(范)선생이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교실 밖으로 대피한 사건), △ 猥褻門(썬전 海事局 간부
린쟈샹의 아동 성희롱 사건)

자료원 : 인민망(www.people.com.cn)
○ 주요 용어 설명
싼짜이
(山寨)

☞ 싼짜이의 어원은 광동말로 소형, 소규모, 불법 지하 공장 등의 의
미를 가진 말로 빠른 모방을 일컫는 말임. 모조 제품을 빠르게 생산
하는 중국은 현재 휴대폰, 디지털카메라부터 가짜 유명인, 모방 소설
및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원래 제품보다 뛰
어나며 가격도 저렴하여 판매가 매우 잘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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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power search engine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描撲網
(www.mop.com)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검색 엔진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주요 사건 및 관심사 등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 등을 모두 검
맨파워
색해 볼 수 있음. 하지만 종종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파헤쳐 실
제 이를 통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생겨 사회문제로 비화
검색엔진
되기도
함.
百都知道(http://zhidao.baidu.com
)․
新浪愛問
(http://iask.sina.com.cn)․ 雅虎知識堂(http://ks.cn.yahoo.com), 描撲
(人肉搜索) 人肉搜索(http://dzh2.mop.com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人肉搜索(www.ren-rou.cn) 홈페이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신지
식, 지식in 서비스와 유사함.
☞ 베이징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포함) 기간 동안 올림픽 공원에 조
샹윈샤오우 그마한 공간을 마련하여 실물 및 멀티미디어 영상물 상영, 현장 수공
예 시범, 각 지역의 문화유산 전시, 다채로운 민족민간문화 등을 전
(祥云小屋) 시한 공간임. 각 성별로 샹윈샤오우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
였으며, 방문한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음.
☞ 특별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원이 내는 기금으로, 쓰촨성 원촨대지
진 발생 이후 수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해 납부된 기
특수 당비 금을 지진 재해지역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기록에 의하면 2008년 7
월 17일 기준, 전국 4324만 여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이 특수당비로
(特殊黨費) 90억8000만 위앤을 모금해 재해지역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
음. 공산당원들이 일반 국민에게 보이는 모범적인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중국 본토의 해협양안관계협회의 회장이자 국무원대만판공실 주
임인 陳云林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회장이자 국민당 부주석인 江
丙炳의 성을 딴 것으로 양안 관계의 실질적인 대화통로인 양 협회간
(양안 회담)
의 회담을 일컬음.
陣江會

☞ 1983년부터 실시된 농촌 경제체제 개혁조치의 하나로, 집체가 생
가정연산승포
산자료인 토지를 소유하되 농민이 분배된 토지에 대해 개인의 노력
책임제
으로 더 많은 생산을 했을 경우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는 부분을 초
과한 농산품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의 실시
(家庭聯産承包
로 인민공사가 폐지됐으며, 일정 정도 농민의 생산 욕구를 불러일으
責任制)
킨 것으로 평가함.

자료원 : 청두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종합 정리
□ 시사점
○ 종합 10대 유행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중국 한 해는 다사
다난했던 한 해로 깊이 기억될 것으로 보임. 연초의 남방지역 폭
설 및 혹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5월에는 쓰촨성 대지진을
통해 단합된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으며, 8월에는 발전
된 중국의 모습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알렸음. 하지만 9
월 곧바로 터진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 식품 안전 및
제품 안전 문제로 국가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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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는 빠르게 실물경제
로 그 여파가 뻗치면서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로 그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중국에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떨어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함.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10월 이후 내
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었던 한 해였음.
○ 우리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투자 정책이며, 또한 양안 관계의
개선을 통해 중국-대만간의 협력이 긴밀해짐에 따라 중국 시장에
서 우리 기업들과 대만 기업들의 경쟁 또한 더욱 가열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인민망(www.people.com.cn), 중국망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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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9년 10대 유통분야 이슈 전망
- 중소도시, 농촌시장, 온라인 판매는 상대적으로 전망 좋아 - 금융위기 영향 본격화로 유통업 구조조정 있을 듯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2009년 유통업 구조조정 예측
○ 중국 상업연합회에서 2009년 10대 유통분야 이슈 발표
- 2008년 12월 18일, 중국 상업서비스업의 개혁개방 30년 기념 포
럼에서 중국 상업연합회 전문가위원회는 '2009년 10대 유통분야
이슈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 중국 유통시장은 큰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업체들은 중소도시 및 농촌시장 진출을 위한 유
통망 개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힘.
- 지난해 발생한 쓰촨지진, 멜라민 파동, 금융위기 등의 환경변화
요소는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 기업 경쟁력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2009년 10대 유통분야 이슈
1. 중국 유통업,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것
① 백화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
-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일상용품이 대부
분이지만 백화점은 중고급 제품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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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분기 백화점 판매 증가율은 2007년 소매업 가운데 지난
해 1위에서 8위로 하락함.
② 가구, 실내 인테리어, 가전제품, 자동차 영향이 클 것
- 주가폭락, 주민들의 재산성(财产性) 수입 감소, 부동산 구매 감소
등 영향으로 가구인테리어가전자동차 소비도 위축될 것임.
③ 연해 지역이 내륙중서부 지역 보다 영향이 클 것
- 수출투자 및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출 위주인 연해발전지
역 경제발전은 내륙중서부 지역 대비 큰 영향을 받을 것임.
④ 도시가 농촌 대비 영향이 클 것
- 농촌시장이 도시보다 시장화 정도가 낮은 것도 한 원인이 되겠으
나, 이 뿐 아니라, 2008년 농민 수입의 지속 증가와 2009년 정부
의 농촌 지원책 확대될 예정으로
2. 소비 확대, 공급 최적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2009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 소비 증
가를 중요시할 것이며 서비스업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여 소비 확대와 취직난
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
- 해당 기업들은 어린이청소년중노년여성장애인
․
․
․
․
등 소비자 특징에 따른
구매수요를 구별해야 하고, 앞으로는 정보, 여행, 문화, 휴가, 스포츠,
양로 등 등 서비스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3. 식품안전 문제, 여전히 정부 감독기능 시험대 될 듯
○ 2008년 분유우유계란 등에 나타난 멜라민 파동에 따라 소비자들
의 중국 내 식품생산업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임.
- 2009년 중국정부는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해 식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식품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공동 관리를 하다 보니 감독 부
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식품 안전 감독 및 대응에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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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중국내 식품업체가 50만 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
규모 식품 기업도 적지 않아 기업의 책임, 신뢰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
4. 지진재해시장 서비스시설 복구, 유통 인프라 구축은 유통분야의
신 성장동력 될 것
○ 2008년 11월 5일,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과 쓰촨
간쑤(甘肃)산시(陕西) 시방정부는 공동으로 '원촨(汶川)지진 재건
시장 서비스 시스템 복구 전문 계획'을 발표하여 시행중임.
- 동 계획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자금 보조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방식을 통해 농산품 도매시장물류배송센터주요 상품비축
창고 등 유통기초시설 복구건설을 지원
5. 농촌 유통네트워크와 농산품 시장 개선, 업그레이드 대규모 전개
○ 향후 농촌 유통망 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촌 배달센터와 POS기를
이용한 통일 결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그 밖에, 상무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농산품 유통 선두기업 육성 프
로젝트를 추진하여 '마트+농산품 물류배송센터', '마트+농촌 유통
합작 조직'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발전을 추진할 것임.
6. 도시 유통 네트워크 조례발표 예정
○ 중국내 유통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에서는
과잉 점포로 인한 과열 경쟁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무원에서는 금년도에 '도시 유통 네트워크 조례'를
발표하여 도시 유통시설 합리화 배치와 발전을 추진할 예정임.
7. 대형 체인 유통기업의 확장은 둔화되는데 반해, 중소도시 확장과
지역발전에 집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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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소도시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대형 체인 매장들은 중
소도시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StarbucksCarrefourWalmart 등 외국 소매서비스 업체들은
중소도시에 체인점 개설을 가속화함.
- Walmart는 2008년 중국 내에 30개 체인점을 설치하였고 그 중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설치한 3개 매장을 제외한 기타 27개는 모
두 성 소재지와 중소도시에서의 판매 증가율은 Walmart의 전세
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함.
- 2009년 대형 체인기업들의 확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금
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도시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
8. 온라인판매는 대폭 증가할 것
○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2008년 전자 상거래 거래액
은 2조 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taobao 사이트 판매액은 433억 위앤에 달하여 까르푸 등
중국 내 대형 체인소매점의 판매액 보다 높게 나타났고 2008년
판매액은 1000억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가 전반
적으로 위축되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판매는 20009
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9. 유통업에도 친환경에너지 절감 트렌드 나타날 듯
○ 비닐백 사용 금지(限塑令)를 시작으로 유통업발전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중국의 유통분야의 자원낭비는 높은 에너지 소모, 낮은 재활용률
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대형 백화점과 마트의 에너지 소모는 선
진국대비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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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 문제로 중국 정부는 자원환경 관련 정책
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전기물 등 자원 절약,
재생자원 등 녹색산업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0. 상업 서비스업 협회 등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 소비수요가 감소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유통업 협회
등 관련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많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내수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
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2009년 중국 유
통업 및 시장 판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2009년 중국 유통업은 구매력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증가, 소비 진작을 이뤄낼
수 있는 여부는 향후 정부의 내수진작 대책의 실효성과 유통업분
야 협회등 전문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분석됨.
○ 상대적으로 시장 전망이 밝은 중소도시, 농촌시장, 친환경에너지
절감 관련 시장에 주목해야 할 것임.
- 10대 이슈에서 나타난 봐와 같이, 향후 중소도시, 농촌시장 등 비
교적 시장 전망이 밝은 분야에 주목하는 한편, 앞으로 유통업분야
에도 주류로 자리 잡을 친환경에너지 절감 관련 분야의 제품 개
발 등 신규 분야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중국내 우리 관련 기관은 물론, 현지 협회와 상회 등을 통한 정보
습득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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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협회의 역할은 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정부의 정책
이 기업 기층까지 전달하고 있어, 관련 협회 주관의 전시회나 관
련 행사 참가를 통해 내수 시장 진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 中金在线，国际商报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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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평판TV 시장 약진하는 본토기업
- 패널가격 하락과 농촌시장 확대 등으로 시장점유율 신속 확대 - 2009년도 평판 TV 시장규모는 1500만 대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2008년 중국 평판 TV 시장 동향
○ 중국전자상회가 12월 20일 발표한 08년 중국 평판 소비시장 경쟁
상황 및 09년 소비 수요추세 예측 보고 에 따르면 2008년 중국
평판 TV 수요량은 1220만 대로, 이 중 LCD TV는 1100만 대,
PDP TV는 120만 대로 중국 국내 브랜드인 하이신(Hisense),
TCL, 창홍(Changhong), 촹웨이(Skyworth), 캉쟈(Konka), 하이얼
(Haier) 등이 시장의 55%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삼성, 샤프,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필립스 등의 외국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
하고 있다고 발표함. 또한 브랜드 집중도 제고로 상위 15개의 브
랜드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전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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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 TV 구매 예정 소비자의 주요 고려 요소
- 중국의 평판 TV 구매 수요자는 주로 제품 구매 시 고려사항은
▷ 브랜드, ▷ 품질, ▷가격, ▷ 외관 디자인, ▷ 기능, ▷ 음향
효과, ▷ 사용 수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전자상회
○ 중국전자상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중국 도시 주민이 보유한
평판 TV 수량은 2800만대로 LCD TV가 85%, PDP TV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 ․ 중형도시 시장의 경우 현재 평판
TV의 보급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수요증가가 완만
해져 30% 이하의 성장에 그쳐 총 수요량은 1500만 대에 그칠 것
으로 내다보고 있음.
- 주요 수요 증가 요인으로는 2, 3급 도시의 시장의 수요 증가와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의 확대에 따른 소형 크기의 LCD TV
의 농촌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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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평판 TV 시장판도 변화, 중국 국내 브랜드 주요 약진 요인
○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조정 탄력성 확대
- 외국 브랜드의 경우 주로 전방산업인 패널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패널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과거 전방산업에서의 이윤 확보
로 TV 판매가격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가격 경쟁
력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반대로 중국 국내 업체들은 패널
가격 하락으로 TV 완성품에 대해 가격 조정에 대한 폭이 넓어짐
에 따라 상황 대응능력이 제고됐다고 볼 수 있음.
○ 중국 국내 평판 TV 업체의 전방산업 진출 가속
- 또한 중국 국산 평판 TV업체가 단순 TV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전방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제품 및 마케팅에서도 고화질
제품 및 디지털 일체화 제품을 내놓는 등 발전을 지속하고 있어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제고된 데에 따른 것임.
- TCL, 창홍으로 대표되는 중국 패널 생산업체 역시 핵심 부품 생산이
가능한 상황으로 창홍의 경우 2009년 2월부터는PDP 패널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TCL이 혜주에 건설한 LCD 모듈 프로젝트 역시
설비 안장을 완료하고 생산 테스트 단계에 있어 중국 국산 패널의
시장 점유율도 50~60% 가량으로 제고될 것으로 봄.
○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家電下鄕) 확대 실시
- 또한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
(家電下鄕)의 시행 범위가 넓어지고,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이 보조금 제도의 주요 수혜 업체가 중국 국내
기업들로 구성됨.
□ 2008년 연말 및 2009년 연초 평판 TV 시장
○ 중국 로컬 기업들의 대대적인 기습 가격 인하와 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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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중국 평판 TV 업계 역시
중국 로컬기업들의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짐. 11월 상순
중국 국내 평판 TV 제조업체들은 19인치 LCD TV는 1000위앤
이하, 32인치 2999위앤, 42인치 5500위앤, 47인치 5999위앤,
52인치 9999위앤에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실시하였
으며, 가격 하락폭은 최대 30% 이상을 초과함.
- 奧維資詢(AVC)의 자료에 따르면 TCL의 경우 가격 인하 판매 전략으
로 시장점유율을 14.5%로 끌어올려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국내 브랜드 평판 TV의 1, 2급 시장의 점유율은2006년 5월 이후 처음
으로 50% 이상을 차지한 5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奧維資詢(AVC)이 2009년 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기습 가격 인하 이하 중국 국산 평판 TV의 시장 점
유율은 68%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경제 참고보에 보도에서
도 현재 중국 LCD TV 시장에서 중국과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6:4 정도로 과거 외국 브랜드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과는 서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발표함.
○ 이처럼 중국 국내 평판 TV 업체의 판매가 인하가 가능했던 이유
는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과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평판TV 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패널
가격 하락, 얼어붙은 소비 심리 자극을 위한 가격 인하 정책, 주
요 철강, 유색금속 등 원자재 가격 등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해
석하고 있음.
○ 커지는 3, 4급 시장 선점하는 중국 로컬 브랜드 기업
- 2009년에는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
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혜농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
의 확산 등으로 농촌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현급시 및 향
진급 시장에서의 2000위앤 이하의 평판 TV 판매가 증가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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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3, 4급 시장(현급시 및 향진급 시장 : 농촌시장)의 경우
1,2급 도시와는 달리 유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진입
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지지와 기존
유통망 및 A/S망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실시하는 반
면 외국계 기업들은 타깃 시장의 불일치와 유통망 불완전 등으로
소극적인 상황임.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중국 국내 평판 TV 제조업체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 시장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 국내 시장에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향후 평판 시장의 수요는 △ 1․ 2선 도시 주민의 CRT
TV 교체 수요와 보급화, △ 80후 세대의 신혼 가전제품 구매 수
요, △ 3급․4급 시장 및 농촌시장의 수요가 평판 TV 시장의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내 평판 TV 주요 제조업체는 외국 브랜드와의1급, 2급 시
장의 점유율 차이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 동시에,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 실시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전쟁터인 3, 4급 시장
및 농촌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CRT TV 판매 시 구축한 비교
적 잘 갖추어진 유통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음.
○ 2008년 12월 20일, 중국전자상회(CECC)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
구소(CESI)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2008-2009년 중국 평판 TV
시장 발전 고위급 포럼에 따르면 향후 중국 평판TV 시장은 고화
질, Full HD, 디지털TV 컨버전스,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멀티미디
어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이 소비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평판 TV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의 동일 크기 기준 가격
차이도

과거

30%

정도의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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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가량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 賽迪顧問(CCID), 新浪(Sina), 중국전자보, CNET중국, 경제참
고보 등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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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신감 잃은 중국 기업들
- 기업신뢰도지수 3년만에 최저, 기업수익률 하락과 경기침체 반영 - 중국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서비스업 투자 환대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 中, 2008년 4사분기 기업신뢰도지수 급락
○ 기업신뢰도지수 3년 만에 최저
- 작년 4사분기에 기업신뢰도지수 94.6점으로 3사분기에 비해29.2
점이 하락했으며, 전국 기업경기지수 역시 20점 이상 하락함.
- 기업신뢰도지수는 기업가들이 외부시장 경제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성한 수치로 미래 투자수요
를 판가름하는 역할을 함.
기업신뢰도 및 경기 지수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제조업 부문의 낙폭 가장 심해
- 전국 기업신뢰도지수 중 제조업 부문의 기업신뢰도 지수가 87.2
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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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매출 규모가 500만
위앤 이상인 제조업체들의 이윤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4.9% 증
가에 그친 2조4066억 위앤으로, 지난해 동기의 36.7%에 비해
31.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홍콩‧마카오‧대만 등 중화권에서 투자한 기
업체의 둔화가 두드러짐. 이들 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와 비교
해 3.1%나 떨어짐.
- 업종별로는 철강산업이 13.7%, 전력산업이 84.1%, 금속제련산업
이 34.1%, 화학섬유가 74.9% 각각 줄어든 반면, 석유천연가스산
업이 37.2%, 석탄산업이 133.7%, 교통운수산업이 15.7% 각각
늘어나는 등 극심한 차이를 보임.

자료원 : 중국통계청
□ 주요 원인
○ 총체적인 경제 발전 둔화
- 11월 수출입액은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동기대비 2.2% 하락함. 수입액은 동기대비 17.9%, 수출입 총액
은 9%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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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제조업 증가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5.4%성장에 그침. 증가
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11.9%가 하락했으며, 또한 10월의 8.2%
보다도 낮음. 이는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저 수치임.
- 주요 도시와 성의 수출입도 하락을 기록했음. 중국 수출의 30%
를 차지하고 있는 광둥성의 수출입 총액은 11월 처음으로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출입총액은 533억5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2.2% 하락함. 또한 증가폭은 지난달에 비해 19.3% 하락
함. 중국 최대 경제 도시 상해의 11월 수출입총액도 통계가 집계
된 7년 동안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함. 전년 동기 대비 9.7% 하
락했고 수출은 2.4% 하락함. 수입은 2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8%가 하락함.
○ 기업 실질 이윤의 감소
- 작년 4/4분기 전국 기업경기지수는 107.0점으로 작년 3사분기에
비해 39.4점이 하락했으며, 2007년 동기대비 62.7점이나 폭락함.
- 중신증권의 수석전략분석가 청웨이칭(程偉慶)은 작년 4/4분기 기
업신뢰도 지수와 기업경기지수의 하락폭이 이렇게 커진 것은 기
업의 실질이윤이 하락한 결과라고 판단함.
-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7년 말 예상했던 기업 이윤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적자를 기록해 감원 및 사업 축소 등 점점 더 위축되고 있음.
○ 국내외 기업 투자 감소
- 그동안 중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던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를 보임.
2008년 11월 53억2200만 달러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
으며, 이어 12월에도 59억7800만 달러를 기록해 연중2번째로 낮
은 투자액을 유지함.
- 이에 중국 기업들도 사업확장을 축소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신
규 투자는 물론 기존의 투자 사업조차도 중단이나 축소를 추진함.
- 이러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감소현상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신감을 하락시키고, 사업 추진을 주저하
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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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상무부
□ 정부 및 업계의 반응
○ 中 정부, 기업 자신감 회복위해 안간힘
- 중국 정보산업화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모든 중
소기업이 관리 부처에 6가지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
-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의 융자 시, 까다로운 담보문제 해결 ②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협조 ③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
레이드 지원 ④ 관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⑤ 우수한 정책과
시장 환경조성을 통한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⑥ 기업의 정
상적인 생산 경영과 일자리 안정 유지 등임.
○ 자금 회전율 경직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
- 코트라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중국 푸지엔에 공장을 갖고
섬유를 제조하고 있는 Bosentex사 Wing Pak 차장과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최근 바이어들의 주문이 30~40% 감소해 이윤이 대
폭 감소했으며,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
작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책들은 고무적이나 업무
추진이 너무 느려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아무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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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Wing Pak 차장은 이러한 경기침체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밝혔음.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기대
-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중국 광둥성에 공장을 갖고 종이를
제조하고 있는 Leo Paper 그룹 Lee Chee Wai 마케팅 이사와 인
터뷰한 바에 의하면, 협력사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자금
회수가 늦어져Lee Paper 그룹도 은행과 거래선에 대금 지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함. 또한 신노동법과 환경규제는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중소기업지원책들은 혼란과 어
려움이 예상되는 2009년 기업관계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추가
지원책들이 계속 발표되길 바란다고 함.
□ 시사점 및 전망
○ 中, 올해 2/4분기부터 회복 전망
-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이자 전 부위원장이었던 청쓰웨이(成思危)
는 작년 4/4분기 GDP성장률은 대략 7% 전후이며, 정부가 내놓
은 4조 위앤의 경기부양책은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것
이지만 올해 하반기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함.
- 중신증권의 수석전략분석가 청웨이칭(程偉慶)은 현재 기업의 민
감도는 이전보다 높아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 4/4분기보다 경기가
침체될 것이며, 기업들은 주도적으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야 한다고 함. 하지만 최악의 경기침체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
으며 올해 2/4분기에는 기업의 생산‧경영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으
로 예측함.
- 최근 중국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의 발전
량, 수출, 공업은 11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대부분의
경제 관계자들이 예측한 성장률 8% 달성은 매우 희망적임.

- 36 -

중국투자뉴스(0123-136)

○ 서비스업 투자 확대
- 중국 제조업은 지속적인 생산비용의 증가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음. 그에 비해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통계에 따르면 중국진출 국내기업 제조업의 비중
은 2001년 92.5%에서 2007년 69.7%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은 2001년 7.5%에서 2007년 30.3%로 증가함.
- 2008년 중국 500대 서비스기업의 총 매출은 9조2000만위앤으로
전년대비21.6%가 증가함. 그 중 부동산업과 소매업의 강세가 두
드러짐.
- 전 세계에서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지
만 최근 2년간 중국의 서비스업은 GDP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편임. 또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GDP
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중국상무부, 중국통계국, 홍콩 바이어 인터뷰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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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홍콩 소매시장 트렌드 및 마케팅 포인트
- 연말 소비침체 최악, 2009년 홍콩소매시장 4% 감소 전망 - 미용과 식품 소매시장 유망, 브랜드 강화에 중점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 2008년 연말 소매시장 침체
○ 2년 내 소매판매액 최저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U-right, 크리스피크림 도넛, Tai Lin 전
자제품 유통, 메구로 스시 등 많은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음.
현재 홍콩 소매시장은 침체하고 있으며, 2008년 3분기 주요 소매
지역의 판매는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임. 2008년 10~12월 중
소매 판매는 연말에도 3분기 판매량보다 3.4% 줄었음.
- 홍콩 가계소비 축소와 관광객 감소로 인해 2007년 1월 이후 처
음으로 작년10월 소매업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4.3%나 줄었
음.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판매가 감소했으며, 특히
시계류 및 고가품 판매가 타격이 가장 커 동기 대비 8% 이상 감
소했음. 소매업이 이처럼 위축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양상을 보
이며 부동산 임대도 감소함.
홍콩 소매 판매 변화율 추이

자료원 : 홍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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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대목에도 고가품 판매 저조
- 홍콩 소매관리 연합에 따르면 보통 12월 매출은 크리스마스 시즌
을 맞아 소매점들이 큰 할인을 시행해 소비가 폭등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했음. 이러한 저조한
판매율은 내수시장 약화를 시사하며, 심지어 소매점들은 금년 춘
절 연휴 판매에 대한 기대도 낮은 실정임.
- 특히 의류, 시계 및 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
Kun Tong의APM 쇼핑몰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
해 화장품류의 판매율은 두 자리까지 상승했으나 시계 및 귀금속
류의 매출은 전달인 11월보다 30%까지 떨어졌다고 함.
□ 홍콩 소매기업들의 고객유치 전략
○ 쇼핑몰 전문성 강화
- 쇼핑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종 업계 브랜드를 집중시켜 백
화점과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강화해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샤틴(Shatin) 소재의 그랜드 센트럴 플라자(Grand
Central Plaza)쇼핑몰은

규모를 확장해 원스탑 홈 데코레이션 센

터로 업그레이드 했음.
- 유명 브랜드(가구, 홈 액세서리, 조명, 가전제품 등)와 Ikea,
Ulfer, Alessi 등의 인테리어 상점들이 입점해 쇼핑몰의 전문성
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한 번에 들러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음.

사진 : 홍콩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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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확대 및 영업시간 연장
- Coach, Tommy Hilfiger, Ztampz, S.Culture 등의 브랜드는 회원
단독 세일을 11월부터 실시했고 Sincere, Sogo, Lane Crawford
및 Tata 백화점은 보통 때 보다 연말 세일을 일찍이 시작했음.
- 각종 브랜드 샵은 가격을 다시 한번 낮추는 Further Sale을 통해
겨울 상품 재고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또한 일부 브랜드들은 창
고 대개방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말 고가품으로는 드물게 창고
대개방을 개최한 Chloe"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음.
- 일부 쇼핑몰은 영업시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고 있음. 7시 30분
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던 IFC몰은 최근 9시까지 영업하
는 상점이 출현하고 있으며, 쇼핑센터 Sino Group은 새벽 2시까
지 영업을 하기도 했음.

사진 : Chole 창고 대개방
○ 연간 회원권 판매를 통한 단골 확보
- 헬스장, 미용센터, 바 등 홍콩의 각종 서비스 업소는 연회원권이
보편화 돼있음.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통한 할인 혜택
을 강화한 회원권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연회
원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 도산에 대
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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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계1억 홍콩달러 상당의 쿠폰 발행
- 500여개의 홍콩 레스토랑들은 겨울 할인 시즌 이후 최악의 소비
침체를 우려해 1억 홍콩달러 상당의 쿠폰을 발생해 소비를 진작
시킬 계획임.
- 홍콩요식업 연합회 회장 Mr.Simon에 따르면 원래는 2천만 홍콩
달러 상당의 쿠폰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회원사들의 발행 부수
확대 요청으로 5배 증액했다고함. 또한 연합회는 1만개의 행운백
을 제작해 일정 수준의 소비를 한 사람에게 쌀, 소스, 오일 등
500 홍콩달러 상당을 행운백에 담에 배포할 예정임.
○ 금요일 소비, 10% 할인
- 홍콩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ParkNShop과 Mannings, Jusco등은
HSBC은행과 협력해 금요일에 HSBC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금액
에 한해 10% 할인해주는 최홍싱치우(最紅星期五)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음.
- 상기 유통매장들은 홍콩가정에서 평균 일주일에 1~2번은 방문하
는 곳으로 2월말 까지 진행되는 동 이벤트로 홍콩 소비자들의 가
계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소비도 진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9년 연초 소비 트렌드
○ 소매품 중, 생활필수품 매출 두드러져
- IMF 경기침체 때에도 중저가 식당,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 필수
품 판매 매장은 매출이 최악까지는 가지 않은 바, 이번 경기침체
에도 생활필수품 관련 업계의 매출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초 소비자 두드러진 분야는 연료, 가구,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이며, 2008년 연말과 2009년 연초까지 23일 동안 진행된 홍콩
브랜드 및 상품 엑스포에서도 생활필수품, 식료품의 판매가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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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선호 현상 여전
- 홍콩 브랜드 및 상품 엑스포 주최사인 중국제조업협회 부회장
Ms. Irons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들의 품질 선호 현상은 여전했
으며, 다소 비싼 가격이라도 품질대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구
매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함.
- 주최측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보다 25만명 많은 216만명이 방문했
으며, 총 판매액도 작년 대비 1/3 증가하한 2억7000만 홍콩달러
를 기록했음.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홍콩인들의 소비패
턴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임.
○ 저렴하면서 실용적인 상품 인기
- 홍콩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생활용품점의 1월 인기 아이
템 품목에 의하면,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
고 있음.
- DIY 제품 인기 상승과 건강 관심 증가가 온라인 몰에도 반영돼
가정에서 미용 관리를 할 수 있는 피부관리기, 마사지기계, 안대,
안마기 등이 인기를 얻고 있음.
- 이외 휴대용 보온제품(난로, 발열조끼) 및 청소기 등의 소형 가전
이 인기 상품임.
홍콩 온라인샵 인기 아이템
제품

내용
○ 멀티 초음파 피부 미용기
- 소매가 : 1,380 홍콩달러
- 특

징 : 각질제거 및 피부 보호막 형성에 탁월

○ 인공지능 청소기
- 소매가 : 4,680 홍콩달러
- 특

징 : 인공지능 기능, 강력한 흡입력, 쓸고 닦는 기

능 및 살균 소독 기능 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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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클리너
- 소매가 : 268 홍콩달러
- 특

징 : 귓속 위생에 탁월. 간편한 귓속 이물질 제거

○ 휴대용 충전식 도자기 난로
- 소매가 : 380 홍콩달러
- 특

징 : 충전 가능 난로. 500회 이상 사용가능

○ SPEED D5 디지털 캠코더
- 소매가 : 1,380 홍콩달러
- 특

징 : 권총을 쥐는 듯한 형태의 안정적 형태

○ 발열조끼
- 소매가 : 930 홍콩달러
- 특

징 : 탄소섬유를 이용해 발열. 500회 까지 사용 가

능한 배터리 내장, 안전성 확보

○ DIY 아기 발 도장 만들기
- 소매가 : 580 홍콩달러
- 특

징 : 신생아의 손이나 발 도장을 즉석에서 제조

○ I-Roller 얼굴 마사지 기계
- 소매가 : 980 홍콩달러
- 특

징 : 혈액순환, 대사촉진, 주름개선, 피부노화방지

등에 효과
○ 기압식 미용안대
- 소매가 : 980 홍콩달러
- 특

징 : 기압식 안마, 진동의 원리로 다크써클, 붓기

등을 해소
○ 저주파 목 안마기
- 소매가 : 268 홍콩달러
- 특

징 : 국부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자료원 : www.JC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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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홍콩 소매시장 전망과 마케팅 포인트
○ 2009년 2분기-3분기 소비침체 심화 예상
-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소비 침체 현상은 올해도 감원, 급여삭감,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현재 홍콩의 소비자 심리는 2003년 사스때
와 비슷함.
- 또한 홍콩인들은 1분기에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1사
분기에 세금을 내고 난 후 2분기에는 지출을 더욱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홍콩 경제기관에서는 2009년 홍콩 소매 시장 성장률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여행업․요식업․소매점 등의 각종
할인 정책 등은 얼어붙은 홍콩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점점 회
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가시장 공략
-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홍콩소비자들은 사치품 소
비를 줄이고 있으나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한국 제품은 일본, 유럽, 미국의 브랜드 파워와 중국
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고가품 소비 위축과 위안화 상승에 따른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
실 등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믿을만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제
품들은 홍콩시장에서 약진이 전망됨. 현재 한국제품의 포지셔닝이
현 소비추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
는 홍콩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됨.
- 예를 들어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지사화 기업인 남양의 경우
최근 홍콩 유력 화장품 유통기업 아사나 그룹에 자기상표부착생
산(OEM) 방식으로 마스크팩 납품에 성공함. 그동안은 일본과 유
럽의 고가 화장품 팩에 밀려 시장 진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남양 마
스크팩에 홍콩 바이어들이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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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Y 시장 각광
- 홍콩은 사람이 직접 하는 서비스의 경우 매우 고가로, 최근 가계
소득 감소로 DIY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음. 주요 인기 DIY 제
품으로는 가구, 귀금속, 인형, 미용제품 등임.
- 특히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홍콩 여성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
해야 하는 피부관리실 서비스보다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제품
(DIY 네일아트)들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브랜드 강화에 주력
- 홍콩 내 한국 식품 최대 수입 바이어 Goldtop Century사 Icey 과
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홍콩 소매시장에서 한류와 삼
성, LG의 선전으로 양호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일
본 제품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갖고 있
는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 한류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부
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충고함.
- 또한 남양 마스팩을 수입한 ASANA사 Carol 이사와 인터뷰한 바
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한류의 영향으로 홍콩 소비자들의 관심
유도에 성공했다고 함. 라네즈, 설화수 등은 전세계 화장품이 치
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홍콩의 고가 화장품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음. 하지만, Carol 이사는 한국 화장품의 강한 임팩트가 부족함
을 지적했음. 일본은 품질과 관리면에서 이미 홍콩 바이어들을 사
로 잡았으며, 유럽미국 제품은 브랜드 파워면에서 뛰어남. 따라서
한국 제품이 홍콩 소매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강
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함.
자료원 : 홍콩바이어 인터뷰, 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홍콩통계
청, Knight Frank 보고서('Hong Kong Retail')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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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중국 식품시장 진출 가속화
- 식품업 금융위기 상대적으로 미약 - 식품 안전 중시하는 대도시 소비자 선점 경쟁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중국 식품시장 현황
○ 식품업은 금융위기 영향 상대적으로 미약
- 2008년 1~10월 식품공업 총 생산액은 3.43억 위앤으로 전년 동
기대비 32% 증가됐고 판매액은 3.36억 위앤, 전년 동기 대비 증
가율은 31.5%에 달함.
- 부동산가전완구 등 업종에 비해 식품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
지 않아, 2008년 중국 식품판매액은 4조 위앤을 초과할 예정이고
그 중, 감자튀김견과류 등 스낵류 식품은 300억 위앤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외자업체 식품시장 진출 가속화
-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로컬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불
신이 높아지면서 외자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중국 식품시장 진출
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식품업 다른 산업 대비 산업 독점 정도가 낮아 외국기업들
은 합병 등 방식으로 중국 식품시장 진출을 확장하고 있음.
- 2003년 중국 식품제조업에 투자한 외자업체는 1081개, 음료수제
조업체는 512개이던 것이2007년에는 식품업체 1475개, 음료수
업체 717개로 증가함.
- 특히, 2006~2007년 외자식품음료수 제조기업 생산량이 증가해,
2007년 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9.1% 증가, 음료수 생산액도
26.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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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중국 식품음료수 제조업 외자업체 생산액 추이
(단위: 억 위앤)

주 : 외자업체는 합작합자독자 외자업체와 홍콩타이완마카오 업체 모두 포함.
자료원: 중국통계연감
□ 외국기업 식품시장 진출 현황
○ 일본 업체는 엔화강세 활용해 중국 식품시장에 진출에 적극적
- 일본합병 중계기구 RECOF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은
자금력과 엔화 강세를 기회로 해외투자를 증가해 2008년 해외
합병금액은 7.4621만억 엔(日元)으로 2007년 대비 1.6배 증가.
- 2008년 12월, 중국경영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ITOCHU(伊藤忠)
사는 DingTsin(顶新)그룹과의 합작협의를 맺어 초기 7억 달러에 달
하는 금액을 투자해 DingTsin그룹의 20% 주식을 구매할 예정임.
- 그 밖에, 2008년 8월 4일, 일본 ITOCHU(伊藤忠)사는 중국
COFCO(中粮)그룹과 '다각도 합작 협의서'를 체결해 향후 식품원
료물류 등 분야에서 합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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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中国经营网
- 일본 Ashahi 맥주도2009년에 중국 고급분유 시장에 진출해 900g
당 영아분유를 280위앤 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고 1995
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Meiji(明治)그룹도 중국시장 확장에 나
서고 있음.
- Meiji(明治)맥주그룹 산하의 Wokodo(和光堂)은 2008년 10월에 '
중국식품 업무 준비실'을 설치했으며, 분유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
시해 2007년 매출액 5,000만엔에서 2009년에는 7억 엔 매출액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멜라민 파동 이후, 녹색식품웰빙식품 시장 진출 증가
-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녹색식품,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외국 식품업체들은 자금과 브랜드를 내세워 중국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피스타치오 글로벌 최대 공급상인 미국 Paramount Farms는 쓰촨
후이지(四川徽记)회사와 합작해 쓰촨후이지(四川徽记)사에 고품
질무표백순천연 피스타치오를 제공할 예정임.
- 50년 역사를 가진 필리핀 URC사는 1995년에 중국 식품시장에
진출했고 현재 투자금액은 3억 위앤을 초과했으며 최근에는 황실
과자(皇室饼干)시리즈 상품을 출시해 중국 고급식품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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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서부 지역 음료시장 진출도 이어져
- 중국은 글로벌 2위 음료수 생산지로 2008년 총 생산량은 6,000
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연 평균 증가율은 21%에 달하고 있어, 높
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음료 시장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이어지
고 있음.
- 2008년 10월, 캉스푸(康师傅)사는 우루무치(乌鲁木齐)경제기술개
발구와 합작계약을 체결해 향후 3,000만달러를 투자해 동 개발구
에 음료 생산지를 건설할 예정임.
- Pepsi사도 향후 4년간 주로 중서부지역 도시에 10억 달러의 투자
금액을 추가해 생산라인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힘,
- 통이(统一)사는 중국 내 즈쟝(紫江)회사와 공동 출자해 광시구이
린(广西桂林) 하이테크개발구에 구이린즈?(桂林紫泉)음료공업유
한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액은 1200만 달러에 달함.
□ 시사점
○ 외국 브랜드 수용도가 높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진출 전략 고려해 볼만
-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국민들의 수입품에 대한 수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상
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수입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외국 브랜드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내
세워 중국 시장 우위 확보 가능
- 실제로,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의 중국시
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미쓰비시, 이토츄 등은 적극적인
중국기업 M &A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것임.
자료원 : 中国经营报，轻工业网，全球品牌网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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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기부양 프로젝트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kotra.tpe@msa.hinet.net)
□ 2008년 대만 경제 결산 및 2009년 전망
1) 경제성장률
○ 2009년 경제성장, 최고 2%~최저-3%
- 2008년 대만 경제는 금융위기 타격으로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
장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IT버블 붕괴
이래 최저 수준이자, 역대 이래 2001년 IT버블 붕괴(-2.17%),
1974년 1차 오일쇼크(1.38%) 다음으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
- 대내외적으로2009년 대만 경제는 최대한 성장 여력을 발휘한다
고 하더라도 2%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3%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는 것으로 전망됨.
2) 수출입
○ 금융위기의 저주, 2008년 12월 수출입 사상 최악
- 2008년 12월 대만의 수출규모는 전년동월대비 41.9% 급락하여
사상 최대 감소율 기록, 대중 수출감소율 역시 전년동월대비
54% 급락으로 역대 이래 최악.
- 12월 수입규모 역시 전년동월대비 44.6%나 급감하여 사상 최대
감소율 기록.
- 2008년 대만의 수입액은 2408억 달러, 수출액은2556.6억 달러,
무역수지는 148억여 달러임. 특히 수출증가율이 3.6%에 불과하
여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중 수출은 최초로 쇠
퇴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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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수출입 성장력은 마이너스
-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세가 완화되면서 대만 제조부문의 중
간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미국 소비시장의 부진으로IT 및
전자상품 등 대만의 주요 수출품목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2009년 수출성장률은 IT버블 붕괴 이래 최저 수준인
-9.59%로 전망.
- 수입의 경우 불황으로 산업계의 투자의향이 위축되어 수입 수요
가 감축함에 따라 2008년 대비 -14.78% 감소할 전망.
- 한편, 수출입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역대 이래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
3) 소비
○ 올해 소비시장, 악화되지는 않을 것
- 2008년에는 부동산 및 증시의 부진으로 자산이 급감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등의 영향으로 역대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올해는 소비자물가지수 안정세와 정부의 소비부양방안(소비권 지
급) 등의 영향으로 최소한 마이너스 증가율은 보이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됨.
4) 투자
○ 2009년, 정부투자의 해
- 민간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로 호전되기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어 올해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역대 최장 마이너스 성
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투자는 무
려 22% 이상 급증할 정도로 정부개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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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 80억 달러 유치목표
- 지난 2년 간 평균 약 140억 달러에 달하던 외국인 투자규모가
2008년에는 대규모 M &A의 급감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급
락.(1~11월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 77억 달러)
- 불경기 장기 지속의 영향으로 올해 대만 외자유치 정세 역시 크
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대만 정부는 올해 외자투자
목표를 85억 달러로 잡고 외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갈 예정.
- 또한 해외 소재 대만기업의 투자유치 역시 350억 대만달러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화상자본 유치 개방 방
안 수립을 서둘러 자본 유입 증대를 도모할 방침.
○ 2008년 증시, 주가 절반이 싹둑
- 2008년 대만 증시는 한 해 동안 3915.06포인트나 하락한
4591.22포인트로 마감.
․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만 주가 하락폭은 -46%로, 오일쇼크
(1974년) 때의 -61%, 이라크-쿠웨이트전(1990년) 때의 -53%
를 잇는 사상 3번째로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
- 올해 대만 증시 역시 전반적으로 그다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여건만 악화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지 증권계에서는 1990년과 2000년의 주가 급락 후 반등 전례
를 미루어 볼 때 1990년에는 38% 반등, 2000년에는 40% 이상
반등했으므로 2009년 주가 역시 기대에 부응하여 반등할 경우
최고 6000포인트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대만 증시 역대 5대 급락 기록
- 1974년 오일쇼크: 하락폭 61.03%(302.39포인트 하락)
- 1990년 이라크-쿠웨이트전 : 하락폭 52.93%(5094.02포인트 하락)
- 2008년 금융위기: 하락폭 46.03%(3915.06포인트 하락)
- 2000년 IT버블 붕괴 : 하락폭 43.91%(3709.75포인트 하락)
-

1995년

중국,

대만

겨냥

미사일

27.30%(1950.93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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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률
○ 2009년에도 4% 넘길 듯
- 대만의 실업률은 2008년 7월, 4%를 돌파했으며 매달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월에는 4.64%로 최근 5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함.
- 2008년 실업률 상승은 2001년 IT버블 붕괴 당시 실업률 급등 전례와
같이 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계의 감원바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요부진으로 대만 제조업계의 평균 감산률이 약 30% 이
상에 달하는 등 생산라인의 동결에 따른 잉여인력 증가로 대만
주요 IT기업에서 역시 정리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CHIMEI
: 파견직원 약 3000명, 정규직 3~5% 정리해고, AUO : 계약직
재계약 없음, 국내 및 해외 정규직 2% 정리해고 예정)
- 현지 산업계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올해 실업률은
2008년

예상

평균

실업률

4%

수준(1~11월

평균

실업률

4.06%)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정책
1)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 - 12대 공공건설 프로젝트
○ 대만 정부는 수년 동안 경제발전이 둔화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소
극적 투자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 초래를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매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바 있음.
○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민간투자가 더욱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확대를
위한 공공건설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부상하자 대만 정부는 12대 공
공건설 프로젝트를 구심점으로 내수 확장에 매진할 다짐을 보임.
-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함에 따라 올해 정부투자는
예년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깨고 22%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 주도 내수 확장으로 연간 신규 취업자가 12만 명에 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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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별 정부 예산 및 주무기관
(단위 : 억 대만달러)
프로젝트명

2009년도

8년 내

주무기관

정부 예산 정부투자규모

1. 전국 교통망 확충 및 정비

653.49

14,523

교통부

2. 가오슝 자유무역 및 생태항구 설립

69.53

577

교통부, 경제부

3. 타이중 아태 항공운송센터 설립

2.17

500

경제부, 국가과학위원회

4. 타오웬 국제 항공단지 조성

13.64

670

교통부
교육부, 경제부,

5. 지혜국가 조성

241.82

2,250

문화건설위원회, 행정원
과학기술고문팀
경제부,

6. 산업 지구 확충 및 연계

98.90

1,150

국가과학위원회,

7. 도시 및 공업단지 업그레이드

30.60

570

농업위원회
내정부, 경제부, 교통부

8. 농촌 활성화

22.74

1,500

9. 해안지역 재조성

31.17

200

10. 녹지대 조성

26.77

300

11. 홍수 방지 및 치수

379.12

1,860

12. 하수도 건설

130.31

2,400

농업위원회, 내정부
농업위원회, 경제부,
내정부
농업위원회
경제부, 농업위원회,
내정부, 원주민족위원회
내정부

주 : 2009년도 총 예산은 기타 분야(종합계획작업) 예산 2억 대만달
러까지 포함하여 1,702.26억 대만달러 편성
자료원 : 행정원 공공건설위원회
2) 수출 늘리기 대작전 - 신정화방안
○ 대만의2008년 무역의존도는 120%를 상회할 정도로 대만 경제는
세계시장경기와의 연동성이 높으며 특히 수출은 대만 경제성장의
7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불황으로 수출규모가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수
출 부진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바이어 유치와 해외
마케팅 조치를 강화하는 신정화방안을 수립하여 수출 신장에 나
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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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화방안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는 수출 신장 조치로서
4년간 총경비 85억여 대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2008년 9
월~2009년 간 166억 달러 수주를 단기 목표로 삼고 있음.
- 세부방안으로는 수출융자 및 보험금 확대/중국 내수시장 및 신흥
시장 마케팅 지원 강화/ 정부조달시장 교육과 같은 대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강화 및 바이어 유치 강화 조치가 있음.
- 특히, 수출주문량 증가를 위해 올해 3월 말 경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대형 수출 상담회(全球採購夥伴大會)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바이어
에 대한 실질적 지원 조치도 마련함.
신정화방안 세부내용 요약
분류
(경비 : 대만달러)

세부 방안
수출대출

수출 지원금
확대

전대차관

(기간 : 09~10)
수출보험
대만식품,
중국시장 마케팅

개척 강화
(기간 : 09~10)
(10억)

대출금 확대(2년 간 총100억 대만달러), 우대
금리 제공
30억 대만달러 전대차관준비펀드 조성, 수탁
한도 확대(2년 간 총 134억 대만달러), 우대
융자이율 제공
업체당 10개 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서비스,

(55억 8200만)

중국시장

내용

중국 내수시장
개척

보험금 확대(2년 간 총921억 대만달러), 우대
보험료 제공
주요 바이어 내방 초청, 국제 주요 식품전 참
가 지원(올해 3개 참가), 중국 내수시장 개척
단 파견(올해 5개 파견) 등
업종별 협회의 시장개척 보조금 확대, 시장조
사 및 자료 제공(중국시장정보자료실 구축 및
시장조사 실시),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인터넷 마케팅 강화, 브랜드파워 강화
지원, TAITRA 중국거점 확대
전시회당 보조금 확대(1개 전시회당 200만 대

신흥시장

공통

개척 강화
(경비 : 08.9~12)
(18억 6543만)

5대 개별시장 개척
(인도/러시아/브라
질/중동/아세안)

만달러), 신흥시장 거주교포 인재 주선, 3대
니치산업 종사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자동차
부품/방직/공작기계 및 기계부품)
니치상품(산업) 마케팅 강화(전시회, 시장개척단,
현지어 구사 인재 양성, 바이어 발굴 및 고객맞춤
서비스 구상, 시장성검토 세미나 개최 등)

- 55 -

중국투자뉴스(0123-136)

대형 수출상담회 외국기업과 구매의향서 채결, 50개국(350개

바이어 유치

개최

사) 바이어 초청2000개 대만업체와 1:1 수출

(올해 3월 말

상담회 개최, 산업별 상담구역과 상품전시시설

예정)

설치 등
12개 외국 대기업 초청하여 12차례의 구매물

확대
(기간 : 09)

샘플전시회 개최 품 샘플 전시회 개최(대만업체 1200개 사와

(6500만)
신흥시장 바이어
초청
GPA 방안
(기간 : 09~10)
(2000만)

수출상담회 개최), 신상품 발표회 개최 등
최소 130명의 해외 바이어 초청하여 대만업체
2000개 사와 수출상담회 개최, 북/중/남부에서
각각 1회씩 구매상품회 개최
경쟁력 우수산업 선발, 정부조달인재 양육반

정부조달참여 교육 개설, 전세계 정부조달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외국 정부조달 득찰업체 초청하여 대만업체와
및 지원
상담기회 마련

자료원 : 경제부 국제무역국
3)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 확대 방안
○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체의 흑자도산 위기가 가
중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 보증대출 조치를 확대하
는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 방안을 마련함.
○ 중소기업 대출 확대방안
- 올해 3월 말까지 중소기업신용보증펀드의 신용보증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여 최고 80%까지 확대.
- 중소기업신용보증펀드의 보증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기업당 대출
금을 기존의 1억 대만달러에서 1.2억 대만달러까지 확대.
○ 대기업 대출 방안
- 중소기업신용보증펀드의 신용보증 대출 지원을 비롯한 대출상환
기간 연장을 병행.
- 신용보증금 지원 투입규모는 총 6000억 대만달러로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신용보증펀드의 보증(신용보증율 : 최고 70%까지)을 전
제로 기업은 대출 지원을 신청 가능한데, 단기∙중기 자금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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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업당 대출금이 최고 6000만 대만달러까지, 자본지출형은
기업당 대출금이 최고 2억 대만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됨.
- 그 밖에도 대출 신청 3개월 전 및 대출기간 내에 감원을 실시하
지 않은 기업에 대해 추가로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내지
0.50%포인트 인하.
4) 전국민 상품권 지급 방안
○ 소비시장의 위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1월 18일 전례 없이 전국민 상품권(일
인당 3600 대만달러)을 지급함.
○ 상품권 지급 당일에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자매장을 위주로
단일 매출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상품권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바 있음.
○ 현지 학계에서는 상품권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비규모가 최소한
1000억 대만달러는 문제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
데 상품권의 GDP 상승 효과는 0.66~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측, 당초 대만 정부의 전망치(GDP 상승 효과 0.64%포인트)에
비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정부는 추후 1분기 실시성과를 검토하여 만약 GDP 상승 효
과가 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평가될 경우 재차 상품권을 지급하
는 방침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표명함.
□ 시사점
○ 대만은 수출, 내수, 소비, 기업 등 주요 경제성장동력부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57 -

중국투자뉴스(0123-136)

- 대만 정부는 대만금융위기 한파에 대응한 대대적 경기 부양 방침
을 통하여 최대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2.12%는 달성하려는 의
지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중으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아 정부 의도만큼의 성과
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됨.
○ 또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해 온 양안 경제협력 강화 및
개방 확대 방침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하여 대만 경제의 대외 발전기회 확대를 도모할 다짐을 보임.
- 한편,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황 탓에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
너지 효과는 다소 상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올해 대만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 정부(주계처, 공공건설위원회, 국제무역국 등) 및 언론
(경제일보, 중국시보 등)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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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건설 프로젝트 수주 관련 질의 사항 정리
상황 설명) ■ 프로젝트 : 중국내 대형 교량내 BHMS설치
- 계약자 “갑” : 중국 현지 설계회사
- 계약자 “을” : 한국기업
동 프로젝트를 원발주처인 국가기관으로부터 “갑”이 발주를 받아 “을”
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조율중이며, 조
율이 완료되면, 실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을” 은 “갑”과의 접촉 및 대관업무를 위해 중국내 개인사업자를 통해
일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 및 답변사항 :
1. 계약 시 위엔화로 계약하는 방안과 달러로 계약하는 방안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위엔화로 받아 국내로 입금 또는 송금이 가능한지?
→ 위엔화로 한다는 건 중국 국내계약으로서 정상적인 해외송금은 불
가합니다.
아니면, 달러로 계약한 후 공사대금을 달러로 받아 국내로 입금 또는
송금이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한 방안의 방법?
→ 중국 국내기업간에 달러 계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를 지급하는 갑측의 경우 은행을 통
한 정상적인 달러매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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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후 프로젝트 수행중 공사대금을 공정에 따라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대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수금이 안될 것을 대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 대금지급의 안정성은 역시 발주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파악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Advanced Payment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기성지급 규모와 투입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공사진행 중 계약내용 및 과업범위 등의 이해 및 해석의 차이로 의
견 조율이 안될 시를 대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 이는 현지의 유사업체 또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그 중 현지 유사업체의 견적범위 또는 관행을 필히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며, Work Scope에 대한 이해가 중국 현지와 한국이 매우 다르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위엔화 또는 달러)을 수령해서 중국내에서 비용 처리할
부분 (현지 공사비 등)이 있는데, 수령한 공사 대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 중국에 법인격이 있는 업체를 통할 경우 가능하겠지만, 위에서 언
급하신 중국내 개인사업자가 본 계약에 대한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는 물론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개
인사업자의 영업집조 : 영업허가상의 경영범위의 항목을 확인할 필
요가 있음)
5. P-Bond (보증보험)의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 현지 P-bond의 발급은 한국 또는 외국과 같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보증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보증금액에 해
당하는 Cash를 Deposit 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증

- 60 -

중국투자뉴스(0123-136)

보험이라고 볼 수 없고, 현지에 Credit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수수료 지급 후 P-bond의 발급이 현실적으
로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중국과의 계약 성립시 국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위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중국 개인사업자와 갑측이 중
국내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을측인 한국회사와 중국 개인사업자간의
해외계약이 이루어져만 한국 국내의 회계처리가 가능하겠지요.
또한 중국의 개인사업자가 혹 한국기업(외자기업)이라면 중국에서 공
사수행 허가가 없으니 중국에서의 회계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
다. 만일 갑측과 을측이 직접 해외계약을 맺는다면 중국에서의 외주공
사 하청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7. 자재 관련 부과되는 세금이 17%라는 맞는지요?
→ 자재구입 또는 공사의 외주 하청시 증치세(부가가치세)가 17%는
맞는 말입니다. 단, 이 또한 중국내 개인사업자가 법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항목을 경영할 수 있는 허가업체일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통관비 8% 라고 들었습니다. 이 세율이 맞는지? 이러한 비용을 줄
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 프로젝트 BHMS설치에 관한 계약에 있어 중국내 없는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회
계사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컨설턴트 김기철, 강영만
정리: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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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물량（객공，개수불）임금계산 방식 문의
문의)
도급제에 있어서 회사는 하루 8시간 작업 목표량을 정해 놓고, 초과된
작업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에 1.5배를 곱하여 잔업비를 계산하고,
작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8시간 외의 시간에 잔업을 하더
라도 목표량을 채울 때 까지의 수량에 대해서 잔업비 계산을 하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평일 계산법)
1일 8시간 작업목표; 100개,단가; 1위엔 일 때
A 는 8시간 동안100개 작업했다면
100개 X @ 1위엔 = 100위엔 --1일 급여
B 는 8시간 작업 후3시간 잔업 해서 생산량 110개 했을때
100개 X @ 1위엔 = 100원
목표량 초과분 10개 X @ 1위엔 X 1.5 = 15위엔
합해서 총 115위엔의 1일 급여
C 는 8시간 작업 후 3시간 잔업 해서 생산량 90개 일때
목표량 100개에 미달, 잔업비 계산 하지 않고
90개 X @ 1원= 90위엔 --1일 급여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에는 도급제 방식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어떤 노동국 직원은 평일처럼 계산해도 된다 하고, 다른
노동국 직원은 1.5배로 계산해야 한다 하고 어느 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１．상기 방식의 명칭은 ＂도급제＂가 아니라 "개수불제"（计件, 개당
계산)가 정확합니다. 봉재업계에서는 한국식으로 "객공"이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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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사의 방식은 "직접 무제한 개수불제"로서 한국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정확하게 동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3. 정상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의 경우, 표준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평일 1.5배, 토일요일 휴식일 2배， 법정휴일 3배입니다（노동국
직원중에도 정확한 법조문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단， 2008년부터 잔업비 계산시 법정휴일을 유급휴가로 엄
밀하게 분류계산 하고 있어， 표준시간제 방식의

경우 월 고정임

금 ＋ 법정휴일 근무시 ３배（즉，４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개수불제의 경우도 이를 적용해야 하
는지

여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직접 무제한 개수불제 임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 개수불기준이 설정된 표준시간(8시간)내에 실제
완성된 개수불(個數佛)에 근거하여, 상한선에 대한 규제없이 통일적인
작업단가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실취득 개수불 임금 = 합격된 생산품 수량 X 작업단가
[사례]
작업단가 1위엔, 매일 8시간 노동기준. 작업정액(노동정액)을 1일 50건으
로 규정
(1) 표준노동시간(8시간)내
• 8시간에 합격품 60개 완성: 실취득 일임금= 60개 X 1위엔 = 30위엔
• 10시간에 합격품 40개 완성: 실취득 일임금= 40개 X 1원 = 30위엔
* 규정된 적업정액을 표준시간내 미완성했기 잔업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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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잔업 (주문량 소화를 위해 2시간 노동시간을 연장)
• 표준시간 50개 완성 + 잔업시간 12개 완성
• 적업정액을 완성한 상황하에서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외에 잔업을 지시했
기 때문에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 50개 X 1월 + 12개 X 1이엔 X 150% = 68위엔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중국팀장 이평복)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n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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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1]

해외진출기업用 해킹메일 보안대책
2009.1.20(화)
1. 개 요
가. 최근 국내에 ‘해킹프로그램’이 은닉된 전자우편을 발송, 첨부파일을
열람할 경우 부지불식간에 PC의 내부자료가 절취되는 사고가 발생
나.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터넷라인 등을 사용 국내 보다는
보안환경이 다소 미흡하여 해커들이 주된 공격대상으로 선정
2. 전자우편을 이용한 해킹
가. 공격시나리오
① 대상자 물색 : 기업 홈페이지․인터넷 및 명함 등의 메일주소를
이용하여, 해킹메일 발송대상자 선정
② 해커, 포털메일 위장가입 :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
내 포털사이트에 내국인 명의를 도용 위장가입
③ 해킹메일 발송 및 내부자료 절취 :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일제목이나 지인을 가장하여 해킹메일 발송후 자료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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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사례
① 협박성 해킹메일 (첨부파일형)

<그림1> 첨부파일에 악성코드를 은닉한 전자우편 예시
② 지인을 가장한 위장메일 (링크 클릭형)

<그림2> 해킹 프로그램 감염유도 링크를 포함한 전자우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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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킹메일의 주요 특징
①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DOC, XLS, PPT등)를 열람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거나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감염 의심
② 또한, 발신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해당메일의 발신사
실이 없는 경우 해킹확실
③ 고도화된 해킹수법으로 인해 PC성능저하 등 특이 증상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난해
라. 보완대책
① 발송주소가 불분명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열
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
* 의심스러운 메일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cert@ncsc.go.kr),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 신고하여 해킹메일 여부 검사요청
② 知人으로 위장한 메일수신시 첨부물 실행前 먼저 발신자에게
실제 발송사실이 있는지 유선으로 확인
③ 해킹메일을 열람한 경우, PC에서 랜(LAN)을 분리 후 신고
④ 私的 이메일 사용시 각종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
⑤ 바이러스 백신․PC 방화벽 등 보안제품을 설치하여 컴퓨터를 보
호하고 실시간 감시 및 자용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
3. 요청 사항
가. 해킹(또는 의심)메일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cert@ncsc.go.kr),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즉시 신고하여 해킹피해 확산
차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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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탈사이트
「OIS」밖에 없습니다!!

정부ㆍ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T, KIEP 등 31개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외투자 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통합포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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