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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양책 조 위앤 어떻게 되고 있나4 ,
년 분기 억 위앤 투자내역 확정- '08 1 1000 -

우리 기업이 우위에 있는 설비기술 분야 적극 발굴해야-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내수부양책 조 위앤 투자계획 방향만 확정된 상황, 4

○ 지난해 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 위앤의 투자계획을 아래와11 4
같이 발표한 바 있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반 가까이는 철도.
도로공항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난 복구주택보장농촌,
인프라생태환경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발표됨.

○ 조 위앤은 크게 두 가지 투자 방향으로 일부는 기존 계획에 들어4
있었으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조 위앤 프로젝트에 비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지4 ,
방정부에서 계획한 신규 프로젝트가 비준될 가능성이 있음.
- 상하이 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 전화 인KBC
터뷰 결과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액을 추가하는 경우는 신규 참가
가 어렵고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비준된 후 업종에 따라 참,
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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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앤 투자 프로젝트 방향4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대부분 프로젝트는 위와 같이 도로 철도 보장성 주택 건설 등 지방, ,
정부에서 조달할 것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여러 지역 성 정부에서 공,
동으로 조달하고 중앙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억 억 원의 중앙 조달자원 외의 대부분 자금은 지방1 8000
정부에서 조달하거나 지방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것,
으로 보임.

□ 년 분기 차 투자액 억 위앤 확정2008 4 1 1000

○ 지난해 분기 조 위앤에서 차 투자 계획이 확정된 억 위앤4 4 1 1000
프로젝트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의 중서부지역의 투자가 총 투자,
의 를 차지하며 농촌 도로 건설과 사회사업 분야의 중서부지84% ,
역의 투자는 각각 와 차지88% 85.4%
- 조 위앤 투자 프로젝트가 대부분 기초 인프라 건설부문이어서4 ,
동부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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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위앤 투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정한 상황이1000
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촌 교통 인프라 주택 사, , , ,
회사업임.
- 지방정부별로 확정된 프로젝트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언론에 보
도되고 있음.
․ 베이징은 년 분기내에 억 위앤을 추가 투자해 교통건설 중08 4 70 ,
소기업과 농업 지원에 사용
․ 장수성은 보장성 주거 농촌 민생 중점 인프라 건설 기업 경영, , , ,
교육 문화 등 사업에 지방재정 억 만 위앤과 중앙 자금89 5200 30
억 위앤 예산 확보
․ 샨시성은 중앙 자금 억 만 위앤을 확보해 보장성 주택 농36 5000 ,
촌 식수 안전 도로철로고항 건설 등에 사용 예정,

조 위앤 가운데 년 분기 확정된 억 위앤 투자 내용4 2008 4 1000
단위 위앤( : )

연번 프로젝트 구분 자금 주요 내용
1 보장성 주택 건설 억100 염가주택건설 및 국유 임업구 간척지 건물 개조 등,ㅇ
2 교통 인프라 건설 억280 ㅇ 철로 억 위앤 고속도로 억 위앤 농촌도로150 , 50 , 50

억 위앤 중서부 지선공항 서부 간선공항 억 위앤, , 30

3 농촌 수리 공정 억291

ㅇ 수리 공정 억 위앤 임업생태 억 만 위앤 농20 , 36 5000 ,
업 억 만 위앤 농촌 메탄가스 억 위앤24 5000 , 30
수리 분야 개 부문 농촌 식수 공정 억 위- (7 ) : 50
앤 전국 개 대형 관개지국 물절약개조 공정, 199
억 위앤 강하구 수처리 억 만 위앤 대30 , 52 9400 ,

형 오수 펌프처리장 개조 억 만 위앤 수토9 600 ,
보존 억 위앤 남수 북조 억 위앤 등8 , 20
농업분야 개 분야 개간지 건물 개조 씨장윈난- (5 ) ,
깐수 유목민 주택 공정 우량식량산업 공정 동, ,
물방역체제구축 농산품품질안전검사시스템,
임업생태분야 임업보호체제건설 천연림자원보호 등- ( , )
농촌 메탄가스 축산농가 메탄가스 활용- ( )

4 사회 사업 억130
교육 위생 문화 등, ,ㅇ
교육 중서부 지역 농촌 초중교 학교 개조 억- : 30
위앤 중등 직업교육 인프라 건설 억 위앤 특, 10 ,
수 교육학교 건설 억 위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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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억 위앤임: 854 .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우리 기업이 참가할 프로젝트는

○ 지난해 분기 억 위앤 중앙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도로 건설4 1000 ,
등은 기존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참
가가 불가능함.
- 일반적으로 철도 건설 민항 농촌 기초 인프라 건설 등은 외국기, ,
업 참여 가능성이 낮음.

- 철도 건설은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투자 회수기간도 길어,
외국기업 참여가 적은 편임 또한 철도 건설과 경영은 외국인산. ,
업투자 지도목록에서 장려류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국측이 다수지
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합자합작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지방정부 별로 외자의 독자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위생 기층 위생인프라 개선 억 위앤 중점- : 48 ,
중의병원 건설 억 위앤10
산아제한 여 현급 산아제한서비스사무소- : 80 10
억 위앤

5 농촌 인프라 건설 억12 서부 농촌 우정 영업망 건설ㅇ

6
자주 창신 및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

억16

지식창신 하이테크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국가공, ,ㅇ
정실험실 건설 등
국가하이테크산업기지 공공혁신플랫홈 건설 및-
산업화 프로젝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국가: , ,
산업기지 우주항공BT , R&D

7
식용 유류 재고
설비 및 식량 건조

설비
억10 식용 유류 기업의 재고 설비 건설 네이멍구랴오,ㅇ

닝지린 등 동북지역의 식량 건조 설비 건설

8 에너지 절감
친환경 프로젝트 억25

대 중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순환경제 및10 ,ㅇ
중점 유역 공업 오염 처리 프로젝트
대 중점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억 만 위앤- 10 : 11 6000

자원절약순환이용 중점 프로젝트 억 만 위앤- : 8 3000
중점유역 공엄오염물 처리 프로젝트 억 만 위앤- :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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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건설은 비교적 외국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년까지 중국 도로 건설에 사용된 외자 이용액은 억1998~2003 62

달러를 넘었음.
․ 월 일 공개 입찰로 올라온 한 프로젝트 정보에서는 외국기업에2 1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화 확인결과 외국기업,
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힘.
․ 도로 건설과 경영은 외국인산업투자 지도목록에서 장려류로 돼 있으며,
중국측 다수지분이나 합자합작 형식이라는 제한사항이 없음.
․ 관련 부처와 전화 인터뷰 결과 대부분 지방정부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밝힘.

○ 환경보호 에너지 농촌 식수 프로젝트 수리공정 수력발전 등 프, , , ( )
로젝트는 대부분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에 이미 프로젝트 입찰이 완료돼 있으며 일,
부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 담당부처와 전화 인터뷰 결과 공공프로젝트의 경
우 공개입찰 시간 외국기업 참여 가능성은 해당 프로젝트를 관,
할하고 있는 관할 지방 성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이
라고 전함.

□ 공공 프로젝트 입찰정보 어떻게 찾나

○ 상하이 가 담당 부처와 인터뷰 결과 중국내 주요 공공프로젝KBC ,
트는 아래의 가지 싸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확인2
- 중국 공정 입찰 싸이트 : www. cnbidding.com
- 중국 정부조달 및 입찰 싸이트 일부: www.chinabidding.com.cn (
정보는 웹싸이트내에서 확인 가능하나 보다 상세한 정보는 유료,
회원 가입 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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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공 입찰 싸이트는 보통 국내입찰과 국제입찰로 구분돼 있음.
- 국제 입찰은 대부분 설비 구매가 주류를 이룸.
- 국내 입찰은 중국내 법인이 설립돼 있거나 설비 원산지가 국내여
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공공입찰 프로젝트 공고 시기는 보통 입찰 시작하기 주 정도 전에1
발표되는 등 시일이 촉박한 편이어서 해당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 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사점□

○ 선진설비와 기술분야 등 중국이 수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주목해야
- 중국의 경우 공공 프로젝트 입찰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나 자국 본
토 기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편임 그러나 에너.
지 환경 등 선진기술과 관리 경험이 필요한 부분 대해에서는 외,
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보여 이런 참여 가능
분야에 대한 진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선진설비와 기술 수입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장려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우리 설비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공공입찰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과 안정성만을 고려할 경우
에는 자국기업의 자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종 인,
프라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도시계획 상권 조성시에는 기능안정,
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설계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해외기업
의 참여 가능성이 있음.

○ 철도 도로인프라건설자체외에도간접효과파생되는분야적극발굴해야,
- 상하이 에서 중국 지방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진출기업KBC
과 전화인터뷰 결과 우리기업의 경우 지하철도로 건설 설계시스,
템 통합운영 등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 위앤으로 인해 파생되4
는 여러 분야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기업들의 관심과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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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건설 도로 건설은 인프라 건설 자체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 ,
에 필요한 부품 관련 기계류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철도 역사, ,
가 건설되면 내부 연결교통과 역사 주변의 상권 조성 등 간접적
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진출기업은 중국 내에서 도시계획 입찰설계 입찰에 참가했으며,
규모는 많지 않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다며 관련 기업이 입찰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함.

관련 추가 참고자료 중국 경기부양책 조 위앤 어떻게 조달하고 사: 4 ,
용하나 글로벌윈도우( 2008.12.3)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교통부 관련부서 전화인터뷰 인: , ,
민일보 중국투자자문망,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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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강화 년 회계신고부터 신규규정 적용: ‘08
일신기업관리컨설팅 서태정 회계사(tjsuh@hanmail.net)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년 이후 년 이상의 준비기간 및 의견수렴2005 3
기간을 거쳐 드디어 년 월 일 중국 내 이전가격 규제를 위한2009 1 8

을 새로 발표하였다 동 규[ ]( [2009]2 )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 国税发 号
정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총 장13 (1. General Description ~ 13.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내 외상투자기Supplementary Provisions) ,
업에게 과거와 달리 회계연도부터 새로운2008 Transfer Pricing

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Documentation Requirements (
참조1~3 ).

의 구성조항[ ]( [2009]2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 国税发 号
제 장1 General Description( )总则
제 장2 Annual 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关联申报
제 장3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同期资料管理
제 장4 Transfer pricing method( )转让定价方法
제 장5 Transfer pricing investigations and adjustments( )转让定价调查及调整
제 장6 Advance Pricing Arrangement(APA)( )预约定价安排管理
제 장7 Cost Sharing Agreement(CSA)( )成本分摊协议管理
제 장8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CFC)( )受控外国企业管理
제 장9 Thin capitalization( )资本弱化管理
제 장10 General anti-avoidance rules( )一般反避税管理
제 장11 Corresponding Adjustments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相应调整及国际磋商
제 장12 Legal Liabilities( )法律责任
제 장13 Supplementary Provisions( )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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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조항 중 많은 기업[ ]( [2009]2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 国税发 号
들에게 관련되고 또한 당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Annual disclosure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关联申报
주요 신고의무(1)
년도부터 매년 새로운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 총 가지 양- 2008 ( 9

식 을 작성하여 익년도 월 일까지 기업소득세신고서류와 함께) 5 31
제출해야 함 년도에 대한 신고서류는 년 월 일까지(2008 2009 5 31
제출 의무).
동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에는- 당년도 Contemporaneous Transfer

제출의무 존재여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Pricing Documentation (
명 참조 특수관계자 유형 다양한 유형의 특수관계자 거래형태별), ,
거래금액 이전가격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가,
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특수관계자의 정의(2)
A 25%一方直接或间接持有另一方的股份总和达到 或以上 或者双方直接或间． ；

25%接同为第三方所持有股份达到 或以上 若一方通过中间方对另一方间接。
25%持有股份 只要一方对中间方持股比例达到 或以上 则一方对另一方的， ，

持股比例按照中间方对另一方的持股比例计算；
한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이상 포25% (25%
함 지분을 보유하거나 쌍방의 이상 포함 의 지분이 제 자) , 25% (25% ) 3
에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되면 쌍방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
며 만약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보유,
한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이상 포함25% (25% )
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계산.

B 一方与另一方 独立金融机构除外 之间借贷资金占一方实收资本． （ ）
50% 10%或以上 或者一方借贷资金总额的 或以上是由另一方 独立， （
金融机构除外 担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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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사자로부터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이상 또는 차입금총액의50%
이상을 한 당사자가 보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독립적인10% (

금융기관은 제외).

C 一方半数以上的高级管理人员 包括董事会成员和经理 或至少一名可． （ ）
以控制董事会的董事会高级成员是由另一方委派 或者双方半数以上的，
高级管理人员 包括董事会成员和经理 或至少一名可以控制董事会的（ ）
董事会高级成员同为第三方委派；

한 당사자의 절반 이상의 고급관리 인원 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 또( , )
는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인 이상의 동사회구성원을 다른 당1
사자가 파견하였거나 쌍방의 절반 이상의 고급관리 인원 동사회구성, (
원 경리 포함 또는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인 이상의 동사회, ) 1
구성원을 동일한 제 자가 파견하였을 경우 쌍방은 특수관계자로 분류3 .

D 一方半数以上的高级管理人员 包括董事会成员和经理 同时担任另一． （ ）
方的高级管理人员 包括董事会成员和经理 或者一方至少一名可以控（ ），
制董事会的董事会高级成员同时担任另一方的董事会高级成员；
한 당사자의 절반이상의 고급관리 인원 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 이( , )
다른 당사자의 고급관리 인원 동사회구성원 경리 포함 으로 되어있거( , )
나 또는 한 당사자의 동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인 이상의 동사회1
구성원이 다른 당사자의 동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동사회구성원인 경
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E 一方的生产经营活动必须由另一方提供的工业产权 专有技术等特许权． 、
才能正常进行；

한 당사자의 생산경영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공업산권 특허기술 등 특,
허권을 이용해야만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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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一方的购买或销售活动主要由另一方控制． ；
한 당사자의 구매 또는 판매활동이 주로 다른 당사자의 통제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G 一方接受或提供劳务主要由另一方控制． ；
한 당사자의 용역발생 접수 제공 이 주로 다른 당사자의 통제를 받는( , )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H 一方对另一方的生产经营 交易具有实质控制 或者双方在利益上具． 、 、
A有相关联的其它关系 包括虽未达到 项持股比例 但一方与另一方的， ，

主要持股方享受基本相同的经济利益 以及家族 亲属关系等， 、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생산경영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하거나 또는 쌍방이 이익상 기타 관계 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한 당사자의 주요 지분25%
보유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요 지분보유자와 동등한 경제이익을 향유하
거나 가족 혈연관계가 있을 경우 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 ) .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류(3)
특수관계자거래내역보고서( )中华人民共和国企业年度关联业务往来报告表《 》

특수관계자표- ( )关联关系表《 》
특수관계자거래내역총괄표- ( )关联交易汇总表《 》

매입매출표- ( )购销表《 》
용역표- ( )劳务表《 》
무형자산표- ( )无形资产表《 》
고정자산표- ( )固定资产表《 》
융통자금표- ( )融通资金表《 》
대외투자상황표- ( )对外投资情况表《 》
대외지급금액상황표- ( )对外支付款项情况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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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同期资料管理
주요 준비보관 의무(1)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도 를 준비 보관하다가- ,同期资料
세무기관 요구시 일 내에 제공해야 함 한편 기업이 세무기관20 . ,
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에는 공장을 날인하고 법정대표同期资料
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함.

- 동 에는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同期资料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Transfer Pricing Study Report .

Organizational Structure
Description of business operations
Descrip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mparability analysis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

매년도 는 다음연도 월 일까지 준비완료되어야 함 다- 5 31 .同期资料
만 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인 관계로 년 월 일까지, 2008 2009 12 31
준비기간 연장가능함.

- 매년도 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원시자료가,同期资料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중문번역 부본을 함께 준비 제출해야 함.
매년도 는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월- 6同期资料
일부터 기산하여 년간 보존해야 함1 10 .

준비면제대상(2) 同期资料
A. 年度发生的关联购销金额 来料加工业务按年度进出口报关价格计算（ ）

2在 亿元人民币以下且其他关联交易金额 关联融通资金按利息收付金（
4000额计算 在 万元人民币以下 上述金额不包括企业在年度内执行） ，

成本分摊协议或预约定价安排所涉及的关联交易金额；
당년도 특수관계자 매입매출금액 래료가공업무는 매년도 수출입통관가(
격에 따라 계산 이 억 인민폐 이하이고 동시에 기타 특수관계자거래) 2
금액이 천만 인민폐 이하인 경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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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关联交易属于执行预约定价安排所涉及的范围；
특수관계자거래가 적용대상인 경우APA

C. 50%外资股份低于 且仅与境内关联方发生关联交易。
외자의 지분율이 이하이고 동시에 중국 경내 특수관계자와만 거래50%
가 있는 경우

3. Legal Liabilities
기업이 의 규정에 따라- [ ] Annual disclosures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

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关联申报
거나,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同期资
를 준비보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料

하고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2,000 RMB ~ 50,000 RMB .
기업이 등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자료를 규정된 기한 내에- 同期资料
미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특수관,
계자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 징수할 권한이 있음 또한 특별.
납세조정에 따라 보충납부하는 세금에 부가되는 연체이자 중국인민(
은행 대출기준이자율 적용 에 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 5%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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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중앙 호 문건 발표 내수확대 농촌 잠재력 가장 커, 1 ,中
최근 년 연속 농 문제를 주제로 발표- 6 3 -

청두KOTRA 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년 중앙 호 문건 여전히 농 농촌 농업 농민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2009 1 3 ( , , )

○ 중국 국무원은 년 월 일 년 중앙 호 문건인 년2009 2 1 , 2009 1 2009
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과 농민 수입 증대 지속에 관한 약간 의
견 이하 의견 발표( )
- 중국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년 농 문제 해결에 더욱 정성2009 3
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력은 농촌에 있▷
으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
기초는 농업에 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의 핵심과 난제가 농, ▷
민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란1 ?中央 號文件
중앙 호 문건은 원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매년 맨 처음으로 내놓는1
문건이지만 현재는 중국정부의 농 문제 중시의 대명사로 돼 있음 중국, 3 .
국무원은 년 연속 년간 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호 문건을1982~86 5 3 1
발표했으며 그 후 년부터 년까지 년간 연속 농 문제를 주제로, 2004 2009 6 3
한 중앙 호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농의 문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1 3
화시기에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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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망:

○ 년 중앙 호 문건 주요 내용2009 1
핵심 내용 실행 내용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역량 강화

농업농촌 투자 진일보 강화 내수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 ․
실시 대상 농업 지원금 대폭 확대 식량 재배 농기계 구) ( ,▷
입 보조금 범위 확대 농산품 가격 합리화 농업 수입 증가) (▷
도모 최저 곡식 수매가 인상 농촌금융서비스 능력제고, ) ▷
대출 확대 등( )

농업 생산
안정적 발전

식량 생산 지원 강화 종합생산력 증강 경제작물 우위( )▷ ▷
생산지역 집중 발전지지 대두 유채 생산지 특화 등 축목( , ) ▷
수산업의 규모화 및 표준화를 통한 양식 산업 발전 가속 돼(
지 사육 안정적 발전 및 낙농 농가 지원 원양어업 지원 강,
화 등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심화 농산품 수출입 통제) ▷ ▷
강화

현대 농업
물리적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강화

농업의 과학기술혁신 강화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 가속▷ ▷
수리기초 시설 건설 강화 농업기계화 추진 가속 생태▷ ▷ ▷
환경보호 중점프로젝트 건설 추진 농산품시장 체계 건설▷
강화 기층 농업 공공 서비스 기구 건설 추진▷

농촌
기본경영제도
안정적 구축

농촌 토지 도급관계 안정 토지도급경영권 유전 전( :流轉▷ ▷
환 시장 건립 엄격한 농경지 보호제도 및 용지 절약제도) ▷
실행 집체 임업권제도 전면적 개혁 추진 농업 전문 합작▷ ▷
사 및 선도기업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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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과 농민 수입 증대 지속에: 2009
관한 약간 의견 내용 청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리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내용□

○ 농촌 시장
- 중국 정부는 이 의견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중국 내수확대의 가
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대,
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가전하향 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의 전국적 실시와( )
적용 품목 확대로 외국기업에도 진입 기회가 확대됨.

○ 민생 건설 대 영역5
- 의견에서는 농촌 민생건설을 위해 농촌 전력망 건설 가속 농▷ ▷
촌 도로 건설 농촌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건설 강화 농촌의▷ ▷
매립가스 건설 가속 농촌 붕괴위험 주택 개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공 취업문제
- 중국 농업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년 중국 춘절 설 을 보, 2009 ( )
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약 로38.5%
조사됐으며 이 중 는 정상적으로 춘절을 보내기 위해 고, 60.4%
향을 방문한 것이며 나머지 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찾, 39.6%
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 온 경우라고 발표함.

- 또한 현재 약 억 만 명 정도의 외지 파견 농민공 중 에1 3000 15.3%
해당하는 약 만 명이 실직하거나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2000

도농
경제사회발전
일체화 추진

농촌사회사업 발전 가속 의무교육 및 의료보장 등 농( )▷ ▷
촌 기초시설 건설 가속 농촌 노동력 취업의 적극적 확대▷
농촌 종합개혁 추진 향진기구 개혁 추진 등 현급 경제( ),▷ ▷
발전 활력 증강 적극적인 농촌시장 개척 제도 전(家電下鄕▷
국 실시 등 빈민 지원전략 및 정책시스템 완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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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고 있음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중국 정부가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도농 인프라 건설 및 공익성 사업에
농민공을 적극 활용할 것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확대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농촌 순수입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민
공의 급여는 농촌 순수입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40% ,
중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농촌 내수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시사점□

○ 중국 정부는 농 문제의 해결없이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조화로운3
사회발전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농촌시장,
의 중요성 및 농민공의 취업문제 등이 핵심으로 떠오름.

○ 우리기업들은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제도 목축수산업의 현대화 농촌 의료보장 시스템 농촌 전, , ,▷ ▷ ▷
력망 건설 및 개조 수리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전자제품 농기, ,▷
계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선진 목축기술 및 장비 의료기기 전력, , , ,
설비 농업용 관개시설에 필요한 펌프 제품 등의 농촌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년 중앙 호 문건 경제참고보 증권일보 등: 2009 1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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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中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율 로 인상- 14%15% -

세칙은 월 전 발표 예정- 3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방직업장비 제조업 진흥계획안 통과□

○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 요강만 발표 세칙은 월 전에 발표 예정, 3
- 월 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방2 4 , ( )温家宝
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안 심사 통과함.

- 방직업장비제조업 진흥계획은 중국 정부의 대 산업진흥 계획10
중의 일부분으로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영향이 심한 산업 진흥계
획을 우선 발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월 자동차 철강 산업 발표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발표됨1 , .
- 이 진흥계획에서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방직업 지원을 위해 방직
품 수출 환급율은 현재의 에서 로 인상하고 주요 기계14% 15%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것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진흥 계획에 참가한 관계자는 그 밖에 정부에서 억 위앤의 전60
용 자금을 설치해 구조조정 기술 수준 제고 산업 발전 등을 추, ,
진할 것이라고 밝힘.

○ 방직업설비 제조업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년 월 규모이상 방직기업 이윤2008 1~11 ,
은 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1042 38.76%p , 2/3
의 방직 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 따르면 년 기계산업 수출도 감소해2008
수출 납품액은 만 억 위앤으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1 4297 18.4%
전년대비 하락함15.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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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업 진흥 계획□

○ 방직업 진흥 대 계획5
- 방직업 진흥 계획에는 자주창신 기술수준 제고 낙후기업, ,▶ ▶ ▶
도태 구조 최적화를 중점으로 산업구조 조정 추진을 위한 대, 5▶
진흥 계획이 포함됨.

방직업 대 산업 진흥 계획5

자료원 : 中国广播网

○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로 인상14%15%
- 방직업 전문가들은 수출 환급율 인상으로 방직산업의 이윤은1%
약 억 위앤가량 증가될 것으로 해외 의존도가 를 넘는 노40 30%
동집약형 방직기업에게 일부 경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함.

진흥 계획
1

국내 해외시장 통일적으로 계획 배치, ,ㅇ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농촌시장 확장을 추진해 산업용- ,
방직품 사용량을 증가시키며 해외 수출시장 점유율 확보

2
기술 수준제고와 자주브랜드 구축 강화ㅇ
정부의 신규 전용 투자자금은 방적직조 날염 화학섬유- ( ), ,纺纱制造
등 산업의 기술수준 제고 하이테크섬유산업화와 방직설비 자주화수,
준을 제고해 글로벌 영향이 있는 자주브랜드 구축에 나설 것임.

3
생산수준이 낮은 방직 기업 도태시킴ㅇ
생산허가조건을 높여 에너지소모량이 많고 오염이 큰 생산기술 설비- ,
를 도태할 것임 경쟁 우위 기업들이 기타 기업 합병 시 정부의 특. ,
혜를 받을 수 있음.

4

방직산업 지역 배치 합리화ㅇ
동부 연해지역에서는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고 자원소모량이 적-
은 방직업을 중점 발전시킬 예정
그 밖에 방직가공기업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전이를 추진하고 신장- , (新
에서 고품질 면사 면포 면방직품 생산기지를 건설할 것임) , , .疆

5
재정 세무 등 모두 지원을 제공함, .ㅇ
방직품 복장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현재의 에서 으로 인상하- 14% 15%
고 잠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대출지원하며 중앙 지방과 기,
업은 면과 생사 구매를 증가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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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환급율이 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17%
나 에 그침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1% .
치세 환급율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분석됨.

- 진흥계획 작성에 참가한 산산그룹 는 방직산업 계( ) CEO杉杉集团
획 발표 시행은 방직업 산업구조 조정 및 발전을 추진해 경쟁력
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힘.

- 쟝수순탠 증권 업무 대표는 방직품 수출은 환급율 뿐만( )江苏舜天
아니라 구매수요 환율 글로벌 금융시장 등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 ,
어 정부의 밖에 안 되는 환급율 인상은 수출업체들의 일부 부담1%
은 경감할 것이지만 전 산업진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됐다고 함.

- 제일방직사이트 에 따르면 이 진흥계획은 방직산업( )第一纺织网
진흥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책 시행은 개월의 시간이3~6
필요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방직업 경기부양에 대한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장비제조업 진흥 계획□

○ 장비제조업 대 진흥 계획4
- 장비제조업 진흥 계획에는 주요 기술설비 자국생산을 실시하고
기술수준 제고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기업의 자주창신 경쟁력을
향상할 것과 기업의 제품 업데이트를 가속화해 산업구조M&A,
최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장비제조업 대 진흥 계획4

자료원 : 中国广播网

진흥계획
1 청결고효율 발전 고압변전 석탄과 금속 채굴 천연가스 파이프 수송, , , ,
고속철도 등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와 결합해 주요제품 국산화 실시

2 철강 자동차 방직 등 산업의 주요 프로젝트와 결합해 설비자동화 실현, ,
3 대형 단조품 기초 부품 가공 보조도구 등 제품 기술 수준은 제고해 산, ,
업발전 기초 공공히 함

4
산업구조 조정 추진 주요 장비제조업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지하고 프로.
젝트 총 승포 시스템집성 글로벌무역과 융자 능력이 있는 대형그룹의, ,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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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중앙 투자에서 산업진흥과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전
문 자금을 설치하고 첫 번째 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 제도를
제정 시행할 예정임, .

- 그 밖에 수출 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해 설비제품 수출을 지원하,
고 일부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과 원자재의 관세와 수입 과정
의 증치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 장비제조업 진흥 계획 발표로 기초 부품 신에너지 설비 철도설, ,
비 공정기기 대 산업이 수혜대상, 4
- 둥싱증권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술 향상을 위한 투( )东兴证券
자가 늘고 중국 장비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공정기기
기초 부품도 국산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Liyuan Hydraulic(力

와 등 부품 생산기업들의 이익) Xibei Bearing( )源液压 西北轴承
이 클 것이라고 함.

- 동 계획에는 대형 설비제조기업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향후 중국 기계공업그룹 은 중앙과 현( )中国机械工业集团
지기업 시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M &A , .

○ 향후 첫번째 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제도 제정 시행은 중국,
내 기업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임.
- 중국 제일중형기계그룹 관계자는 향후 국( )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
산 설비 사용 리스크보상 제도 발표 시행으로 국산 설비 사용업
체가 늘어 설비제조 업체들은 신제품 연구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
로 예측

시사점□

○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인 방직업 지원을 통해 실업 문제 완화시키려는 듯
- 방직기업의 분의 가 현재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고 여 만명3 2 900
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 있음 이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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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을 받는 가공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남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실업인구는 만 명에 달할 것. 1000
으로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천만명의 농민공과 더2
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일자리 창출 압박이 커짐에 따라 대표적인 노,
동집약형 방직업종을 부앙함으로써 실업 압박을 줄이려는 것임.

- 동 정책 효과는 최소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해외 수출을 확3~6 ,
대하는 동시에 내수를 살려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목표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문턱 높아질 듯
- 향후 중국의 조 위앤 경기 부양책에 소요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4 ,
에너지 원부자재 등 중요 프로젝트에 국산 설비 구매 비율이 크,
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단 일부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과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시,
증치세 면제를 통해 핵심 수입 장려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우 범용 설비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중국기업과 차별화된 설비 분야를 눈여겨 보고 시,
장 개척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 新浪 东方早报 和讯 新华网，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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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사면 보조금 준다,中 車
후난성 창사현 중국내 최초로 시범 시행 월 일 월 일- (1 6 ~3 31 ) -

시범 시행 후 확대 시행 가능성-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가전제품에 이어 자동차도 농촌 보조금 지원정책 시범 시행, ( )汽车下乡

○ 후난성 창사현 에서 중국 내 최초로 시범 시행( ) ( )湖南省 长沙县
- 중국 정부는 농민이 해당 가전제품을 살 경우 제품의 의 보13%
조금을 지원하는 가전하향 제도를 년 월 일부터( ) 2009 2 1家电下乡

년 월 일까지 년간 개 성시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으2013 1 31 4 14
며 기존 컬러 휴대폰세탁기냉장고 대 가전에 이어 추가로, TV 4
오토바이컴퓨터에어컨 등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음.

- 가전제품에 이어 후난성 창사현 은 중국 내 최초( ) ( )湖南省 长沙县
로 자동차 농촌 보조금 정책을 개시해 농촌 자동차소비 추진에
나서고 있음.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범 시행기간이 끝나면 확대2009 1 6 3 31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후난성 창사현 자동차 농촌진출 프로젝트 개시 현장

자료원 : 新华每日电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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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자동차 구매시 위앤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 제공5000
- 자동차 제조업체는 할인해서 판매하고 후난성 정부에서는 보조금
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출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
로 농민들의 자동차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 농민들이 자동차 구매 시 후난성 창사현 정부에서는 위앤의, 5000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대출 수요가 있는 농민들은 농촌신용
사 에서 년 기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 ) 1~2信用社
는 정부에서 직접 지불함.
․ 동 지원정책으로 농민들이 만 위앤 가량의 자동차를 구매 시7 ,
대출 선불금 만 위앤만 지급하면 자동차 구매가 가능해 농2 7000
촌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후난성 부시장은 향후 창사현 시범 시행 후 창사시 전체 지역, ( )长沙市
에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자동차소비 추진 정책도 발표 시행해 경기불
황에 처해있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동차 산업 진흥 정책에도 포함□

○ 최근 공업정보부에서 자동차 농촌 보조금 지원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자동차도 기존의 가전하향 제품으로 추가로 확정한 바 있음.
- 공업정보부 년 호 통지에서는 월 일부터 개 지역에서 확대2009 1 2 1 14
진행되고 있는 가전하향 제도와 자동차의 농촌 보조금 지( )家电下乡
원과 농기구 보조금 정책 시행을 강화할 것에 대해 명시

○ 자동차 농촌 보조금 정책도 자동차산업 진흥 계획에 포함
- 지난 월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통과된 자동차산1 14
업 진흥계획에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농민들이2009 3 1 12 31
륜차나 저속 화물차를 폐차하고 배기량 이하 경차나 경3 1300㏄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억 위앤 약 조 원 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5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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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배기량 이하 경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산업 진흥, 1300㏄
계획 중의 구매세율 특혜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매비용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5~10% .
-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임 실제 지난해 중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만 대로 전년. 938
대비 성장하는 데 그쳐 년의 성장률 대비 매우6.7% 2007 21.8%
낮은 수치로 나타남.

시사점□

○ 향후 확대 시행 시 농촌이 자동차 신흥 판매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 정부의 농민 소득 증대 내수 진작책 등 각종 농촌 지원책이 효과,
를 볼 경우 농촌시장이 중요한 자동차 신흥 판매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월까지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여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 가능할3
것으로 보이며 소형화물차 소배기량 승용차 등 저가 자동차가, ,
자동차 농촌 보조금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

- 태평양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년 중국 경화물차 경차2008 ,
판매량은 만 대에 그쳤으나 향후 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의118
지원으로 만 대 이상에 달하는 농촌 경차 판매가 촉진될 것이25
라고 전함.

- 이미 진행 중인 가전하향 으로 하이얼 등 가전 업체들( ) ( )家电下乡 海尔
의 판매량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농촌시장 진출을 통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동차 농촌 시장 진출 시 휘발유 품질 차이 등 중시해야,
-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품질은
차이가 있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농촌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자동차 제품 연구개발을 중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촌 시장,
내 자동차 보수 수리 등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임, A/S .

자료원 : 新华网 中国经济网，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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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약품의 특수심사비준 관리규정 발표,中
KOTRA 베이징KBC 허성무 과장(goo2cu@kotra.or.kr)

약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은 년 월 일에 신규(SFDA) 2009 1 7
약품의 등록 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新药注册特殊审批管理规
을 발표하고 발표당일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감) .定

- 이 정책은 최근 중국내 식품과 약품 불합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하
면서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신규약품창신 및 제조를 격려하는
한편 약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
정한 것임.

특수심사 비준관리 대상□

○등록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은 아래 개 경우의 신규 약품이 해당됨4 .
- 아래 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포함된 신규약품은 특수심
사비준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기본의 임상전 약학연구,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얻은 후에 임상실험을 신청하기 전에
특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중요한 기술문제를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약품심사평가센터(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药品审评中心
에 상담신청을 제출해야 함.

신규약품의 등록관련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
구분 특수심사비준관리대상 신청시간
1
중국시장내 판매한 바 없는 식물 동물 광물 등으, ,
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으로 만든 약
재 새로 발견된 약재 및 그 제제.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임상실험신청과 동시에
특수심사 신청가능함2 중국내외에서 시장출시 허가받지 않은 화학원료 및

제제 생물제품,



중국투자뉴스(0206-137)

- 27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신청약품등록수리부서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품심사평
가센터심사평가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센터 홈페이지
에 공고

○ 특수심사 비준된 등록대상 약품이 임상실험과정에서 임상실험안
수정 적합증상 및 규격 조정 등에 대한 중요변경이 존재할 경우, ,
신청인은 약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상담신청이,
가능함.

특수심사허가제 정지대상□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특수심사를 중지하고 약품평가심사센터
홈페이지에 공포함.
- 신청인이 심사중지 요구
- 신청인이 규정시간 및 해당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전문가들의 토론결과 해당 약품을 특수심사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3 에이즈 암 희귀병의 임상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 ,
는 신규 약품 신청인이 신규 약품의

생산신청과 동시에 특
수심사 신청가능함.4

불치병의 치료제 주요 치료증상이 국가가 비준을.
준 중약제제 치료증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약
품일 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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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신규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과 생산심사비준기간이 모두 일반 약
품에 비해 크게 단축돼 향후 기업의 신규약품 개발 적극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임.
- 중국내 일반 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 기간은 일 근무일 생90 ( ),
산심사 비준기간은 일이 소요되나 이번 규정에 포함된 신규150
약품의 임상실험심사비준 기간은 일 생산심사비준기간은80 , 120
일로 단축됨.

○ 심사결과 중국국내외 시장출시되지 않은 화학원료약 및 그 제재 생,
물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약품등록단계에서 우선 등록제를 시행함.
-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기간이 단
축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과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규정에 유의,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앙정부망 중국 위생부 중국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종합: ,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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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중국 윤활유 유통기업 어떻게 성공했나, ?
KOTRA 베이징KBC 허성무 과장(goo2cu@kotra.or.kr)

골드 소매상의 관리전략PCS□

○ 중국 유명 컨설팅회사인 호라이즌 리서치 컨설팅그룹은(Horizon)
윤활유 도매대리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윤활유 유통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전략을 소개함.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물류와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데 이
어 올해 월 일 부로 연료세 개혁에 따른 세수부담이 가중되자1 1
중국의 일부 윤활유 유통업체들은 판매량목표 달성을 위해 비합리
적인 저가전략을 취하고 심지어 타사 판매구역시장에서의 판매도
감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이미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전반 산업의 시장질
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반면 일부 업체들은 경기침체속에서도 여전히 판매량 신뢰도 고, ,
객충성도 등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들
을 골드 유통상으로 칭함.

○ 에서 발표한 마케팅 전략은 골드 유통상들이 취하는 채널Horizon ' '
분포 고객관리 서비스 의 효율적인(Place), (Customer), (Service)
결합으로 구성된 관리전략임P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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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유통상의 관리전략PCS

채널분포 우량화Place :□

○ 유통업체의 유통채널 분포에 있어서 급 유통상 도매상 이 직접1 ( )
최종 판매처로 제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로써 판매량과 품질 보장 가격수준 통제에 유익하며 중간 유통,
채널이 적어 이윤증가에 유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
비스를 통해 소비자수요 파악에도 도움이 됨.

○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 시내와 주변 가까운 교외지대에서는 급 유1
통상이 직접 사용처로 납품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유지하
며 급 유통상이 소재한 도시와 비교적 거리가 먼 구 현1 ( ), ( )區 縣
에서는 급 유통상을 설립해 해당 지역의 유통을 전적으로 책임지2
도록 함.

○ 특히 구와 현에 설립된 급 유통상은 최고 개 업체를 초과하지2 2
않고 현별 하나의 급 유통상을 설립하고 있음2 .
- 이는 개 지역내 여러 유통상이 존재할 경우 상호 고객확보경쟁1
에 따른 비합리적인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이미지 손상우려
가 있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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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급 유통상 설립지역내에서 급 유통상은 급 유통상에게만2 1 2
상품을 조달하며 최종 판매처에는 급 유통상이 직접 조달함2 .
- 이로써 급 유통상의 이윤향상을 달성하고 급 유통상의 판매적2 2
극성을 유도함.

채널분포 우량화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완벽화Customer :□

○ 채널분포의 우량화를 완성한 후 골드 유통상은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
의 완벽화를 시행해 고객기본정보 최종판매처 정보 윤활유 사▷ ▷ ▷
용상황 경영상황 등에 대한 수집 정리 및 분석을 진행함, .▷

완벽한 고객정보 내역
고객기본정보 업종 기업성격 판매지역 판매방식 판매장소 하드시- : , , , ,
설 종업원수,
최종판매처 정보 판매원구성 윤활유 구매결정자 정보 이름 성별 연- : , ( , ,
령 연락처 취미 성격특징 제품선호도 등, , , , )
윤활유 사용상황 기계설비 수량 및 설비종류 윤활유 사용종류 배송- : , ,
및 서비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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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유통상들은 보통 자동차수리공장이나 자동차미용 전문점1 ▷ ▷
자동차부품 전문점 등의 경영자 또는 종업원을 통해 고객의 윤활
유 사용상황을 파악하고 각 컨설팅업체나 언론에서 발표한 윤활유
시장보고서를 통해 현지시장 상황을 파악함.

○ 골드 유통상은 고객정보 파악 후 고객의 윤활유 사용량과 합작기' '
간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취함.
- 급 고객은 사용량이 많은 대고객과 합작기간이 긴 장기고객이1
포함되고 급 고객은 대고객과 중단기 고객 급 고객은 소고객2 , 3
과 장기고객 급 고객은 소고객과 중단기 고객이 포함됨, 4 .

고객에 대한 등급별 관리

최종 판매처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핵심고리Service :□

○ 윤활유는 일반 소비품에 비해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A/S
며 소비자가 윤활유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도매대리상이 최종판매인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경영상황 매월 윤활유 판매수량 전체 연도 윤활유 판매액 윤활유- : , ,
판매액이 총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윤활유 판매액이 현지 동종 기,
업중에서의 순위 윤활유 구입가격 및 소매가격수준 경쟁브랜드 제품, ,
의 판매수량과 종류 입주비 결제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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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매처에 대한 교육은 역시 업무내역과 경력 및 직급 등에 따
라 등급별 교육을 실시함.
- 신입사원이나 초급노동자 행정인원의 경우 초급교육을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윤활유기본지식 및 판매 기본지식 등임.

- 판매경력자나 수리경력자의 경우 중급교육을 실시하며 주요내용
은 판매기교 비즈니스 담판 판매계획 제정 팀워크 관리 등임, , , .

- 총경리나 부총경리직급의 경우 고급교육을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인력자원관리 재무관리 기업성장전략 등이 포함됨, , .

최종 판매처에 대한 등급별 교육안

○ 최종판매처의 주문의식을 양성해 배송원가 절감효과를 달성함.
- 도매상은 각 최종판매처의 월별 실판매량을 집계한 후 월별 평균
판매량과 그 변화폭을 계산함.

- 최종 판매처에서 다음달 예측판매량을 신청할 경우 월별 판매량
을 근거로 도매상이 주문량을 배정함.

- 도매상은 배송전 완벽한 배송노선을 선정해 차적으로 모든 최종1
판매처에 배송함으로써 운송비 절감효과를 달성함.

- 매월 주문계획대로 판매한 최종판매처에 대해 물질적 장려를 하
는 반면 주문량을 초과해 배송비가 별도 추가된 최종판매처에 대
해서는 판매자격 취소여부를 결정함.

교육등급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강사

초급반 카운터인원
신입사원

윤활유 기초지식
판매기초지식

비즈니스 기본예의
분기별 회1

총경리
판매주관경리
판매경력자

중급반 판매경리
판매경력자

판매인원의 팀워크
관리

판매계획제정 및 실시
비즈니스 담판

반기별 회1
외부초빙
전문직
교육강사

고급반 총경리,
부총경리

리드력
회사재무관리지식
인력자원전략
기업발전전략

반기별 회1
외부초빙
전문직
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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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매상의 재고처리에 대해 골드 유통상은 판촉행사를 통해' '
재고를 해소하거나 효율적인 재고관리체재를 설립함.
- 판매경험이 풍부한 명의 판매인원들로 구성된 판촉전문팀을4~5
설립하고 일정금액의 판촉비용을 들여가면서 재고를 판매함.

- 일부 유통상은 시장조사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최종
판매처의 구매량 구매빈도 구매시기 품목 등에 대한 지도를 통, , ,
해 무질서한 재고현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시사점□

○ 금융위기하에서 중국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점차 전통적인 유
통방식에서 벗어나 급 대리상이 직접 최종소매상에 납품하는 채1
널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총대리상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중간 유통환절을 줄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 비용도 절
감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른 기간내 파악해야 함.

○ 대리상과 최종 소매상을 대상으로 제품기능 및 특성에 대한 교육
을 진행해야 하며 중국내 진출한 업체의 경우 산하 최종 소매상의
재고여부 및 판매계획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애 함.

자료원 : Horizon Research Consulting Group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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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조선산업 지원 나설 듯,
지난해 성장과 비교 올해 전망 매우 어두워- , -

자금지원 내수확대 수출지원 등 정책 내놓을 듯- , ,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작년 중국 조선기업 이윤 이상 늘어50%□

○ 통계에 따르면 지난 년 중국 선박공업기업의 실현이윤 총액2008
이 전년 대비 증가한 억 만 위앤으로 나타남 중국50.5% 283 4000 .
의 조선 총량은 만 적재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2881 52.2%
며 수출액 역시 억 천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함, 195 7000 59.9% .

○ 중국 선박공업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년의 에서2007 22.9%
로 늘어남 신조 수주량과 수주잔량 역시 세계시장의29.5% .

를 차지함37.7%, 35.5% .

자료원 장강망: ( )長江網

올해 전망은 어두워□

○ 지난해 분기 이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업체는 융자4/4
곤란 발주량 대폭 감소 납기이행 불가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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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년까지는 중국 선박공업기업들이. 2~3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함.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취소량이,
전세계 발주 취소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만 적재톤에 이1966
르는 것으로 나타남.
- 발주 취소된 선박 가운데 벌크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러한 벌크선을 제작하는 중소 민영 조선소는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금융위기로 융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발주량은 취소되고 신
조수주는 없어 민영 조선소들은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선박 건조가 늦어지면서 납기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한 업계인사는 현재 중국 조선산업은 큰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앞,
으로 개월 년 사이에 중국 전체 조선소의 가 문을 닫6 ~1 40~50%
을 수도 있다고 전함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 조선소의.
생산현황으로 판단하건대 향후 년 동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2
조선소가 많았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금융위기가 중국과 전 세,
계 조선산업의 대조정과 물갈이 시기를 더욱 앞당겼다고 함.

○ 이어지는 선박 발주 취소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영세한 각종 선박
기자재 기업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많은 기자재 기업들이 이어지는 주문 취소 주문 변경 지불 연, ,
장 신규 주문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 계획□

○ 중국 국무원이 제정중인 대 중요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10 (十大
에 조선산업이 포함돼 있음) .重要産業調整和振興計劃

- 원자바오 총리 역시 지난 월 일 영국에서 조선업 방직업에 대2 1 ,
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
직 발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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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언론은 금융지원 확대 내수확대 외에도 조선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규정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 방면에서도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전문가는 주로 기업의 발주취소 위험부담 경감 내수확대 기업 경, ,
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일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 선박공업발전기금 및 융자회사를 설립해 중점 조선기업이 납기일
내 순조롭게 선박을 건조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중국 배는 중국에서 건조한다는 캠페인과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
해 중국 내 선주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도
록 지원함.

-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핵심 조선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조선소간 연합을 유도해 합병 및 인수를 추진함.
- 강제성 퇴출 정책을 이용해 경쟁력 없는 조선소를 퇴출시킴.
시사점□
○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중국 조선기업이 이번 금
융위기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며 중국 정부 역시 경쟁력 없는 영세,
조선소의 퇴출을 언급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일부 대형 조선소들은 수리조선분야에 신규 투자하고 비조선,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는 등 조선산업의 불황에 대처하는 모습임.
- 중국선박공업집단은 홍콩 기업과 함께 수리조선 전문 기업인 중촨청
시 선박수조 유한공사를 설립해 주기가 긴 조선산업( ) ( )中船澄西 修造
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이윤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조선산업 진출이 이전
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의.
경우 환율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
나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인 진출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조선행업신식 중국선박보 중국경제망 상해증권보 등: , , ,
현지언론보도 종합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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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현황 및 전망
한국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점유율- , 9.5% -

의 부품 국산화율 규정 폐지 요구- WTO, ‘ ’ -中

중국지역본부 정양일KOTRA (zyy@kotra.or.kr)

○ 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입시장 현황
- 최근 년간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입은 빠른 증가세를 유지해10
왔으며 이 중 자동차부품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은 각각 를 기록함54% 35%、

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입 동향

○ 년 월 자동차부품 수출입 금액 대폭 하락2008 11
- 년 월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금액은 억 달러로2008 1 11 156.26∼
전년 동기대비 를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은 억 달10.3% , 304.56
러로 전년 동기대비 를 증가하여 무역 흑자는 억13.86% , 146.3
달러를 기록함

- 년 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완성차 생산업체가 생산2008 11
량 감축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관련 부품 수출입 금액은 전년 동
기대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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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 부품 및 주요 수입국
- 작년 월 중 자동차부품 수입 품목 위는 드라이브 라인 시1~11 1
스템이며 엔진 엔진부품과 차체 관련부품 포함 이 그 뒤를 이어, / ( )
위를 차지함2, 3

표 년 및 년 자동차 부품 수입 구조 변화1. 2007 2008
단위( :%)

- 또한 같은 기간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 누계 금액 위에 차지1 6∼
는 나라는 각각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헝가리 프랑스이며,、 、 、 、 、
이들 국가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억 달러로 중국136.68
자 동차부품 충 수입액의 차지함87.47% .

표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동향 년 월2. (2008 1 11 )∼
단위 억 달러( : , %)

번호 수입국 금액 비율
1 일본 64.11 41.03
2 독일 39.98 25.59
3 한국 14.84 9.50
4 미국 7.33 4.69
5 헝가리 5.71 3.66
6 프랑스 4.71 3.01
- 소계 136.68 87.47
- 합계 156.26 100

부품 종류 년2008 년2007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 부품 26.79 23.77
엔진 및 엔진 부품 24.61 23.59
차체 및 차체 부품 20.31 19.86
기타 자동차 부품 11.03 16.54
제동 시스템 부품 4.84 5.56
조향 시스템 부품 4.29 4.01

드라이브 시스템 부품 3.2 3.47
전자 부품 4.93 3.20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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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기업의 유형
- 년 월 합자기업의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체의2008 1 11 89.1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독자기업 및 국유기업의 수입액은57% ,
각각 억 달러 억 달러를 기록함33.17 , 26.13

표 기업 유형별 자동차부품 수입 동향 년 월3. (2008 1 11 )∼
단위 억 달러( : , %)

○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전망
- 중국은 수입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의 조립에 사용할 경우 완성차와,
같은 수준의 고 관세를 부과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년 미( ) 2006高
국과 유럽 캐나다 등이 규정 위반으로 에 제소한 바 있음WTO、

- 는 지난 일 중국정부가 일부 자 동차 부품에WTO 2008.12.15 ,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함WTO .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관련 표준이
등 고급 브랜드 자동차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BMW, Benz

에 현재 벤츠 의 중국산 부품사용율은 에도 미치지( , BMW 40%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일단 중국정부에 부품 국산화율 규정을), ‘ ’
폐지하라고 요구한 의 판결은 해외 고급 제품 생산기업에는WTO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기술과 응용: ( )技术与应用

기업 유형 수입
금액 비율

중국과 외국 합자기업 89.13 57.04
외자기업 33.17 21.23
국유기업 26.13 16.73
개인기업 6.23 3.98
집체기업 1.3 0.83

중국과 외국 합작기업 0.28 0.18
기타 기업 0.01 0.01
합계 156.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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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첫 전시회 홍콩완구전 로 본 홍콩시장 진출전략2009 ( )
전시회 관람객 및 규모 감소 미국 등 선진국 참가 부진- , -

친환경제품 공략 환율급등 적절히 활용 브랜드 인지도 강화- , ,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년 완구 전시회 현황2009□

○ 전시회 관람객 감소3.5%
- 전시회 주최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완구 전시회에 관람객이 작년
대비 감소했음 년 참관객수는 만 명이었으나3.5% . 2008 2 9773

년에는 만 명으로 집계됐음 참가 규모도 년 만2009 2 8738 . 2008 5
에서 올해 만 로 감소했음5951sqm 5 5541sqm 1% .

- 최근 경기 침체로 관람객 감소가 예상됐으며 전시회 첫날 상황으,
로는 감소폭이 작년 대비 약 정도가 될 것이라 주최측은 우20%
려했으나 전시회 중반부터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감소폭은,
많이 줄어들었음.

- 하지만 실제 참가기업과 참관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관람객수는
작년 대비 감소였음1020% .

○ 주도국 참가 및 참관 미진
- 완구업계의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의 기업의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 특히 세계 완구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 기업들의 참가 기업 감소가 두드러졌음 완구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유럽일본 완구기업들의 참가가 부진하자 전반적으로 전시회
가 침체된 분위기였다고 함.

- 이는 작년 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 완구기업들의 자금 회전9
율이 급격히 경직되고 가계 수입이 줄면서 완구 소비를 최우선적,
으로 줄이고 있어 미국 완구기업들의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기 때
문에 올 전시회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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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출시 부족
- 완구기업들은 현재 생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염두해 둔 기업은 드물다고 함 매년 홍콩 완구 전시회에서 한.
국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있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김문식 부장
에 따르면 올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전,
무하다고 함.

-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의 제품에 디자인이나 구성을 조금 변형
해 출시했으며 신규 트렌드를 불러 일으킬만한 신제품은 없었음.
쿠웨이트 바이어 씨에 따르면 올해가 년 이래 가장 저조Mohit 6
한 박람회로 신제품 및 신규 거래선 발굴에 실패했다고 함, .

년 완구 박람회 전경 사진 년 완구박람회 한국관 사진2009 2009

한국관 참가기업에 듣는 년 완구 전시회2009□

○ 바이어 한국 완구업계로의 귀환,
- 그동안 중국 완구 기업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미국 일본 완구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밀려 한국 완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으
나 이 전시회를 통해 느낀 바는 바이어들이 한국 완구를 다시,
찾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고 한국관 참가기업 일부는 밝혔음.

- 이처럼 바이어들이 한국 완구로 귀환한 이유는 최근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급등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 미국( Mattel▲
사의 리콜 우수한 기술력 인정 때문이라고 함 한국 완구로) .▲
눈을 돌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 유럽 등 완구 선진국들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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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시장 개척
- 올 완구박람회 참가한 한국기업들이 이야기 하는 틈새시장은 캐
릭터 완구 유아 완구 교육용 완구 친환경 완구 게임 등임, , , , .

- 특히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하나 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 고가의
완구제품을 구매하고 교육용 완구를 끊임없이 구매하고 있어 관,
련 완구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 또한 캐릭터 산업이 점차 상업화되고 있어 캐릭터로 만들 수 있
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음 특히 애니메이션과 접목된.
캐릭터의 경우는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번에 처녀.
참가한 사의 경우는 캐릭터인 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Vooz Pucca
지도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기간 내내 바이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음.

○ 노동력 위주 제품에서 아이디어 제품으로 개발
- 금년 완구박람회 출시 제품 중의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봉제완
구 참가기업의 급격한 감소임 봉제완구는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
품으로 최근 중국 신노동법 시행과 경기 악화 등으로 중국 봉제
완구 기업들이 특히 많이 도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러한 추세는 점차 완구 산업이 노동집약적 지향에서 혁신 지향
산업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최근에는 아이.
디어 완구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 중에는 특히 비행 완구,
헬리콥터 비행기 리모콘 조정 완구 승용 완구 등이 아동들에( , ),
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홍콩완구 박람회 참가사가 이야기하는 년 홍콩 경제전망2009□

○ 년까지 경제 침체 지속2010
- 홍콩 완구 제조사 전동완구 제조 인 사 사장( ) Hobby World Alfred
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작년 월 금융위기 이후 약 매출9 20%
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매출 부진은 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2010
전망함 특히 주요 고객인 미국과 서유럽 바이어들의 주문이 대폭.
감소했다고 함 또한 사장은 금년 완구박람회는 작년보다. Al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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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수가 감소했으며 전시장 분위기가 예전같이 않음을10% ,
시사했음.

- 홍콩 완구 무역회사인 사 과장International Toys Trading Lilian
은 금년 전시회 바이어 수가 약 감소한 것 같다고 했으며30% ,
올해까지는 바이어들의 주문이 급감해 완구 기업들의 서바이벌이
힘겨울 것으로 내다봤음.

○ 도산의 공포
- 홍콩완국제조협회에 따르면 중국 지역에 위치한 홍콩 투자 완구기업

여 개사 중 여 개사가 최근 폐업해 현재는 약 여 개사8000 4800 3200
만이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업계 종사자 수도 약 만 명에서, 300
약 만 명이 실직당해 현재는 만 명에 불과함200 100 .

- 올해도 홍콩 투자 완구기업의 도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이는 완구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같은 현상이 벌,
어질 것으로 우려됨.

○ 제조기업들 이중고에 처해
- 제조기업들은 최근 경기 악화와 기업 도산 속출로 인해 바이어들
의 신용상태를 불신해 주문 받는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번 완구박람회에 참가한 사의 사장. Hans Industrial Chan
에 따르면 가격 흥정을 심하게 하는 바이어들을 많이 만났으나
신용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함.

- 또한 완구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바이어들의 참관이 작,
년 대비 급격히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음 사. Sun Lin Toys

사장에 따르면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바이Raymond
어 수가 작년 대비 감소했다고 함10% .

○ 기업 경비 절감 서바이벌에 주력,
- 광둥성 둥관에서 완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Super Union Industrial
사 Kim사장에 따르면 현재 경비 절감을 통한 기업 생존에 최대
한 주력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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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서 하고 있는 경비 절감 방법은 우선 직원을 감원했으S 50%
며 잔여 임대공간을 다시 제 자에게 임대해 임차료 부담을 줄였, 3
음 또한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 ,
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신흥 시장 개척 에 투자 지속, R&D
- 올해 완구박람회에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도국 바이어가 감소한,
대신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바이어가 증가함 한국관 참가기, , .
업 에 따르면 남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많았으며 이 밖에Vooz ,
도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 바이어들과도 상담을 했다고 함 이제, .
완구 업계의 타겟 시장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점차,
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함, , .

- 또한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기술개R&D
발을 하지 않으면 더욱 뒤쳐질 뿐만 아니라 기회도 잡지 못한다,
는 사실을 완구업계는 인식하고 있었음 따라서 다가올 경기 호황.
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수 없다R&D
고 일부 참가기업은 밝혔음.

완구 박람회에서 본 년 홍콩 시장 진출 전략2009□

○ 친환경 제품 가능성 높아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작년 초 미국 마텔 사의 만 건의 대량 리콜 사. (Mattel) 1800
태는 납성분의 지나친 함유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친환경 완구
출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홍콩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친환경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있지 않음 친환경.
백 페인트 연필 등만이 보편화돼 있을 뿐이어서 친환경 제품이, ,
진출할만한 여지가 많이 있음.

- 금년 홍콩 완구 박람회에 참가한 플레이콘은 옥수수로 제작한 교
육용 완구로 바이어들의 각광을 받았음 플레이콘 완구는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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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하다는 친환경 컨셉을 강조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교육,
컨셉을 완구에 접목했음 가격 또한 유럽 유사제품에 비해 저렴.
해 향후 수출이 기대됨.

○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적절히 활용
- 홍콩 바이어들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
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
고있다고 함.

- 한국 기업이 환율을 고려해 가격만 조금 낮추면 홍콩시장에서 중국 제품
들과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달러 및 유로화 대비 위안화가 급절상한 점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일부 바이어들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한국 대만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 브랜드 인지도 강화 주력
- 홍콩 바이어에 의하면 한국 제품은 브랜드 인지도는 높으나 강한
임팩트가 부족함 일본 기업의 경우 우수한 품질이라는 확실한.
포인트가 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
한 수준이라고 함.

-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홍콩 진출을 위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홍콩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임팩트가 중요함 한국기업들이.
홍콩 바이어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과 품질
부분임 특히 한국 기업들의 세련된 디자인은 패션에 민감한 홍.
콩 소비자들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이에 주력한다면 홍
콩 진출은 용이할 것으로 분석됨. .

○ 분야 좀 더 부각 필요IT
- 홍콩 바이어들은 한국의 산업 중 산업을 가장 우수한 산업으로IT
꼽았음 사 과장은 한국 완구는. International Toys Trading Lilian
와 접목된 분야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함 강국이라는IT . IT

이미지는 전자완구 인터액티브 인형 게임 분야에서, (interactive) ,
주도권을 잘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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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삼성전자 전자의 선전으로 홍콩 내에서 한국 전자제품에, LG
대한 신인도가 매우 높음 편임 이러한 대기업의 선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자제품 기업들도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한다면 홍콩
내 성공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음 하지만 홍콩 시장의 트렌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므로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타제품과,
다른 독특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함.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언론종합 홍콩바이어 및 한국기업 인터뷰: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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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연구보고서[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금융위기 이후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년2008 2009
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의 경기가 동.
시에 하락함으로써 국가간 완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
인 전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의 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년 분. 2009 1
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4%, 7% ,
미국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 , CIS .
과 중남미 시장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세계시장의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이 생겨나는 기회시장과 틈새시장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
다 우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교적 덜 겪으면.
서 주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거대 내수시장도 팽,
창하고 있다 엔화강세 및 원화약세의 영향으로 대일 부품소재 수출을.
모색하는 절호의 기회도 다가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경기진작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시장도 우리에게는 기
회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구미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비용절,
감이 생존의 열쇠로 다가온 구미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주로 자동차 및.
전자분야에서 이루어져왔던 우리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가 철
도 선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될 수 있, , IT
다 구매력이 약해진 글로벌 소비자들이 절약형 상품 온라인 구매를. ,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형 제품들이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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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힐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시장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피하고 생산자, ,
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미니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역샌드.
위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시장과 틈새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내적 혁신과 함께 글
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향후 호황기에 수출경쟁력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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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련 질문
문의)
임신 사실을 정리해고 통보 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회사에서 임신 사
실을 통보 받고 현재의 급여에서 삭감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를 시킬 수
있는지요 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시? ( )
그리고 남자와 혼인 신고가 안 된 여성도 임신을 했을 경우 기혼녀와 같은
노동법에 준 하는가요 회사에 개월 급여를 추가 보상금으로 요구하는데? 2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일단 이 상황에서 직원이 보상금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해고 통보 전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 기1.
간 내에 발생한 사실로 인정되면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실 증2.
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만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사실 증거가 안 됩니다.
중국 노동법에는 임신자의 혼인사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기3. .
혼이든 미혼이든 직원이 임신 사실만 있다면 회사에서는 직원을 해
고 할 수 없습니다 단 미혼자가 임신했을 경우 임신기간이나 출산.
기간 중에 노동법에서 규정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원이 출산 때문에 휴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출산 기간 중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단 사회보.
험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부에 직원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규정 상 미혼자가4.
임신했을 경우 계획생육 위법으로 어떠한 처벌을 준다(计划生育法）
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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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에 이런 직원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법에
기준하여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직원이 임신 중 해고에 관.
하여 경제 배상을 요구 했다면 노동법 상 합리한 요구로 인정 되면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상하이 고문변호사 유진용 법무법인 해송: KOTRA KBC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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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처리시 비용 처리 문의
문의1)
휴업신청 후 회사의 수입은 있더라도 지출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
들어 현재 사무실을 계약해지하고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
이때 임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답변1)
휴업일 경우 회사는 경영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사는 반드.
시 하나의 경영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를 하셨다면
당연히 임대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출은 가능합니다.

문의2)
휴업기간 중에 부가적으로 처리할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개월에 한번씩 세무신고 그렇다면 회계장부를 외부업체에, 1 .
서 작성하는 비용이 또 발생하겠지요.

답변2)
동 사항 관련 상해시 세무국에 확인한 결과 회사의 수입 지출이 발생/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개월에 한번씩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1 .

문의3)
현재 당사의 경우 년 월 일에 설립된 외자법인으로서 자본금2008 1 30
백만불 중 만불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인데 휴업처리를 하면 이 부2 62 ,
분도 연장이 되나요?

답변3)
동 사항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 자본금이 미납된 경우 공상국에서 휴
업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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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4)
현재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해 월 중순부터는 자산을 정리하려고 합니1
다 회사법을 보니 외자법인의 경우 청산신고 일 전까지 부당하게. , 180
처리한 자산처리는 무효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
명과 이것이 휴업과는 무관할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4)
부당하게 처리한 자산처리란 기업의 휴업 또는 파산을 위해 기업이,
고의로 자산을 현 시장유통평균가격보다 싼 가격에 처리한 행위를 의
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유통 가격대가 만원인 기계를 만 위앤. 100 20
에 처리하였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만원인 기계를 만위앤100 90
정도에 처리했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상하이 고문변호사 유진용 법무법인: KOTRA KBC (
해송 상해시 세무국 등),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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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탈사이트
밖에 없습니다OIS !!「 」

정부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서비스one-stopㆍ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등 개, , KOTRA, , KIET, KIEP 31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까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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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