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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면적

기후

수도
인구
주요도시
민족

중국 (China)
아시아 동부
약 960만 ㎢ (한반도의 43.3배, 남한의 97배)
고원기후(서장청장고원)
온대대륙성기후(신강, 내몽고, 흑룡강)
온대계절풍기후(동북3성, 화북지역)
아열대계절품기후(중부지역, 남부)
열대계절풍기후(운남성 남부지역과 해남성)
베이징(Beijing, 北京)
13억1,526만 명 (2006년)
베이징 (1,538만 명, 2006년), 상하이 (1,778만 명, 2006년),
톈진(1,046만 명 2006년), 충칭 (2,774만 명, 2006년)
한족(漢族, 약 전 인구의 92%)과 55개 소수민족(8%)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

언어

중국어 (普通話가 통용, 방언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외 중국 고유의 종교로 道敎와 東正敎 등 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민간신앙이 존재한다.
종교
(중국 헌법 제36조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 공산
당이 집권하면서 종교가 사회 및 경제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건국(독립)일 1949년 10월 1일
勞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
정부형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으로 나누어지는데 黨은 “중국 공산당” 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다.)
국가원수
胡錦濤(주석) 취임일 : 2003년 3월
(실권자)
溫家寶(總理) 취임일 : 2003년 3월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정부망 등 종합
나. 경제지표
GDP
실질경제성장률
1인당 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화폐단위
환율
외채
외환보유고
산업구조
교역규모
교 역 품

16조 6,043억 위앤(2007년 1-3분기)
* 2007년 12월 17일 환율 : U$1= 737.9위앤
11.5%(2007년 1-3분기)
15945위앤(2006년말 기준)
4.0% (2007년 1-3분기)
4.4% (2007년 1-10월)
위앤
U$1= 737.9위앤(2007년 12월 17일)
US$ 3,229.88억 (2006년)
US$ 1조4336억 (2007년 1-3분기)
1차 산업(11.0%), 2차 산업(50.3%), 3차 산업(38.7%) (2007년 1-3분기)
US$ 9,691억(수출), US$ 7,916억(수입), 무역흑자 US$ 1,775억(2006년)
US$ 9,861억(수출), US$ 7,732억(수입), 무역흑자 US$ 2,129억(2007년
1-10월)
수출: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등
수입: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직물 등

자료원: 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한관리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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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 관계
국교수립 ('92. 8.24)
무역협정(’92. 9.30)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93. 1.8)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93.5.27)
체결협정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94)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94.3. 28)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94.9.16)
중국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02.5.21)
연급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교환각서(’03. 2.28)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03)
ㅇ 2006 년
- US$ 897 억 8 천만(우리나라 수출)

교역규모

- US$ 445 억 3 천만(수입): 무역흑자 US$ 452 억 5 천만
ㅇ 2007 년 1~10 월
- US$ 846 억 2 천 2 백만(우리나라 수출)
- US$ 450 억 7 천 8 백만 (수입): 무역흑자 US$ 146 억

교역품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직물 등(우리나라 수출)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등 (수입)
ㅇ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
- 2007 년 9 월 까지 : 3,343 건, US$34 억 4 천 9 백만

투자교류

- 1968 년~2006 년 말 까지 : 15,909 건, US$ 169 억 8 천만
ㅇ 중국의 대한투자
- 2007 년: 671 건 US$ 9.49 억
- 2001-2005 년까지 : 4,891 건 US$ 17.6 억

교민

총 교민 수 약 50만 명 (일시 체류자 포함) (2005년)

자료원: 중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중 한국대사관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중국공산당 제 17 차 전국대표대회의 목표
중국 공산당은 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 1중전회에서 2007년 10월 22일 오전 후진타오를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하는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명단을 전격 발표했다.
상무위원 중 후진타오(胡錦濤), 우방궈(吳邦國), 원쟈바오(溫家寶), 쟈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등 5명은 유임됐으며 시진핑(習近平), 리커챵(李克强), 허궈챵(賀國强), 저우융캉(周永康) 등 4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16전대 상무위원중 황쥐(黃菊), 쩡칭훙(曾慶紅), 우관정(吳官正), 뤄간(羅干)은
17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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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 조직도

2007 년 10 월 15 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 17 차 전국대표대회(17 전대)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해
2020 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제로 제시했다. 샤오캉
사회건설을 위해 부문간 조화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산업고도화를 바탕으로 2020 년 1 인당
GDP 를 2000 년의 두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청렴정치와 부패척결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도농간 경제발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도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자주창신능력 제고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에너지 자원절약, 환경
보호 등 중국정부가 11.5 규획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권역
별 조화로운 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개발, 세제개혁 등도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강도 높게 추진
해온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나. 향후 정책 방향
17 전대에서 제시한 정책기조에 힘입어 향후 중국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서부, 동북지역에 대한
권역개발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중국내 동서, 남북간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 이후 최대 법제개혁으로 꼽히는 물권법을 지난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내년 1 월 1 일부터는 新기업소득세법, 新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을
실시해 향후 세제, 민생, 노동관련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7 전대에서 중국은 정부서비스 수준 제고도 크게 강조했으며, 이를 반영한 듯 17 기 전대
개막 하루 전인 10 월 14 일 중국 국무원은 총 186 개 행정심사허가를 취소 또는 조정한다고 발표
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총 3 차에 걸쳐 1806 개 행정심사 허가를 취소 조정한 이후 가장 대규모로
실시한 행정개혁이다.
이번에 행정심사허가가 취소된 건은 128 건으로 기업의 시장진입, 자질등급 평가감정, 금융기구
경영범위, 수출입 기업자격 심사허가, 쿼터배분과 기업특정 경영활동 심사비준 등이 취소됐다.
조정되는 행정심사건은 총 58 건으로 행정심사허가가 하급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심사허가 정부
부서가 변경, 동류건과 통합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 중 심사허가가 하급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총 29 건으로 국무원이 실시하던 행정심사 허가가 업무효율과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성급정부기관으로 이관됐다. 이외에도 행정심사 허가부문 조정이 총 8 건, 동류건과 통합되는 건이
총 21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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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독목록 수정판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을 발표,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4년에 수정한 구 목록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17大에서 제시한 ‘외국인 투자구조 조정, 기술 혁신분야의 외국인투자 역할 강화,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제한, 금지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장려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통계에
의하면, 신규 증가 항목은 100 여개 항목, 기존 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은 40 여 개인 것으로 파악
됐으며 중국내 보유하고 있는 성숙한 기술, 높은 생산력을 구비한 전통제조업은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순환경제·재생가능에너지·생태환경보호 등을 위해 향후 외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중국내 희귀, 재생 불가능 에너지의 중요 광산자원은 장려항목에서 제외됐으며, 재생
불가능한 중요 광산자원의 외국인투자 탐사·채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에너지 소모, 고자원
소모, 고오염 외국인산업의 투자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신소재 제조업 등을 투자장려 업종에 포함시켜, 향후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외자 유치가
기여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별도의 “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우대지도 목록‘ 발표 예정되며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
진흥전략에 따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있던 기존 "중서부지역에 제한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중서부 및 동북 노후기지 투자 우대산업은 현재 수정 중인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우대 지도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중국의 대외개방 지속 확대, 환경보호, 선진기술
도입이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의 주요 흐름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투자유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급증, 외환보유고 과다 등의 원인으로 기존 수출주도형에서 일부 수입장려형으로 무역
정책이 대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지도목록‘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전통 제조업의 경우 향후 발표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지역의 경우 물류비용, 내수시장 미개척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으나, 중국정부의 중서부지역 추가 우대조치 등의 정책이 확정될 경우
중서부 지역의 가공무역 입지 가능여부에 대한 전략적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재중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중국내 경영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중국 정책의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투자·경영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려업종의 경우 설비 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면세 등의 혜택이 있는 점을 상기하고, 환경보호,
선진기술, 서비스업분야 등 장려업종에 포함된 신규 시장에 대한 시장기회 등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4

kotra 국가정보

나. 新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공식 발표
내외자기업간 소득세율을 통일한 신 '기업소득세법'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세부 실시세칙이
최12월 11일 공식 발표돼 2008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총 133조로 구성된 신
'실시세칙'은 기업소득세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수우대혜택과 비용공제범위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법발표 이전에 중국내 등기를 마친 외자기업이나 기존 세수우대혜택을
적용받던 기업에 대한 과도기세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실시세칙 발표로 1991년 6월 국무원
이 발표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과 1994년 2월 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세법 잠정조례실시세칙’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기존 세법은 내자기업 직원급여를 1인당 1600위앤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해 고임금직원을 대거
고용한 기업의 경우 불리하고 중국내 가파른 임금인상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불만이 많았다. 외국계 투자기업의 급여는 그동안 전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급여 등
원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면에서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했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 급여 공제기준을 통일시켰다.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연도에 해당기업이 고용직원에 대해 지불한 현금 또는 비현금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용 등 급여보수에 대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국무원 관련부문이나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의거해
고용직원에 대해 납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기본보험료와 주택공적금도
전액공제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지불한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보충비용과
특수업무 종사직원에 대한 신변안전보험과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세무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상업보험은 공제가 불가하다.
기업이 지불한 직원복리비용의 경우 실급여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공회경비는 실급여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능하다. 세무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교육비는 실급여액의 2.5%안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공제 가능하다. 직원복리비와 공회경비등의 공제비율은 기존 법규와 동일하나
과거에는 세액계산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공제비율을 적용한 한편, 신 실시세칙은 실급여총액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시켰다.
직원관련 비용 세전공제기능 여부
내역

공제여부

급여, 인센티브,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

전액공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

전액공제

특수업무 종사업종 신변안전보험

공제가능

투자자 직원대상 일반 상업보험

공제불가

직원복리비

실급여의 14%

공회공비

실급여의 2%

교육비

실급여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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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활동비는 발생액의 60%까지, 당해연도 매출(영업)수입의 5%까지
공제가능하다. 기존 세법은 외자기업의 업무활동비는 매출수입의 일정비율에 한해 공제가능하도록
했으나 비즈니스비용과 개인비용간 구분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 신 실시세칙은 국제관례를 참고
해 내외자기업의 업무활동경비 기준을 마련했다.
신 실시세칙은 광고선전비의 경우 세무관련 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매출(영업)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납세연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과거 규정은 내자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광고선전비 공제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기업과 업종간 차등 적용기준을 철폐시켰다.
신 실시세칙에 따르면, 기업자산보험과 기업이 환경보호나 생태복원에 사용되는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하나 해당자금을 인출후 용도를 변경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기업간 지불한
관리비나 기업내 영업부문간 지불한 임차료와 특허권 사용료, 비은행기업내 영업기구간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하다. 신 실시세칙은 중국 ‘공익사업증여법’에 부합하는 공익성
증여에 대해 해당연도 이윤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세법은 내자기업의 공익성 기부에 대해 납세소득액 3%이내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신 실시세칙은 내외자 적용기준을
통일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제가 불가한 찬조금이나 미확정준비금에 대해서도 각각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없는 각종 비광고성 지출과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준비금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소규모영리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에 대해 ‘실시세칙’은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위앤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30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도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이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10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업 기업 등 기타기업도 20%의
우대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이 연도납세소득액 3만 위앤 이하 기업에 대해 18%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3만~10만 위앤의 경우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이번
실시세칙은 납세소득액 기준을 크게 높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범위를 확대시켰다.
신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의 종사항목에 대해 기업소득세 100% 면제 또는 50%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실시세칙이 명시한 전액면제혜택대상항목은 채소, 곡물, 식물류 원료, 콩, 면화, 마, 설탕
원료, 과일, 견과재배, 임산물 채집, 관개, 농산물 가공 등이 포함됐다. 기업소득세 50% 감면
적용대상은 화분, 차 등 기타음료작물과 향료작물 재배, 해양 및 내륙양식 항목이다. ‘공공기초
시설항목 기업소득세법우대혜택목록’이 규정한 항구, 비행장, 철도, 고속도로, 도시공공 교통, 전력,
수리 항목에 대해 신 실시세칙은 해당항목이 경영수입을 취득한 날부터 납세연도를 계산해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4차년도부터 6차년도는 기업 소득세를
50%만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단, 해당기업이 하청등 방식으로 건설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체
건설해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감기술 업그레이드,
해수담화 등 에너지절약, 절수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4차년도부터 6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50%만 징수한다.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 규정과 관련된 환경보호, 에너지.용수절약, 안전생산 전용설비의 경우
해당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소득세 당해연도납세액에서 감면하고 당해연도에 감면이 어려울
경우 이후 5개 납세연도에 이월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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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시세칙 91조는 비주민기업(외국기업)이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소득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했으며
비주민기업이 중국내 관련 업무기구를 설립했으나 중국내 발생한 소득이 설립한 기관, 장소와
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0%의 기업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도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신제품개발, 신기술연구내용이 무형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대해 분할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국가가 지원한
하이테크기술기업은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하이테크분야’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연구 개발 비와
하이테크제품, 기술직원수 면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개 납세연도내 중국 기업의 기술
이전소득이 50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 하고 500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반감징수한다.
다. 고구려사 왜곡
중국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5년
계획의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사, 발해사 등의 역사를 왜곡했다. 동북이란 동북변
강사여현장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狀系列硏究工程)'의 약자로서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을 연구하는 국가적 연구 사업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96년 핵심 연구과제로 동북공정을 지정한 뒤 2002년 2월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해 고구려사의 자국사 편입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4월 20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빼고 신라·백제도 '국가 형성'
대신 '정권출현'으로 격하하며, 홈페이지에 한국사를 소개하면서 '서기 1세기 이후 한반도
일대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 3개의 다른 정권 형태와 소속 관계가 다른 국가가 형성되었
다'는 문구에서 '고구려'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또한 이러한 역사 왜곡은 대학 교재에까지
기술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에 항의,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고구려사 왜곡
실태에 대한 복원을 요구, 범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실무대책 협의회를 소집했지만 8월 5일,
중국은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 수립 이전 역사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통째로 없앴다.
또한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도 지난 달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부'라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
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역사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측은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주요 근거로 ▲고구려가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 정권이라는 점 ▲활동 중심에 있어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 왕조 군신 관계를 유지했
다는 점 ▲고구려 멸망 후 그 주체 집단이 한족에 융합됐다는 점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의 고구려사 왜곡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보고, 한ㆍ중 당국간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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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작업은 향후 동북
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방향과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국가 전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동북아시아 역사분쟁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 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5년 11월 16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 회담
을 갖고 중국의 오랜 요청 사항이었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
키로 합의,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한 8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경제지위'란 반덤핑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 덤핑률 산정에 불리해지는 제도이다. 만약에 덤핑판정 등 통상적
분쟁이 빚어지면 비(非)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불리한 입장에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으면 반덤핑제소 등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인데,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 대상 국가인 만큼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과 최근 김치 파동
등 통상 분쟁, 6자 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 정치 외교적 사안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 물품에 대한 수출에서
덤핑 판정을 피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에
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값싼 임금 등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의 반덤핑 제재를 뚫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값싼 가격을 앞세워 덤핑 수출에
나설 경우 제재 수준의 약화로 인해 국내 업계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양국 정상은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 성명 내용
ᆼ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ᆼ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ᆼ 고위 인사 교류, 외교부간 협력, 국방안보분야 교류 증진
ᆼ 경제·통상 분야 교류 협력 심화 확대
ᆼ 문화·청소년 인적 교류 분야 등 협력 강화
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ᆼ 노무현 대통령 재방중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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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중 무역 투자 협력 확대 및 MOU 체결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은 2005년 11월 1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입석하에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
서> 및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투자대상국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인 무역 투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양국이 지향해야 할 한중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목표와 협력방향을 제시, 또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까지 한중 무역 2,000억
달러 달성,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사전 예방 체제 구축 및 한중 양방향 투자
협력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중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한·중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 및 통상마찰 등 사후
분쟁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 예방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 수입급증 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 조사 사전 협의 강화 등을 골자로, 양국의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한·중 회담에서 중국측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일부 업계의 우려를 감안, 불공정 무역행위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한중 무역구제협력
회의 산하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고 MES인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 中-칠 FTA 체결로 중남미 한-중 경쟁 본격화
중국과 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APEC 개최를 계기로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체결됐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KOTRA가 발표한 <中-칠레 FTA 체결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
는 컴퓨터, 자동차 등에 대해 중국은 구리와 펄프 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 하기로 하여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한 윈-윈 효과를 누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FTA체결을
통해 칠레는 식품, 원자재 등의 對 중국 수출이 중국은 섬유, 기계류 등의 對 칠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中-칠레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은 중국 시장보다 칠레 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중국시장에서는 한국과 칠레의 對중국 수출 제품이
서로 달라 경합도가 낮은 반면,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품목이 유사한 관계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韓-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對칠레 수입품목 중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약 78%를 차지,
칠레의 대 구리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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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 원자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구리를 비롯한 각종 광물, 임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중 양국간의
자원개발협력을 공식 제안해 중국 Minmetal 사와 칠레구리공사(Codelco)간 광산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의 對 칠레 주력 수출품목 중 상당품목이 중국과 경합을 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
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컬러 TV,
비디오카메라, 전자레인지, 타이어, 자동차부품, 핸드폰, 건설기계, 세탁기 등의 제품에서
중국산의 시장진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시장의 세분화 및 차별화가 필요하며, 고부가
가치, 고품질, 첨단기능 제품을 통한 시장확보 전략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글로벌 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 실제 중국 공장으로부터 칠레로 직접 수출하고 있는 LG, 삼성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中-칠레 FTA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이
라는 견해가 있다. 중-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 국가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대외 자원 협력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의
FTA 체결 전략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 한-중 경제발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문제
한-중 경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한국의 제반 제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 GDP 에서의 제조업 비중이나 고용 감소현상은 크지 않다.
다만 신발, 피혁, 섬유, 의류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지의 중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존재한다. 신발, 피혁산업의 고용은 92 년 14 만명에서 2004 년 3 만명으로 11 만명 감소
했다. 현재로서는 식품, 제지. 인쇄, 1 차 금속산업에서 GDP, 고용, 국내 유형 자산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감소추세가 진행중이다.
제조업 전반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①중국 현지 생산이 반드시 한국 생산
기지의 중국 이전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 에 따른 생산 확대의 일환으로 전개
되고 있고, ②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어 새로운 생산,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중 한국기업의 한국 부품조달 비율이 높고 생산 제품의 한국소비 비율이 낮아,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수출 유발 효과가 수입 유발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전자 산업의 경우,
백색 가전, 노트북 등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전되었으나, 동시에 액정 판넬, 플라즈마 판넬,
메모리 등 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산업 전체의 생산
및 고용 증가로 연결된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재중 한국기업의 부품 현지 조달률, 중국 기업의 경쟁
력 향상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재중 한국기업의
43.8%가 대중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바,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안정적으로 지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의 생산능력이 증가하여 한국 국내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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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중 한국기업의 부품 현지 조달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하면서 한국의 생산․ 고용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2010 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가 사라지고, 무역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인바, 이에
따라 ①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②중국 현
지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산업고도화 정책(10 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이 중국으로 생산 이전의 생산, 고용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한국 제조업 공동화의 관건이다.
아. 한중 FTA
한·중 FTA협상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이웃국가 중국의 경제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 상당히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어서 한·중FTA 체결 여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중국은 한국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대미국
수출입 규모보다 많으며, 대중국 수출은 대일본 수출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중국의 경이로운 급속성장의 양대동력이다.

중국

은 1986년부터 WTO 가입을 신청하였고 2001년에 WTO 가입을 실현하였다. 이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7%를 기록하였고, 2006년 기준으로 세계 3대 경제대국, 세계 3대 교역
및 수출대국, 세계 제1위 외환보유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2위 수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외개방 이후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시장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1985년에는 불과 15%
미만이었지만, 최근 들어 30%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중국에서 시장경쟁이 매우 격화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WTO 가입국 사이의 이해조정 문제로 DD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조류가 출현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DDA 협상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해 FTA 체결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FTA를 제안했고
이듬해에는 10년 이내에 중·아세안 FTA를 체결할 것을 합의했다. 중·아세안 FTA를 시작
으로 중국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WTO가입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FTA의 출현
은 복잡다기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4년에 아세안과, 2005년에는
칠레와 지난해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별도로 홍콩·마카오와 경제무역
긴밀화 협정 (CEPA)을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GCC(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
·바레인)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밖에 아이슬란드·남아공과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국
·인도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상하이협력기구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
키즈스탄·타지키스탄)와는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중국이 인접지역과 개도국을 FTA 대상국
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부국인 뉴질랜드·호주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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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은 FTA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형성 등 전략적인
동기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진출·기술획득 등의 경제적 요인도 중요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을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WTO 가입과
FTA 추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속성을 보였지만, 중·아세안 FTA는 결코 높은 수준의
FTA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상품교역·서비스·투자 등 각종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한다는 기본원칙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교역 위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아세안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FTA라고 하지만 민감품목·초민감
품목이 많고 관세인하 유예기간도 긴 편이다. 또한 중국은 대체로 상품 분야를 먼저 타결한
뒤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과는 2004년에 상품 분야
협상을 종료, 올해 1월에 서비스협상을 타결하고 현재는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한 상태이다.
칠레와 파키스탄과도 상품 분야는 1~2년 만에 타결했지만,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우선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2004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중 FTA에 미온적 태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일 FTA 및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입장을 급선회하여 한·중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 FTA를 통해서 수출시장 확대·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동북3성의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중 FTA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중국 내 반대여론도 높지 않아 FTA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국내의 사정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역시 대외개방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중 FTA 찬성론자는 양국간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의존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는 국내경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FTA를 통하여 잠재적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중국이 지난해에 농수산업 등의 분야
에서 양보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시사한바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협상체결도 가능 하며,
중국의 전략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중 FTA에 대한 신중론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은 농수산물의 작목 및
소비구조가 유사해 우리 측 농수산업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한·중
경제교류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FTA 없이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확대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FTA 체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한·중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중국 수출품목이 주로 원부자재이기때문에 이미 관세 면제 및
환급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정책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한다면
서두루지 말고 충분히 사전연구와 국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제도적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FTA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환경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다량 유입되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도 있다. 중국 의존도의 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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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FTA는 낮은 수준의 FTA 혹은 높은 수준의 FTA중에서 어떤
FTA를 지향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추진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농수산품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한 품목이다. 중국은 수송장비·섬유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민감
품목으로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적용범위에 따라 한·중 FTA의
주요성격과 파급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환경보호·노동·지식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등의 이슈는 중국 측이 협정에서 기피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지식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의 경우 중국의 과거 FTA 협상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 호주·뉴질랜드의 FTA 협상에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을 예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중국의 FTA
대상국 중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와의 향후 협상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 를 통해
상품무역을 확대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FTA 를 체결한다면 경제의 예측 가능
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KOTRA, 주중 한국대사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Ⅱ.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7년 1-3분기 경제 동향
중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국정 이념을 표방하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 에너지, 무역 및 투자, 지역 발전 등 경제 제반 분야에서 "내수, 내자, 자국 기술"
중심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양적인 발전으로부터 질적인
발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10% 이상 성장률이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도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이며, GDP, 무역, FDI
등의 지표에 있어서도 세계 순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1) 경제성장률
2007년 1-9월 GDP 총액은 16조 6,043억 위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산업별 비중은 각각 11.0%(18,207억 위앤), 50.3%(8조 3,478억 위앤), 38.7%(6조 4,358억
위앤)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고도 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과잉 생산, 국제 수지 불균
형, 농촌 문제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2-2007 GDP 성장률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 1-9월

GDP증가율(%)

8.0

9.3

9.5

9.8

10.7

11.5

자료원: 中國 國家 統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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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 생산
2007년 1-9월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국유기업 및 매출총액 500만 위앤 이상의 비국유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공업부가가치액 증가율은 18.5%로 안정적인 증가를 보였다. 공업 기업의
제품 판매율은 97.85%로 전년동기대비 0.0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방직업이 전년동기대비 16.3%, 화학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1.3%,
비금속 광물 제품 24.0%, 흑색 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22.9%, 교통 운송 설비 제조업
26.0%,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이 21.7% 증가했다.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설비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하고 전력생산과 공급업은 15.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07년 1-6월 기준 원탄, 원유와 발전량이 각각 16.8억톤, 1.4억톤과 2만 3,702억
kwh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1.0%, 1.4%와 16.4% 증가했다. 생철, 조강과 강재 생산량은 각각
3.5억 톤, 3.6억 톤과 4.2억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7%, 17.6%와 24.0% 증가했다.
동기간 시멘트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9.8억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
한 677만 대에 달하며 그 중 소형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한 361만대로 집계됐다.
주요 경제 지표
지 표

2004

2005

2006

2007년 1-10월

GDP 성장률(%)

9.5

9.8

10.7

11.5*

공업 생산 증가율(%)

11.5

16.7

16.6

18.5

소매 판매 증가율(%)

13.3

12.9

13.7

16.1**

고정자산투자증가율(%)

25.8

25.7

24.0

25.7*

수출 증가율(%)

35.4

28.4

27.2

26.1

수입 증가율(%)

36.0

17.6

20.0

20.5

환율(元/달러)

8.28

8.099

7.8087

소비자물가상승률(%)

3.9

1.8

1.5

4.4**

외국인 직접 투자(%)

13.3

-0.5

-4.1

35.0

총통화(M2)

14.6

18.0

16.9

39.98

7.3751
(12월18일기준)

자료원: 中國國家統計局(NBS)
주 : *은 2007년 1-9월, **은 2007년 1-10월 통계임
3) 대외경제
2007년 1-11월 중국의 무역총액은 1만 9690.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했고 그
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한 1만 1,0367억 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654.8억 달러에 달했다.
.
4) 고정자산투자액
2007년 1-9월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전년동기대비 25.7% 성장한 9조 1,529억 위앤에 달
했고 그 중 도시 고정자산 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한 7조 8,247억 위앤, 농촌
고정 자산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1조 3,282억 위앤을 기록했다.

중국-14

kotra 국가정보

산업별 도시 고정자산 투자규모를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고정자산 투자액
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41.1%와 29.3%, 24.0% 증가한 938억 위앤, 3조 4,522억 위앤, 4조
2,787억 위앤에 달했다.
5) 소비재 판매액
2007년 1-10월 중국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7조 2,090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했으며 그 중 도시는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 현급 이하 지역은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소비재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한 6조 657억 위앤,
숙박 및 요식업은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한 1조 30억 위앤에 달했고, 기타 산업의 소매
액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1,401.9억 위앤에 달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류 가격이 11.3% 상승했으며 그 중 식량 가격은 6.4%, 육류가격은
30.1% 상승했다.
6) 외국인투자
2007년 1-11월 중국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34,419개사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했으나 투자유치실행액은 616.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11월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수는 3,593개사로 전년동기대비 9.1% 하락했고
투자유치실행액은 7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중국 투자규모순위를 보면, 홍콩 224.32억 달러, 버진군도 141.66억 달러,
한국 32.29억 달러, 일본 29.9 억 달러, 싱가포르 24.64억 달러, 미국 22.21억 달러, 케이만
제도 21.54억 달러, 사모아 제도 15.99억 달러, 대만 14.34억 달러, 모리셔 10.46억 달러로
나타났다.
나. 2008년 경제 전망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08 년 중국경제현황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1%보다 높은 11.6%에 이를 전망이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둔화된 11%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3 년 이후 10%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2000 년대 들어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2007 년 1 차 산업이 4.6%
증가하고 2 차 산업은 13.5% 증가해 2005 년과 2006 년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한편, 3 차
산업증가율은 10.7%에 이를 전망이다.
2007 년 사회고정자산투자 실질증가율은 21.6%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20.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투자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면서
사회고정 자산투자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 년에는 사회고정
자산투자액 비중이 GDP 총액의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투자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2008 년도 주요 거시경제 조정사항 중 하나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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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시작된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5%에 이르고
상품판매가격 증가율은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제품 판매
가격증가율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전년대비 4%와 3.5%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최근 2008 년
중국경제발전기조를 확정하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억제가 2008 년
중국거시조정 최대 과제로 제시됐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도 내년도
정부경제발전 기조로 채택된다.
2007 년 중국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은 전년대비 12.5% 증가하고 농촌주민 일인당 순수입은 8.5%
증가해 2005 년과 2006 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8 년에는 올해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돼 중국도시주민 가처분 소득이 전년대비 10.9% 증가하고 농민 일인당
순수입은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 년 이후 본격화 된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와 외환보유액 급증이 2008 년에는 다소 완화될
전망으로 2007 년 중국의 수입과 수출증가율은 20.3%와 25.1%로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6 년 1775 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260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7 년 중국정부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거시경제조정의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했으나
2007 년 8 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250 억 달러로 월별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 년에는 위앤화 절상과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 그간의 수출 억제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수출이 둔화돼 수입과 수출증가율이 각각
22.9%와 20.5%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흑자 확대추세는
여전해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액이 290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나 무역흑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1.5%로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수익을 1600 만 달러로 예상했으며 시장확대에 따른
수익이 시드니 올림픽이나 아테네 올림픽을 넘어서는 2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 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관광 외환수입도 48 억~49 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 여행수입도
1390 억~149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국가통계국, 중국 상무부, KOTRA

2. 주요 산업 동향
가. IT 산업
'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 기간 중국 정보산업의 주요 발전 목표는 2006년부터 연
평균 성장율을 20%로 유지해 2010년에 정보산업의 부가가치액을 2조2,600억 위안으로
끌어 올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억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해 인터넷 보급율을 15%로 향상시키고 2008년과 2010년에
전자 정보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업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0.2~45%와 7.8~10%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외주산업 확대를 위해 상무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등 3개
부문의 지도 하에 國開行이 50억 위앤을 각기 따렌, 시안, 청두, 난징, 선쩐, 베이징 등 소
프트웨어 수출 도시에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중국-16

kotra 국가정보

종전 상무부, 개발위원회, 정보산업에서는 텐진, 상하이, 선쩐, 베이징, 따렌, 시안 등 6개
도시를 "국가소프트웨어수출기지"로 인정하였고, 금년 상무부에서는 광저우, 난징, 항저우,
청두, 지난 등 5개 도시를 "국가소프트웨어수출창신기지"로 새롭게 인정했다. 이로서 중국
국가급 소프트웨어 수출기지는 11개에 달하게 됐다.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

1)

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
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한다.
즉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되는 제품은 China RoHS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 레이더 제품, 통신제품, 라디오, TV 설비 업종 제품, 컴퓨
터 관련제품 등 총 11종, 1,400여 개의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유해 물질 또는 원소를 포함
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한다.
전자정보제품 중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치(최대 허용 농도) 또는 사용 제한 기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염
통제 중점 관리목록'은 아직 미발표되었으며 공포 후 해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식산업부 등 7개 부서는 2006년 2월 28일 공동으로 근거
법령인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2007년 3월 14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마크기업 회의 및 제1회 중국
그린제조연간회의(電子信息產品環保標識企業明示大會暨首屆中國綠色制造年會)』에서

長虹,

康佳, SHARP 등 20여 유명 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생산 제품에
대해 중국 ROHS 규정을 준수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내 몇몇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들은 이미 자체 사이트에 관련 라벨을 표기하고 3월
1일부터 출시한 제품은 중국 ROHS 요구에 부합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중국 중소
기업들은 원가절상,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ROHS 주요 요건
구성요소 구분
EIP-A
EIP-B
EIP-C

제한치 요구(수량 요구가 있을 경우 단위는 모두 WT%임)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 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은 0.1%, 카드뮴
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유해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
하지 않아야 함.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이 0.1%, 카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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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OHS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의 자체 검측기기 보유가 필수로 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전자는 자동으로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등 4대
중금속의 함량을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는 JSX－3100RⅡ제품을 개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3월 1일부터 중국 ROHS가 정식 실시됐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준비 기간)으로
인해 업체들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미미한 상태이며, 오직 원자재 업체들의 대체품 발굴
및 연구, 그리고 검측기기 업체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업
들의 움직임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편이라고 판단된다.
2007년 1-9월 전자산업이 실현한 주영업수입은 3조 4,571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했으며 그 중 제조업의 주영업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한 3조 786억
위앤에 달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영업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6% 증가한 3,785억
위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조업의 공업부가가치액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
한 6,738.1억 위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9월 신흥소비전자제품의 생산량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대부분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 핸드폰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한 40,547.4만대, 노트
북은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한 6,081.4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한 1317.8억 위앤에 달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594.3억 위앤에 달한 결과를
보였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주산업을 새로운 산업 이전의 주요 목표로 해
유치 경쟁이 활발하며, 이를 통해 중국 각 지역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를 모색하고 있다.
2007 년 11 월 8 일 EDS. NYSE 의 전 세계 서비스센터(이하 WSC 라 함)가 우한 둥후
하이테크 개발구(武漢東湖科技開發區)에서 정식 설립됐다. 이는 EDS 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WSC 로 GM, Continental Air-lines 와 같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DS 의 WSC 의 우한 유치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시 및 둥후하이테크 관리위원회 등 각급
정부가 모두 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 중국 내 각급 지방정부가 점차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 외주기지 설립을 중시하고, 일련의 특혜조치 지원을 통해 앞다퉈 유치경쟁에 나설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McKinsey 는 2007 년 중국 다수의 서비스 외주 선두기업과 지방정부를 방문한 후, 중국
상무부에 "중국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외주산업의 거인으로"라는 백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백서에서 McKinsey 는 중국은 제조대국의 우위를 계속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외주산업 발전을 통해 해외투자가 비용
원인으로 비용이 더욱 낮은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제조업의
산업체인을 업그레이드시키며, 자주 혁신의 좋은 환경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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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프트웨어 외주산업의 전 세계 산업이전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은 기존 선진국의 R&D 센터를 비용이 보다 저렴한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IT 정보서비스 공급업체인 EDS 는 전 세계 가장 큰 서비스 외주기업이자 세계
3 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고객에게 정보시스템 관련 컨설팅·개발·통합 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2006 년 총 매출액 213 억 달러로, "Fortune"잡지 2007 년 세계 500 대 기업 중 335 위를
차지한 EDS 는 현재 아르헨티나·인도·헝가리에 3 개의 WSC 를 설립했다. 2006 년 대중국
투자를 결정한 EDS 는 2 곳에 WSC 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 직원은 모두 5000 명에 달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된 EDS(우한) WSC 는 ITO(IT Outsourcing)를 위주로 하고 일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도 포함하며, 제 2 의 WSC 설립 대상으로 3 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McKinsey 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서비스 외주산업의 시장규모는 4650 억 달러,
2010 년에는 6000 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cKinsey 는 또 2010 년

중국의 서비스 외주산업 시장규모는 180 억 달러, 2015 년에는 56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 외주산업의 가장 우력한 경쟁자이자, 전세계 R &D 센터
기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일부 다국적 소프트웨어기업은 중국 서비스 외주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의식하고,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 월 27 일 Microsoft 사는 중국에서 개최한 "소프트
웨어 외주사업 포럼"에서 합작 파트너에 대한 두 가지 지원정책을 선포했다. 첫째는 앞으로
3 년 뒤 해마다 중국의 합작 파트너에게 4 억 달러가 넘는 업무를 외주시키고, 둘째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통합해 합작해 주문 받고 개발하며, 필요할 때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여러 기업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EDS 우한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한시 정부의 서비스 외주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새로운 전략산업 포지션에 있어 우한시는 광전자 정보산업을 위주로 하는
"Optical Valley" 브랜드 발전전략을 세우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주산업, IC 제조설계, 정보
광전자를 포함한 산업을 우한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하이테크 영역으로 결정
했다.
EDS 의 우한 프로젝트는 지역선정에서 시작해 설립까지 채 1 년이 걸리지 않았는 바, 이는
우한시가 공상등록·세수특혜·지적재산권·인력유치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한 결과이다.
우한시는 EDS 의 성공적 유치가 인적자원, 기초설비, 현지 시장잠재력과 동아시아 목표
시장과의 근접정도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인도와 비교할 때 우한시의
IT 인재 비용이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주산업에 대해 많은 중국 지방정부에서 관련 특혜정책을 제시하고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강삼각주지역 중, 상하이시는 "상하이 서비스외주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관한 의견"을 공포
했으며 5 개 파트, 24 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상하이시의 서비스 외주를
발전 시키는데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우시(無錫)시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참관단
을 조직해 미국의 대형 서비스 외주 전시활동에 참가했다.

중국-19

kotra 국가정보
이는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및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저우(蘇州)정부는 관련 법률을 출시하는 동시에 국가 소프트웨어 외주 시범
단지의 신청을 준비 하고 있으며, 광둥의 일부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 외주 연맹을
성립하고, 국외 소프트웨어 협회, 유명기업과 연합해 공동으로 주문 받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외주산업 발전 열의는 환발해지역 및 중서부지역에까지 파급되고 있으며 베이징·선
양·청두우·우한·난창 등을 포함한 도시에서는 잇따라 전문세미나 개최, 전문인재정책 출시,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기지 신청, 소프트웨어 기지 성립 등 조치를 통해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중점을 서비스업 외주산업에 두고 있다.
반도체 전문 조사기관인 미국의 'IC인사이츠'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국 반도체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32% 성장한 408억 달러를 기록,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의 집적회로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집적회로 시장의 약 1/3 수준
이다. 현지 반도체 생산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실질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미미
한 수준이다.
상하이 CCID에서 발표한 ‘2007년 1-6월 중국 IC산업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중국의 IC산업 총 생산량은 192.74억개로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했으며 전체 산업의
판매수입은 607.22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3.2% 증가해 이는 2006년 동기간 증가율인
4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집적회로 생산현황(2004-2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량(만개)

생산량(만개)

증가율(%)

생산량(만개)

증가율(%)

집적회로

2355586.6

2657824.2

12.9

3560000

26.3

개별소자

14078920.9

20628989.6

46.5

13978222.8

30.7

자료원: 중국공업신식망
중국은 정부의 산업 장려 정책에 힘입어 IC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생산 라인 증설 추세를 보면, 11·5 규획 기간에 20~25개 라인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ISuppli 가 베이징·상하이 등 지역의 반도체 칩 설계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최소한 10 개 IC 설계기업이 2008 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ISuppli 는 이러한 중국 IC 설계기업의 상장 러시는 산업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연관
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 년간 중국의 500 개 가까운 넘는 IC 설계기업 중 Vimicro(中星微), Actions
Semiconductor (珠海炬力), Spreadtrum(展訊) 등 3 개 칩 디자인 기업 만이 해외시장에서
상장했다. IC 설계산업이 반도체 산업체인으로부터의 독립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분업화
결과이며 80 년대 처음으로 대만 TSMC 가 Foundry 방식의 비스니스 모델을 추진한 이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Fabless(무공장)방식으로 제조하면서 IDM(반도체 일체화공장) 업체
의 수량이 계속 감소한 반면, 많은 반도체기업이 자체 공장을 보유하는 대신 점차 외주
제조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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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500 개에 달하는 IC 설계기업 대다수는 "유학파+고학력군+벤처캐피탈“의 3 자
가 어우러진 창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품을 직접 소비시장에 판매하면서 전세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IC 설계기업의 국제화 수준, 산업화능력 및 외주
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IC 설계기업은 소비류 전자제품 및 아날로그칩 설계 위주이고, CPU·DSP 등
하이테크 영역의 IC 설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IC 설계산업의 낮은 진입
장벽과 치열한 경쟁국면을 조성해 적지 않은 IC 설계기업이 직원 수십 명의 규모에 불과한
영세기업이다.
ISuppli 조사결과 2006 년 중국 IC 설계산업의 총 매출액은 19 억 6000 만 달러로, 처음으로
상위 7 개 기업의 매출액이 1 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동시에 29 개 IC 설계기업이 1000 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IC 설계산업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0 만 달러 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5000 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상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며, 연간 매출액이 1 억 달러인 기업은 초보적인 국제경쟁력
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2007 년 중국 IC 설계산업의 매출 총액은 30 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그 중 상위 10 개
기업이 매출액 1 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고 30 개 기업이 2000 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ISuppli 는 예측하고 있다.
2007~2010 년 중국 반도체설계산업 매출액 전망

자료원 : 21 世紀經濟報導
나. 가전 사업
보도에 따르면 주강 삼각지역과 장강 삼각지역 다수의 소형 가전제품 OEM 기업들이 현재
위앤화 절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원자재 파동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소형가전 시장은 대략 150 억 달러이며, 찬쿤, 동링, 더하오룬다 이 3 대 기업의
1 년 매출금액의 합은 약 11 억~12 억 달러로 전 세계 소형가전업계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 3 대기업들은 이외에도 중국의 소형 가전업계의 앞으로의 전형은 서로
다르지만 소형가전업계의 잠재력이 풍부할 것이라는 전망아래 적극적인 전략의 변화가 필요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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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의 가전산업은 "표준전략" 경쟁에 들어섰으며 국가가전표준을 대체적으로 Haier
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다가 춘추전국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표준과 특허 전략면에서 상대적
으로 낙후한 Midea(美的)그룹이 5월이전에 냉온수기, 전자레인지 등의 국가 표준, 산업표준
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저쟝과 광둥의 여러 가전 기업이 작년 5월부터 국가 표준화관리
위원회의 "가정용전기국가표준공개징집"활동 주도권을 갖게 됐다.
국내가전기업이 참여하는 표준은 "Electric-shock-proof(防電牆)"과 같은 국제표준이 있고
그 외, 기타는 대부분이 기능성 표준으로 진정한 핵심특허로서의 근거가 부족하고, "E家佳",
"防電牆"과 같은 핵심표준은 해외경쟁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어 가전기업의 "표준화 길"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제정한 1만7000여 국제표준 중 중국에서 제정한 표준은
0.3%에 불과하다. 국가가전기업의 발명성 핵심특허가 매우 적고 국제표준 제정 중 국내
기업은 Haier이 개별회의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기타 국내기업들은 발언권이 없으며, Haier
이 내놓은 "E家佳"는 Siemens를 대표로 하는 국외기업의 압력을 받고, "현재 존재 하는
표준기술과 많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제표준의 제안단계에서 거부됐다.
국내기업의 수출은 과거에 OEM이 위주로 국외표준의 특허에 따른 비용수납은 국외
판매상과 브랜드 권한수여상이 나누어 부담했는데, 자체브랜드 수출 확대로 반드시 자신의
표준전략에 의지해 국외 표준조직과 합작이나 특허 교환으로 국외 표준장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1-3분기 중국내 컬러 TV 생산량은 5,862.9만대로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컬러 TV 총 출하량은 6,063만대로 전년동기대비 0.7% 하락했으며 그중
수출은 3,190.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내수 출하량은 2,872.7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2007년 1-9월 CRT 컬러 TV의 생산량은 3,748만대로 전체 컬러 TV 생산량에서 6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LCD 컬러 TV의 생산량은 1,381.8만대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
했으며 전체 컬러 TV 생산량에서 34.2%를 차지했다. 2007년 1-9월 PDP 컬러 TV의 생산
량은 9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컬러 TV 생산량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8,200만대에 달할
것이며 그중 CRT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5,100만대, LCD의 경우 전년대비 53% 증가한
3,000만대, PDP는 전년대비 약 7% 감소한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7 년 1-9 월 중국의 가정용 냉장고 생산량은 3,697.27 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했으며 9 월의 생산량은 375.40 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ZOL 의 조사결과, 중국 세탁기시장은 현재 자동와류식 세탁기의
시장 점유율이 57.4%를 차지하는 등 2007 년 드럼세탁기 및 대용량 전자동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 년 1~7 월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고급형 와류식 세탁기는 6.3%(2006 년 4.7%), 드럼세탁기는 1.8%(2006 년
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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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드럼 세탁기의 소비자 인지도와 관심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드럼세탁기와 대용량 전자동 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세탁기 시장에는 海爾，小天鵝，榮事達 등 중국본토 브랜드가 60% 이상 시장을 점유
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얼(海爾)은 저가에서 고가까지 제품을 고루 출시, 시장점유율 44.3%
를 차지하며 1 위를 고수하고 있다. 고급프리미엄시장은 삼성·LG·Simens·HP·Sharp 등 외국
브랜드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지멘스·삼성·LG 등 외국기업 역시 현지 상품기획을 확대
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LG 의 스팀트롬 세탁기는 절전, 절수 등 에너지
효율 우수성과 세탁없이 스팀만으로 구김 및 냄새 제거하는 '스팀 프레쉬(Steam Fresh)'
기능과 다양한 컬러 디자인을 채용해 중국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국 본토 브랜드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프리미엄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급 시장만을 타깃으로 제품을 출시하던
小天鵝는 최근 드럼통세탁기를 4 개 출시했고, 하이얼(海爾)은 무세제(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음이온수로 세척하는 것)드럼통 세탁기를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격대가 1000~2000 위앤제품은 와류식 세탁기가 대부분으로 저가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국 본토 브랜드가 주를 이루며 이 가격대의 브랜드 점유율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 2001~3000 위앤에는 고급 와류식 세탁기와 드럼세탁기가 주를 이루고 브랜드
수는 120 개에 달하며 중국 본토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으로 혼전 양상을
띠게 된다. 그외 3001~4000 위앤 및 4000 위앤 이상은 고가의 드럼세탁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브랜드 수가 총 139 개에 달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고기술로 고가프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하다. 1000 위앤 이하 세탁기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대도시가 아닌 2~4 급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절시(節時)·절전(節電)·절수(節水) 등 친환경 제품 및 살균작용이 강화된 친건강제품, 5 ㎏
이상급 대용량 드럼세탁기가 현재 가장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화북과 화동은 중국 전체
세탁기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곳으로 이 지역 소비자의 수요가 중국 전체시장의 수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시장일수록 대도시 수요자 니즈 파악이 우선시
되야 한다.
고급 프리미엄 시장은 현재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현실이며, 소비자 브랜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광고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전략이다. 한편 지속
적인 A/S 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으면 향후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동차 산업
WTO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약속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 관세 세율을 낮추었는데, 소형 승용차, SUV, 소형 승합차의 수입 관세를 28%에서
25%로 낮추었고, 차체·밑판·중저 배기량 석유발동기 등 자동차 부품의 수입 관세를
13.8~16.4% 에서 10%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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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질량검역총국, 세관, 인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
처는 2006년 12월 31일 자동차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 3월 1일부로 완성차(승용·상용차 및 문틀, 모듈 부품 등)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제 실
시와 함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 자격 관리제,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대행 권한
관리제 등을 실시한다.
상무부는 업체의 해외 수출 실적에 따라 경고 및 조정 대상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지적 재
산권 침해 제품 생산·허위 자격증명 자료 제출·수출 대행 권한 증명을 위조하거나 타사
제품 수출 및 수출 대행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기업의 제품 수출 행위·기타 중대한 품질
문제로 해외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다음 해에 완성
차 수출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ㅇ 2005년 연말부터 올 12월 말까지 중국 정부가 새로 제정한 자동차 관련 법규는 무려
25 개에 달하며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 제품 외부 표식관리방법
 차량구입 세수관리방법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 규정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형 소배기량 자동차 장려에 관한 의견
 자동차 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
 중고차 교역 규범
 자동차 측면 충돌 시 승객보호 관련 규정
 승용차 후면 충돌 시 연료계통 안전에 관한 요구
ㅇ 관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규는 아래와 같다.
 차량 구입 세수관리방법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즉 차량 구입 시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시장억제
효과의 우려가 있으며 소비세의 조정으로 중국산 대배기량 차량 및 수입 고급 승용차
가격 대폭 상승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형 소배기량 자동차 장려에 관한 의견'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유류 저소모, 배기가스 저배출 기능을 갖춘 소형 자동차 생산 및 투자를 적극 장려
신차 배기가스 통제 수준 제고에 있어서 중국의 배기가스 통제 수준은 선진국보다 8년
정도 뒤진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보유량이 많은 농업용 차량의 경우 30년 이상 낙후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배기량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법규 시스템을 완비해서 향후 10년 내 미국과 EU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다.
클린 자동차 생산 및 사용 장려에 있어서 중국은 1999년 환경보호총국과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클린 자동차에 관한 규범을 만든 바 있다. 즉 이후 2003년까지 전국 16개 시범
시행 도시에서 가스연료 차량 20만 대, 주유소 600여 곳, 대체연료 120만 톤을 대상으로
클린 자동차 계획을 실행에 옮겨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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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련 정책 조치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며 환경 감독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차량
환경 부문 연례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표준 미달 자동차에 대해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저
유황 연료에 관한 법규를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차량 연료의 평균 유황유량은 500~
2000ppm으로 구미의 150ppm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제6차 회원대표대회에서 장 부주임에 따르면, WTO 가입후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 규모가 매년 100만대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세단과 소형차 생산 판매가
급증해 세단형 자동차의 경우 WTO 가입 후 5년 동안 생산판매증가율이 평균 40% 이상
증가했다. 2006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대비 98.8% 증가한 34만2000대에 달하고
수출액도 전년대비 97.8% 증가한 31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186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한 국가는 2005년 4개국에서 3개국 증가한 7개국에 달했다. 중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대상국은 러시아이며, 2006년 중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규모는 3억5000만
달러, 3만8000대로 2005년 국가별 수출순위 6위에서 2006년에는 1위로 급등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삼륜자동차와 저속화물차 1339만대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4985만대로 2005년에 비해 15.2% 증가했다. '10.5'계획기간중 중국
의 승용차 보유량이 2000년말 도시주민 100명당 0.5대에서 2005년 3.37대로 대폭 증가
했다.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는 국무원(國務院)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 산업부펑
페이(馮飛) 부부장의 연구를 인용해 현재 중국내 3억 인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
적 여건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후 중국내 강판 공급량이 증가해 철강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동차 생산원가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727만 대로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7년 생산량은 900만 대에
달하고 2008년도에는 10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연도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량
(단위 : 만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생산량

444.37

507.05

570.77

727.97

722.25

(증가율)

(35.2%)

(14.1%)

(12.6%)

(27.3%)

(22.6%)

소비량

439.08

507.11

575.82

721.60

715.03

(증가율)

(34.2%)

(15.5%)

(13.5%)

(25.1%)

(24.0%)

자료원 : 자동차공업협회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부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자동차 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에 따르면 2006년도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동기간 중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산판매액도
2006년 5397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34.35% 성장했으며 2010년 생산판매액이 1000억 위앤
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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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도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전체 부품 생산업체수는 8000여
개로 추정, 매출액이 500만 위앤 이상인 부품 생산업체가 5000개 정도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크게 늘어 2006년 211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외국투자기업에 의한 수출액이
56.35%, 중국기업 비중이 43.65%을 차지한다.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입 동향
(단위 : US$ 억)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액

16

59

97

152

211

수입액

23

74

87

93

125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중국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엔진·베어링·변속기·브레이커 등의 경우
기술수준이 낮아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중국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는 현지조달보다는 기존의 자국 공급업체를 통해 주요 핵심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2002~2005년 한국 완성차 업체 현지 투자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
났으나 2005년 수출액이 26억9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현지
부품조달을 늘리고 있고 부품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것이 부품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
이다. 일부 자동차부품 업체는 국내 역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 완성차기업에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어 부품납품을
위해서는 현지 투자진출이 필요하다. 부품업체들은 일부는 현지 생산하고 주요 부품은 한국
에서 조달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전략 필요하다.
최근 중국 완성차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돌입했으며 중국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강화추세이므로 중국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A/S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현지 부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에이전트를 발굴, 정비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환경 산업
21세기에 들어서서 경제 발전과 친환경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의 주요 관건이 되어 중국에서도 2000년 중국친환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 총량통제(污染物排放總量控制)"와 "그린 프로젝트 계획(綠色工程規劃)"을 진행
하였고, "33211"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07년 11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정식으로 "국가친환경 11.5계획(국발[2007], 이하
계획이라 칭함)"을 발표했으며 국무원이 직접 환경만을 들어 계획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계획"에서는 5대 억제지표를 명확히 규정, 2010년까지 이산화유황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배출 억제, 중점지역과 도시의 환경질량부분 개선, 생태환경 악화추세의
완화, 핵과 방사능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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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에서는 환경투자, 경제정책, 감독관리, 중점 프로
젝트 등 전 방위적인 보호조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으며 "10.5" 친환경계획과 비교 할
때, 이번 "계획"은 억제지표를 더 명확히 하고 의무시행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다.
"10.5" 친환경계획과 비교할 때, 이번 "계획"은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지표가
간소화돼 주요 지표가 "10.5"의 27개 항으로부터 5개 항으로 줄어들었다. 그 중, 총량
억제의 "硬지표"는 2개 항으로 이산화유황 배출량과 COD 배출량을 10% 줄이는 것이다. 이
2개 항은 "11.5"기간 동안 꼭 완성해야 할 핵심목표이기도 하다. 나머지 3개 항은 환경
질량지표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급 수질검측지역과 7대 유역수질, 중점도시 대기 개선 목표
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질안전을 우선 임무로 확정한 것이다. "계획"에서는 8대 오염방지 중점영역 즉
물, 대기, 고체폐기물, 생태환경, 농촌오염방지, 해양환경, 핵과 방사능 환경안전, 감독관리
능력건설 등 8개 영역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각각 사업목표·임무와 조치
를 제출했다.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세 번째는 처음으로 환경감독 관리능력건설을 강화했다. 즉 "계획"에서는 중점적으로 실시
할 친환경 프로젝트를 제출했고, 그 중 환경감독 관리능력건설을 우선 프로젝트로 설정
했다.
"11.5" 주요 친환경 지표

지표

11.5

2005년

2010년

COD 배출량(만 톤)

1,414

1,270

-10%

이산화유황 배출량(만 톤)

2,549

2,295

-10%

26.1

22

-4.1%

41

43

2%

69.4

75

5.6%

국가수질검측지점 지표수 수질이 V류 수질보다
열악한 비율(%)
7대 수계 국가수질검측지점이 III류 보다
좋은 비율 (%)
중점도시 대기질량이 II급 표준보다 좋은 일자가
292일을 초과하는 비율(%)

증감현황

제약성지표 완성이나 국제약속 실행에 있어 상응한 보장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에서는 산업, 경제정책, 중점공정 프로젝트 투입, 법규표준 체계 정비, 환경산업발전,
법률 집행감독관리 강화 등 일련의 보장조치를 제출했다.
상술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환경 분류관리"라는 신개념을 내
놓은 것이다. 즉 전국 기능별 지역 요구에 근거해 4개류 기능지역에 대해 분류 관리하는
환경정책과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해 점차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즉 개발제한지역에는
보호를 위주로 하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선택하며, 개발금지지역에는 강제성 보호를 견지
하고 법률법규와 관련 계획에 따라 엄격히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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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는 "11.5" 친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친환경 투자자금은 동기 GDP의
1.35% 즉 1조5300억 위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5"기간 각 영역별 친환경 자금투입 계획

친환경자금원에 관해서도 동 "계획"에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출해 우선 정부투자는 주로
중점유역종합처리, 핵과 방사능안전, 자연보호구의 중점 생태기능지역건설, 환경감독관리
능력건설 등이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투입이 위주이며, 중앙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원할 것으로 명시했다.
공업오염처리는 "오염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책임진다. 그 중 현존 오염원 처리에
따른 투자는 기업이 자체자금 혹은 은행대부금을 통해 해결하고, 신설 혹은 확대 건설할
친환경투자는 건설프로젝트 투자계획에 기입한다. 동시에 사회투자를 유치해 정책성 은행의
대부금을 포함한 다원화 투자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재정자금에 있어 아직 안정적인 재정투입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10.5"기간 중앙재정이 배치한 친환경자금은 약 680억 위앤인데, 국채 형식으로 내놓은
것은 친환경 재정지출에 아직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성장 위주에서 탈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쓰레기 처
리 분야의 시장 전망이 밝다. 2010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300억 위안, 위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150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의 도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은 50% 미만으로 선진국의 85%에 비해 격차가 크다.
도시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고, 시장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쓰레기 청결기계가 35,000여대 있지만 기계화 작업
율이 낮아 매년 1,000만 톤의 쓰레기가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폐기물 소각장치 생산업체가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직접 연소방식을 취하고 있고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서 대기업은 10개 사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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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주로 산동, 베이징, 상하이, 광동, 장수(江蘇), 하얼빈 등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특히
베이징, 장수, 광동 업체들은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
가고 있다.
소각로는 고정 배드, 활동식 소각로, fluidized bed식 위주이며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공정
이나 설비생산에서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00톤/일 규모의 소각로 발전공장 성공
사례가 없으며 대다수가 일일 처리량이 수십톤에 불과하다. 연소 온도, 살균 능력, 배출
연기 처리 기술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중국 생산업체의 대부분 기술 데이

터는 400-450도, 3.82-4.0Mpa, 열효율은 70% 미만으로, 이는 450도, 6.4Mpa, 85% 이상
열효율을 요구하는 국제수준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다.
중국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보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고 소각장치를 비롯한
환경 보호 관련 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등 해외
업체들이 이미 진출하고 있다.
수입산 제품은 고급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대형 고체폐기물처리 센터를 대상으로 경쟁 입
찰의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제품가격은 중국산 제품의 3~4배 정도이다.
해외 업체는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치하거나 중국 업체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시장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독일 회사의 투자가 위주이며,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방식이 많다.
한국 업체도 독자, 합자, 기술 이전, 사무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아직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제품과 비교할 때 인지도면에서 떨어지고 있
고 진출 업체도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4.17~18일 개최된 '제6차 전국환경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환경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11·5규획 기
간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국내 총생산액에서 에너지 소모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오염 물질 배출량 10% 감소, 삼림 복개율을 18.2%에서 20%로 제고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내외적 환경 변화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불만의 가중,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 국제적 비난, 질적 경제 발전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 발생시 현재의 환경 법률 체제 하에서는 단속하는 규정이 취약하고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인 표준이 불명확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
정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지역에 대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18개 지역에서 환경오염 조사를 한 결과, 200여개 이상의 항목에서 환경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국은 환경보호법에 크게 위반한 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7명에 대해 직무해제와 경고 조치를 실시했다. 12개 성의 환경보호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63명이 처벌받았으며 그 중 고위 관직자 7명과 공무원 20명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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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정부가 환경보호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환경
보호의 목표설정과 관리·책임제도의 도입, 환경보호 위반에 관한 문책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고 환경보호 문제를 경제사회 발전의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 간부의 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국 환경설비 시장은 다대한 시장수요로 국내외 생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판매량의
증가 세와는 반대로 다수업체의 경우 설비 판매 후 다양한 원인으로 대금회수의 지연 또는
부분적 대금회수 문제가 발생, 유동자금의 부족은 물론, 일부 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발생한다.
중국 환경산업 대금회수단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설비판매의 대금회수 문제에
있어서 관행에 따른 대금 지불 지연 즉 환경설비, 특히 단계별 설치형 제품의 경우 제품
판매 후 대금결제는 계약 체결 및 시공단계에 따라 분할지불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지 관행
이다.
대금회수 지연 실제 사례를 보면 제품자체의 품질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설비설치 및
가동 1년 후에야 모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주기와 설치,
검수 기간을 합산해보면 설비 판매 후 전액 대금을 회수하려면 적어서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금 결제가 아닌 draft 결제 방식으로 인한 대금지불 지연을 보면 현지 환경보호 시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바이어는 대금결제시 현금 또는 수표결제 방식이 아닌
draft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고 draft의 지불기한은 보통 3개월이다.
품질 보증금의 비중을 높이거나 검수기간 연장을 통해 지불 지연은 대부분 환경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환경설비 구매
시, 주문, 선적, 설치 등 단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중도금 지불 비율을 낮춘 후, 1년 후에
지불하게 되는 품질보증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거나, 보통 1년인 검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구매업체 경영난으로 인한 품질 보증금 회수 불가 즉 수요처에서 설비 구입 1년 후 각종
이유를 대며, 품질보증금 지불을 거부하다 추후 해당업체의 경영불량, 파산 등 원인으로
잔금 회수가 불가능 하게 된다.
사소한 품질문제로 트집 잡은 후 잔액 미지불 즉 일부 불량 수요업체에서는 설비 설치 1년
후 제품품질상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품질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한다.
입찰방식 납품의 대금회수 문제(대련시 청원환경보호 수처리사 인터뷰)에 있어서 입찰
방식을 통한 현지업체 납품시에도 입찰 시, 설치시공 후, 반년~1년 후 3단계를 거쳐 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당수 현지 환경시공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사전에 이미
결정돼, 입찰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바, 인맥관계 없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대부분의 구매자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일단 문제 발생 시
대금회수가 보다 어려워 진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진출 시, 기술 이전비 미지급 즉 일부 업체에서는 기술이전의 방식을
통해 시장진출을 하려다가 기술이전 비용도 받지 못하고 핵심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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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영 중 정부보증의 불확실성 즉 현재 많은 해외 수처리 업체에서는 중국정부측의
소개를 통해 현지업체와 합작경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외국투자기업에 다수의 정책지원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일부 수처리 관련
프로젝트는 높은 이윤보장, 독점 판매권보장 등을 비롯한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정부보증의 경우 중앙정부의 규칙과 어긋나거나, 실제의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고, 중앙정부의 감독관리 강화 또는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유효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공적 중국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영국
Thames사、프랑스苏伊士昂帝欧水务사 등이 있다.
중국 내 환경산업시장 진출 한국기업은 과거에 비해 대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그친다. 우리나라 환경산업 업체는 주로 사무소 설치, 단독, 합자,
합작 등 다양한 형태로 현지시장을 진출하고 있으며, 독자법인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06년 외자 상업기업 설립법의 발표에 따라 단독투자 무역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지의 유통과 대금결제시스템, 관련법규 등에 숙지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국가환경보호국과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월 21일자로 ‘2007년 상반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요 오염물 방출량지표 공보’를 발표했다. 이 ‘공보’에 따르면 2007년 16월 중국의 이산화유황의 방출량은 1,263.5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88% 하락했고 COD의
방출량은 691.3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2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11.5%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 COD방출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주로 중국 신규 도시 오수처리능력이 700만톤/일에 달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 전력산업내 이산화유황의 방출감소효과가 비교적 뚜렷해 화력발전량이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상황에서 이산화유황의 방출량은 전년동기대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공업고체폐기물 생산량은 15.20억톤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업고체폐기물 방출량은 1,303만톤으로 전년대비 21.3% 감소했으며 공업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량은 9.26억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상업체의 신용상황에 대한 기본조사 즉 영세한 소규모 업체와 거래 시 품질 보증금
(일반적으로 전체 대금의 10~15%)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사전에 수요처의
신용 및 경영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리상과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대리상과 계약시 전액 지불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하게 미수금이 발생시 제품단가를 상향조정해 이윤율을 상향조치하거나 대금회수 주기를
가능한 짧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단, 단가인상의 경우 관련제품의 현지시장 가격 경쟁력
이 떨어지게 될 수 있음으로 대리상의 지속적인 시장개발능력과 신용상황에 대한 사전조사
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보증보다 각종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대금회수 확보 즉 한국업체와 많이 거래하고 있는
현지 환경보호 시공업체에 따르면, 일부 한국업체에서는 중국업체와 합작 시 정부보증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의 구두 약속을 믿고 합법적인 계약 없이 설비생산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BOT 방식으로 진출할 경우 계약 체결시 각종 문서 및 해당된 법규 등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중국 BOT관련된 법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므로 일단 분쟁 발생 시 외국
투자업체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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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결제방식 지양 즉 오랜 고정적 합작 파트너가 아닐 경우 가능하면 수표결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금회수에 안전하다.
품질 보증금 비중 낮추기 즉 계약 시 가능하면 설치완료 단계까지의 대금 결제 비중을
높이고 1년 후 회수 가능한 품질 보증금 비중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정해 미수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
전력산업용 환경설비를 비롯한 저이윤율 분야 진출 심중 즉 환경설비분야에 큰 시장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분야의 환경설비, 산업 탈황설비 등의 경우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이윤율이 대폭 하락해 관련 분야 진출에 신중해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핵심부품의 수출은 보통 체결된 수출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완제품 수출보다 안정적이다. 신용 좋은 현지 환경설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것도 현지 환경산업 진출하는 좋은 방식으로 판단된다.
마. 영화산업
산업화 정책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영화 산업은 제작으로부터 발행, 방영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고 영화

생산량은 2003년의140편,

2005년

260편,

2006년

8월 말까지

191편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06년 330편의 영화가 생산되었고 2007년 모두 400 편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화 관람 수입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중국의 극장 수입은 26.2억 위안
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그 중 수입 영화의 극장 수입은 11.8억 위안, 국산 영화
극장 수입은 14.4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6월 기준 74편의 영화가 원선(院線)시장에 진입했으며 그중
중국산 영화는 48편, 수입영화는 26편에 달하고 이 비례는 65:35인 결과를 보였다. 동기간
중국 극장수입은 12억 위앤으로 이는 2005년 전년동기와 2006년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6억 위앤과 2억 위앤 증가했다. 또한 극장 수입면에서 중국산과 수입영화의 비율이
39:61로 수입영화가 주요 극장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별 극장수입이 2억 위앤 초과한 월수는 각각 1, 2, 5, 6월 등 4개월이 포함됐고 극장수입
비수기인 3월과 4월의 극장수입액은 각각 1.5억 위앤과 1.2억 위앤으로 지난해 5, 6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 주요 원선(院線)에 진입된 26편 수입영화의 극장수입은 합계 7.3억
위앤에 달했고 이는 동기간 중국 총 극장수입의 60%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수입영화는
18편으로 전체 수입영화의 70%, 합계 극장수입은 6.8억 위앤으로 이는 수입영화 총 극장
수입의 93%에 달한다.
그외 영국, 프랑스, 태국, 한국, 캐나다 등 국가의 수입영화수는 8편으로 극장수입은 합계
5,000여만 위앤에 달하고 이는 총 극장수입에서 겨우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편
의 수입영화중 극장수입이 1,000만 위앤이상에 달한 영화는 19편으로 전체의 73%를 차지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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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중국 국산영화 흥행순위
순위

영화명

흥행수입(만 위앤)

상영시간

1

만청진따이황진쟈(滿城殄帶黃金甲)

29,100

2006.12.14

2

상청(傷城)

7,430

2006.12.22

3

먼투(門徒)

6,250

2007.02.13

4

보우후루비밀(寶葫蘆秘密)

1,950

2007.06.29

5

대영화(大電影)

1600

2006.12.24

6

뤄예구이건(落葉歸根)

1300

2007.01.19

7

쐉즈선터우(雙子神偸)

1300

2007.02.18

8

아이칭후쟈오좐이(愛情呼叫轉移)

1200

2007.02.08

9

신중요우구이(心中有鬼)

1100

2007.02.08

10

추적(跟踵)

790

2007.06.23

자료원 : 太平洋電影網
2005년 4월 廣電總局이《國務院關於非公有資本進入文化產業的若干決定》을 발표해 비 공유
자본의 영화, TV 제작 발행, 영화관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을 장려했다. 이후 중국의 민
영 자본이 중국 영화산업에 투자 총액이 80% 를 점하게 됐다.
외국인의 극장 설립과 관련, 2003년 11월 25일 <외상투자 영화관 잠정규정>을 발표해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내 영화관 설립 시
독자 투자는 불허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 등 7대 시범 지역
에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인정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4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영화 제작과 관련, 2005년 <영화기업 경영자격 진출허가 잠정규정 (電影企業 資格
準入暫行規定)>을 발표했다. 영화관 설립과 마찬가지로 중국내 영화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합자 혹은 합작형식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지분도 최대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2005년 5월 8일부터 광전총국은 제 49호 령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的補充規定”과 제50
호 령 “電影企業經營資格准入暫行規定的補充規定”에서 CEPA의 관련 협의에 대해 보충 규
정을 하였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 합작
혹은 독자의 형식으로 영화관을 건설, 개조 및 경영할 수 있고, 동시에 내지 주관 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 내지의 시범지에 독자 회사를 설립하여 국산영화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국내 13억 인구의 문화 소비 시장을 놓고, 중국 각계에서는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붐이 일
어나고 있다. 국가 광전총국 영화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민영 영화 회사와 기타 사회
기구에서 모두 96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2006년 8월 말까지 입항 신청 및 제작 단위
신청 기업이 180여 편에 달하였고, 그중 민영 단위가 140여 편이며, 이미 입항과 수리된
영화가 482편인데, 그 중 민영 단위에서 투자에 참여한 영화가 315편에 달한다. 이 외에도
해외 자본의 중국 영화 시장 진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홍콩·대만 지역 및 많은 유럽과
미국의 자본들이 적합한 영화 프로젝트를 갖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영화 산업은 박스오피스의 판매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체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따라 수입원도 다양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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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영화 산업도 개방시대를 맞이해 생산과 배급의 대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 력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와 배급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대형 매체에
의해 인수, 합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영화 산업의 유통과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2002년 극장-극장, 배급사-극장, 제작
사-극장이 연결되는 원선제(院線制) 실시로 중국 영화 배급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 다.
과거 50년 간 외국 영화 수입의 배급은 중영 공사가 독점해 왔으나 2003년 6월 화샤 전영
공사가 설립되면서 현재 중국 내 수입 영화는 중영 공사와 화샤 전영공사가 나누어 배급
하고 있다.
국내 수입영화 구매방식은 수입사·배급사와 외국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분장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외 영화의 판권을 사들이는 '매단제' 방식으로
나뉜다.
중국 정부는 매년 20편의 분장제 방식과 30편의 매단제 방식으로 수입 편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분장제 방식으로 50편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법 적으로 수입된 영화라도 중국 내 영화관의 부족으로 상영되지 못하는 영화가
많은 실정이다.
바. 화학 산업
현재 중국은 20여 종의 석유화학 공업 제품에 있어서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선 화학 비료·합성 섬유·염료 등의 제품에 있어서 세계 1위 생산국이며, 농약· 타이
어 등에서는 세계 2위를, 기타 합성고무·합성수지 생산량으로는 세계 상위권 안에 꼽히는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지이다.
2007년 1-3분기 중국의 합성 수지 생산량은 2249.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
했고 그중 합성고무 생산량은 159.7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다.

동기간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4,310.5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했으며 그중 질소비료의 샌산량
은 3,144.7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10월 분기 화공산업의 총 생산액은 2조 3,170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액은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했고 이윤액은 1,02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6.5%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각 고무소비량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돼 총
570만톤을 초과할 것이며 그중 천연고무의 소비량은 220만톤, 합성고무의 소비량은
2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고무 생산량은 70만톤을 초과할 것이며 합성
고무의 생산량은 200만톤을 초과해 전년대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공업 및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중국은 고무소비대국이 됐으며 2003
년 세계 제2대 타이어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천연
고무는 국내 및 해외의 영향을 받아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으며 중국 내 천연 고무 자원으
로는 국내 수요량을 만족시키기에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고 따라서 천연 고무는 석유, 철광
석 및 유색 금속에 이어 또 하나의 부족 자원이 되었다.

중국-34

kotra 국가정보

중국석유화학우한분공사가 추진하는 연산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공장 프로젝트가 2007년
4월 3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비준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우한은 중국
중부지역의 첫 번째 석유화학 생산기지가 된다. 지금까지 석유화학산업의 폴리에틸렌 설비
는 보하이(渤海湾),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株三角) 등에 집중 분포돼 있어서, 중부
지역에서는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중국의 ≪중국장기 발전 계획(폴리에틸렌 공업)≫에 근거하면, 이 사업은 “11차 5개년 발전
계획(十一五)” 기간에 중국정부가 중부지역에 추진하는 유일한 대형석유화학공업 프로젝트
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중부굴기 (中部
崛起)정책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다. 이번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무한시의 경제 구조 조정
을 촉진시켜 중부 지역의 개발을 위한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비준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국석유화학무한분공사가
추진하며 전 생산공정 일체화 원칙에 입각해 총투자금액 146억7000만을 투입해 8종류의
각종 화학제품 생산설비와 화력발전소, 부두 등을 건설하게 된다.
연산 80만 톤 폴리에틸렌, 30만 톤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30만 톤 고밀도폴리에틸렌, 10만
톤 에폭시에탄, 38만 톤 에틸렌글리콜, 40만 톤 폴리스티롤 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에폭시에탄, 에틸렌글리콜 모두 에틸렌의 유도체로
농업용 박막, 비닐봉지 등 제품의 원자재이며,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일반적으로 수도관
제작 등 화학건축재료로 사용된다. 에폭시 에탄은 가소성 고분자 화학공정의 주요한 원료
임. 공장건설이 완료되면 우한시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관련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폴리에틸렌, 에폭시에탄, 에틸렌글리콜은 모두 중국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며, 국외
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틸렌 원료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석유화학무한분공사는
연간 석유 정제능력을 본래 400만 톤에서 점차 800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석유화학단지 건설프로젝트에는 한국 SK가 협력업체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 화장품 산업
중국 위생부는 2007년 1월 4일 신규 ‘화장품위생규범’(化粧品衛生規範)을 발표해 7월 1 일
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 발표된 기존 ‘규범’이 기술적인 면에서 EU나 미국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화장품 산업 발전과 위생 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규범을 신규 제정하였다.
이번 ‘규범’에는 주로 화장품 금지 및 제한물질, 독리학 시험방법, 위생화학검사방법, 미생
물검사방법, 인체안전성과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포함됐다. 신규 ‘규범’이 규정한 화장품
원료사용 금지물질은 총 1,286개로 기존 496개에서 790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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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범’은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모발 염색제 등 제품에 따라 일부 물질을
삭제 또는 추가했으며 사용 제한 조건도 일부 변경된다. 방부제에는 헥사메틸렌테트라민,
징크피리티온, 트리클로잔 등 56개 물질이 포함되고 자외선 차단제에는 옥시벤존, 산화
아연, 호모살레이트 등 28개 물질, 모발 염색제에는 2-메틸레조르시놀, 히드로퀴논, 톨루
엔-3, 4-디아민 등 93개 물질, 착색제에는 156개 물질이 포함됐다. 또한 2005년에 발표 된
‘모발염색제 원료리스트’(染發劑原料名單)가 신규 ‘규범’에 포함됐다.
신규 ‘규범’에는 항생 물질의 검측 방법, 살리실산, 케토코나졸, 클림바졸, 옥토피록스 등
4개 머리 비듬 제거제의 검측방법 등이 포함됐다. 일부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물질의 검측 방법을 수정하거나 추가됐다.
이 외에도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에 대한 UVA 효과 평가 방법에 인체법과 기기법을 추가하
고 자외선 차단 제품 방수 기능 측정 방법도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신규 규범이 화장품 금지 물질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
했으나 중국 내 화장품 원료 관리 체제가 미비해 저가 원료 사용으로 화장품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료 관리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내 화장품 생산 기업의 화장품 원료 구매 기준이 없다보니 원가
절감을 위해 저품질의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중국화장품 품질관리 사업위원회는 화장품 검측 센터가 화장품 원료에 관한 검사 증명
제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서에 등기하는 원료 등기 제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화장품 품질관리 사업위원회 치쿤펑(齊昆鵬)비서장은 현재 중국의 화장품 검측 방법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에서 금지된 물질에 대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법의 실제 적용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미용 산업의 번성과 더불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국민 경제의 1.8%를 점하게 되었
으며, 연간 13%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판매 총액은 800
억 위안, 외자·합자 기업의 제품 시장점유액은 8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1,700 여
종이며 이 가운데 수입 브랜드의 비중이 상당한 규모를 이룬다. 제품의 종류는 저·중·고가
별로 다양하며 수입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SHISEIDO, LANCOME, SK-II, ESTEE LAUDER
등 200여 종의 중고급 브랜드가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1,000여종의 고·중·저급 브랜드가
있다. 수입 화장품에는 일본, 한국 브랜드가 비교적 많으며 가격은 중급 정도가 비교적
많다. 반면 유럽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고급 제품에 속한다.
중국의 지역별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화장품 산업도 생산과 소비를 모두 큰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활발한 지역은 동부 연해 지역이며, 다음으로 중부이고 서부는 아직
낙후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상해, 북경, 강소, 광동, 절강, 산동 등 6개성시의 소비총액이 전국의 57%를
점 하며 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지구의 매출이 전국 총 매출액의 50%를 점하고 있다.
현재 외국 브랜드는 전체시장 판매량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90%에 달할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고급매장은 거의 외국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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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에 있고, WTO가입에
따라 수입관세도 낮아지고 있어 외국브랜드의 중국시장진출이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WTO 가입조건에 따라 중국정부에서는 매년 화장품 수입관세 저하, 비기능성 화장품
위생허가증 취득절차 감소화 및 CIQ 정책취소 등 일련의 개방정책을 발표하는 반면 외국
브랜드 화장품 품질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006년도 SK-I I사건은 외국브랜드에 대한 큰 경종이며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여객
혹은 우편으로 중국경내로 들어오는 화장품 수입관세를 20%에서 50%로 올렸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년동안 연 평균 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1000억 위앤에 달했다. 화장품은 크게 피부 관리실용 전문화장품, 가정용 화장품으로 나뉘
는데, 피부 관리실 화장품 시장 성장세는 피부 관리 중요성의 인식확대에 힘입어 가정용
보다 증가폭이 크다.
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피부 관리실을 찾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도시
여성의 피부 관리실 이용률이 63%로 일반 화장품 소비자가 전문 화장품 시장으로 전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피부 관리실 화장품시장은 다대하지만 아직 주도 브랜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전문 인력 부족 및 브랜드 홍보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 관리실 산업
발전시간이 길지 않고 전문 훈련기구와 산업교육 체계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련 인재
공급도 시장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피부관리실 종업원의 자질이 높지 않고 기술 수준도 떨어져 전문 피부 관리실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피부 관리실에, 피부
관리실과 딜러는 제조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체 차원
에서는 과도한 유통단계로 세밀한 기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관리실 화장품 서비스
품질은 정체돼 있다.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단계의 홍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피부 관리실의 제품
홍보 수단이 다양하지 못해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제한을 받고 있다.
피부 관리실 이용 소비자는 공직자, 공무원, 기술직, 자유직업, 기업관리층의 20~50세
여성이 주류이며, 특히 31~40세 여성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도시 소비는 1인당 1회 피부 관리비용이 평균 118.31위앤 정도이며, 이중 1인당 매월
소비회수가 2~3회에 달하는 소비자가 30.7%, 매월 1회 40.3%를 차지하며 80% 이상
소비자가 현재 서비스 가격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부 관리실 화장품 소비자는
기능성 화장품에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주로 미백 효과, 주름 및 기미와 잡티 제거, 보습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 화장품 생산 허가증 취득업체는 3000여 개사, 생산 화장품 종류는 2만5000여 종에
이르며 이외에 생산허가증 없이 OEM 가공만 하는 업체도 적지 않아 화장품 업체는 대략
1만개사로 추정되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고급품질 제품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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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산업에서 화장품 업체를 매출액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연간 매출액이
5000만위앤이상을 1급 기업, 3000~5000만위앤을 2급 기업, 1000~3000만위앤 기업을
3급기업으로 분류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0만위앤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한편, 이들의 90% 이상이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자체 브랜드가 없는 실정이다.
수입산은 관세부과로 중국산에 비해 가격대가 높지만 품질만 보장된다면 피부 관리실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관리실 소비자들은 비교적 고소득
층으로 1인당 소비액은 월 100~800위앤이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부관리실 시장에는 미국·유럽계 화장품은 극히 적고 중국산 화장품의 비중이 높다. 일본
화장품도 있지만 아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진입공간이 큰
편이다.
가정용 제품과 피부관리실용 제품은 품질과 기능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시장 마케팅 방식은
매장 선택, 제품홍보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용 제품은 백화점, 대형마켓 등
대·중형 매장에 여러 가지 제품을 한 곳에 집중·판매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크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피부관리실용 제품은 피부관리실 입점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
에 마케팅은 피부 관리실의 서비스 인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외국 화장품 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방식은 현지공장 설립을 통한 내수판매와 수출판매로
나뉘며 수입산 피부 관리실 화장품은 현지 수입 대리상을 통해 피부 관리실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형 피부 관리실은 자체 수입, 판매를 병행한다.
아. 철강 산업
2007년 1-3분기 중국의 Crude Steel(粗鋼) 생산량은 3억 6,27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했으며 2007년말 4.8억톤에 달해 전년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3분기 중국의 강재 생산량은 4억 1,753.83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했으며
그 중 고부가가치 제품인 냉연박판의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2.8% 증가한 2,454.51 만톤에
달했고 아연도금판은 전년동기대비 51.9% 증가한 1,508.04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 됐다.
2007년 1-3분기 Crude Steel( 粗 鋼 )의 소비량은 3억 1,80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강재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73.2% 증가한 4,952.21만
톤에 달했으며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8.23% 하락한 1,297.84만톤에 그쳤다.
2006년 6월 중순,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8개 부문위원회에서는 연합하여 “강철공업
의 총량 공제, 낙후한 생산 시설 도태와 구조 조정 가속화에 관한 통지(關於鋼鐵控制總量淘
汰落後加快結構調整的通知)”를 발표하여, 2007년 이전까지 200 입방미터 및 이하의 용광로,
20톤 및 이하의 회전로와 전기로의 낙후한 생산 능력을 도태시키며, 2010년까지 300입방
미터 및 이하의 용광로 등 기타 낙후한 설비의 생산 능력을 도태시킬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철강재의 수출 관련 무역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미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중인 안건도 여러 개에 달하므로,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양적 수출 증
가 외에도 상품 구조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증대하는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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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협회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겠지만, 더 많은 일반 제
품은 환급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중국철강공업협회 뤄빙셩 상무부회장은2007년
수입 철광공작위원회 전체대회에서 올 1~2월 철강 제품 수출량이 작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부 당국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취소할
수도 있음을 발표했다.
그 외 상하이 시 철강산업 예비경보전문가 그룹 위루이타이(虞瑞泰) 연구원은 “고에너지
소모 제품 수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 강재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한데다 반덤
핑 등 압력으로 철강 제품의 증치세 인하는 예견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07년 5월 20일부터 83개 강재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고 상무부
와 해관총서(관세청)이 30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2007년 제41호 공고에서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된 83개
강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상무부 공고 2004년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 소재지 의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급 기관에
신청해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83개 강재 제품의 수출허가증 관리는 일반무역 수출에 한해 적용하며 국제입찰 수출과
차관상환 수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출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 하며 ‘1批1證’(매 통관 시마다 허가증
관리) 방식이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007년 5월 20일부터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강재는 HS CODE 7208류 내 22개
10단위 품목, 7211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2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3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4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5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16류 내 19개
10단위 품목, 7217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9류 내 5개 10단위 품목, 7225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26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27류 내 1개 10단위 품목, 7228류 내 2개
10단위 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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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제 품목
세 번
(HS 4단위)

7208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9
7225
7226
7227
7228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 품목
(5월 20일 부 시행)
7208100000, 7208250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360000, 7208370000, 7208381000,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압연한 것에 한 하고, 클래드ㆍ도금 또 는 7208400000, 7208511000, 7208512000,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8519000, 720852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이상 22개 세부 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1130000, 7211140000, 7211190000,
(폭이 600 밀 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7211230000, 7211290000, 7211900000
클 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이상 6개 세부 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2100000, 7212200000, 7212300000,
(폭이 600 밀 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 7212400000, 7212500000, 7212600000
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이상 6개 세부 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열간 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7213990000
이상 4개 세부 품목
코일상의 것 에 한한다)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4200000, 7214300000
(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 또는 열간
7214910000, 7214990000
압출보다 더 가공 하지 아니한 것에
이상 4개 세부 품목
한함,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 포함)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이상 3개 세부품목
7216101000, 7216102000, 7216109000,
7216210000, 7216220000, 7216310000,
7216321000, 7216329000, 72163311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331900, 7216339000, 7216401000
7216402000, 7216501000, 7216509000,
7216610000, 7216690000, 7216910000
7216990000 이상 19개 세부품목
품명(HS 4단위)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7100000, 7217200000, 7217300000,
7217900000 이상 4개 세부품목
7219131100, 7219132100, 7219132900,
7219141100, 7219142100 5개 세부품목
7225910000, 7225920000, 7225991000,
7225999000, 이상 4개 세부품목
7226920000, 7226991000, 7226992000
이상 3개 세부품목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7227200000
이상 1개 세부품목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 의 7228200000, 7228600000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이상 2개 세부품목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출에 대한 통상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HS CODE 72류 중 일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 강판, 냉연강판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수출허가증 관리조치 발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에 비해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철강협회 등에서 최근 철강 수출물량이 중국 정부의 통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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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자국내 철강 생산량의 10% 정도를 적정 수출물량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구조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이 20일부터 강재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수출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5월 20일부터
83개 강재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재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이후 철강 수출을 억제하는 또 하나의 조치이다.
수출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수출허가증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시의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재 수출허가증 제도가 일반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자격이 있는 기업이라면 소재지 정부 상무
관계 부처에 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비록 제도는 시행됐지만 아직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강재를 수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현재 허가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발급받고 있다. 그러
나 강재 수출업계는 앞으로 수출허가증 신청 표준이 나올 경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절차 변화를 우려한 강재 수출업체들이 계약 체결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중국철강공업협회 루어빙성(羅氷生)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은 "강재 수출허가증 관리에 관련해 기업자격 표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기본적인 방향은 나왔다"고 밝혔다.
루어 부회장은 "기업 자격 요건은 수출량, 수출 신용도, 기업 종합 실력,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역량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같은 강재
수출업체라도 대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표준이 나오더라도 비교적 느긋하다는 입장이지만
중소업체와 단순 수출상일수록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자. 섬유 산업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1월 13일 ‘對EU운송 섬유제품 감독통제방법 (輸歐盟紡織品監控
方法)’을 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對EU 수출 일부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EU로
수출되는 방직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기업이 EU 27개국에
티셔츠(4류), 풀오버(5류), 바지(6류), 여성 블라우스(7류), 드레스(26류), 브래지어(31류),
베드시트(20류), 아마사(115류) 등 8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조치는 일반무역·구상무역·가공무역·보상무역·가공무역 등으로 중국에서 생산 돼 EU로
수출되는 일부 방직품에 적용되며 외주발주형태로 중국에서 가공이 되기는 했으나 원산지가
중국산이 아닌 방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EU로 방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격심사제도를 시행, 중국방직품 공업회와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가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자격에
부합할 경우 해당기업은 EU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해 교부받으며 신청시 소재지 상무부
주관부문에 수출계약서, 운송위탁서(선박예약증명서 혹은 기타 운송위탁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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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은 수출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수속을 하며, 통관수속에 사용된 허가증 번호와 관련
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해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통관증의 전자데이터를 수출
국에 송부한다. 허가증은 ‘1회 1증서’(一批一證), ‘1해관 1증서’(一關一證)를 원칙으로 하며
중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5일, 영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75일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허가증은 양도가 불가하며 품목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할 경우 허가증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회수는 2회로 제한된다.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증 사용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허가증 발급을 중단한다. 단, 조사기간 중 샘플수출이나 전시회 참가품 관련 신청수량이
50건(벌, kg)미만인 허가증과 허가증수령수가 20회 미만이고 해당 허가증의 신청 품목량이
2000건(벌, kg) 미만인 경우 허가증 대조심사에서 제외된다.
EU 수출허가증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
-일개 기업이 허가증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같은 기간 신청 수령한 전체
수출허가증의 5%를 초과한 경우
-중국해관과 유럽해관의 수입허가증 교환발급을 기준으로 허가증 품목 미사용량이 통관
시 사용한 허가증품목 수량의 20%를 초과한 경우
-항공운송이나 중국해관에 입력된 데이터 전송이 늦어져 지방상무주관부문이 항공운송
이나 중국해관에서 이미 통관완료라고 기재했으나 유효기간내 허가증을 미사용한 경우
-동일화물에 대해 2 회 이상 수출허가증을 중복신청하거나 증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
신청허가증 교체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업의 수령한 허가증의 품목수량이 기업의 실제 경영능력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
‘중국패션브랜드망’(中國時尚品牌網)이 중국 주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06년 중국 의류소비시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션젼, 광저우, 홍콩 거주
18~25세 화이트칼라 여성, 26~45세 사무직 여성, 성인,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충칭, 우한, 원저우, 항저우, 난징, 션젼 등 10개
도시의 유통상과 15~60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명품브랜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스, 프라다, 루이비통, ALMA,
샤넬, 버버리, 발리, 알마니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응답자가 홍콩브랜드
품질이 우수하고 세련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화이트칼라 여성응답자들은 에스프리, Theme, G2000, MichelRene, Jessica, Episode 등
홍콩 정장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상복 브랜드로는 Baleno, 지오다노, Jean
West, AppleShop, 보시니, 에스프리, U2, 크로커다일을 비교적 익숙한 브랜드로 지목했다.
연평균 의류구매에 지출되는 비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평균 지출 비용이 2080 위앤으로
집계 됐으며, 지역별로는 다롄 지역 응답자가 평균 2850위앤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
상하이 (2300위앤) ▷ 광저우(1850위앤) ▷ 청두(1740위앤) ▷ 베이징(1660위앤)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 지역 응답자의 의류 지출 비용은 1만5000~2만 위앤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 연평균 의류 구매 지출 비용은 사무직 여성응답자가 연평균 3130위앤으로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 여성응답자가 평균 2840 위앤으로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학생은 평균
900 위앤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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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구매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의류체인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백화점(35%) ▷의류쇼핑몰(16%) 순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학생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류체인점에서 평상복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무직 여성응답자는 백화
점에서의 의류구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의류구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콩 응답자의 73%가 휴일을 이용해 의류를 구입한다
고 응답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저우(61%) ▷상하이(59%) ▷션젼(55%) ▷청두(46%)
순으로 조사됐다.
의류구매

주요

5대

고려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94%가

치수를

중시한다고

응답

했고 다음으로 ▷재단(92%) ▷가격(88%) ▷자재(87%) ▷디자인(76%)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인정).
화이트칼라 여성 응답자는 60%가 품질을, 다음으로 ▷ 색상과 디자인(54%) ▷가격(38%)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복 응답 인정), 화이트칼라 여성 대부분이 충동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의류구매 후 불만사항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60%가 구매 후 디자인에 불만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품질, 색상, 치수를 지적했다.
중국소비자들은 의류구매시 유행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할인을 제외한 기타
판촉행사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중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선호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응답자의 53.3%가 외국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응답자의 16.7%만이
중국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생산된 의류의 가격, 디자인, 원단, 색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져쟝, 쟝수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낮게 표시했다.
2007년 1-8월 중국 규모이상 방직기업의 누계 공업총생산액은 1조 9,461.6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23.0% 증가했으며 그중 면방직업, 의류, 화학섬유분야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5.3%, 23.0%, 27.4% 증가한 집계됐다. 동기간 지역별 중부지역 내 규모이상 방직기업의
누계 공업총생산액은 1,813.49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했고 이는 동부지역에
비해 4.5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8월 규모이상 방직기업의 이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한 710.75억
위앤에 달했으며 그중 면방직업은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187.70억 위앤, 화학
섬유업은 전년동기대비 115.0% 증가한 87.58억 위앤, 의류업은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
한 190.2억 위앤에 달했다.
동기간

중국의

방직원료와

의류

수출액은

1,117.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5%

증가했고 수입액은 124.7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방직원료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1% 하락한 48.06억 달러, 방직기계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31.7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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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년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2007년의 황금 돼지해
및 2008년의 올림픽 해에 중국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신생아 출생률은 12‰에 달하며 매년 1600만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임산부의
임부복 소비는 매월 700위앤 정도이며, 2006년 소비액은 10억 위앤에 달한다. 향후 3-5년
내, 중국 내 임산부 시장의 소비액은 30억~5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9월 말, “10월 마미(十月媽咪)” 중국본토 브랜드는 대만 유명 연예인(小S)를 통한
스타 마케팅으로 중국 신세대 엄마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70년대 말, 80년 초에
태어난 여성들이 현 중국의 주류 예비 엄마로 예전 여성들과 달리 개성·패션· 건강을
추구하며 이에 임부복 뿐만 아니라 임산부용 기초화장품·임산부 건강식품·태교 상품·임산
부용 운동용품 등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있다. 중국 임산부 옷 시장의 빠른
발전으로 이하의 경쟁국면은 수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부복 브랜드 현황
위치

브랜드

중고급 치니(奇妮) 등의 대만 브랜드 및 외국브랜드

우위
높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별 특징이 있음.

중저급

10월마미, 쥔신(君心),톈샹(添香) 등
중국 본토 브랜드

- 10월 마미, 쥔신 : 유행을 선도,
- 톈샹 : 웰빙기능 주도
예)전자파 차단 기능

저급

그 외 규모가 작은 비유명 브랜드

저렴한 가격

자료원 : 중국복장망(中國服裝网)
중국 본토 임부복 브랜드인 10월 마미(十月媽咪) 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임부복 생산공장은 100여 곳 정도이며, 이 가운데 임산부 옷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
은 40여 곳이 안된다. 판매량이 3000만 장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은 10개사도 채
안되며 소비액이 1억 위앤 이상인 대형기업은 현재 10월 마미 뿐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임부복 시장은 중저가의 제품, 비유명브랜드 제품이 많고 OEM을 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중국 본토 브랜드로는 후이바오(惠葆), 쥔신(君心), 진셩바오
베이ㆍ준마미(今生宝貝·準媽咪), 콰이러우(快樂屋), 윈즈(孕姿), 챠오마미(俏媽咪) 등이 있으
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만 브랜드는 치니(奇妮), 010, MATERNITY등이 있으며, 외국
브랜드로는 NOVA MAMA(스페인), OH MA!!(스페인), BUMPS MOM(영국), Canlemon(일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10개 이상의 국제적인 브랜드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명 의류 브랜드 ZARA는 임산부 개인 체형에 맞게 신체치수를 먼저 잰 후 특별
제작,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해 인지도를 얻고 있다. 외국 브랜드는 중국 본토 브랜드 수에
비해 적은 편이며, 주로 중․고급 프리미엄 상품에 분포돼 있다.
브랜드별 현황을 살펴보면 10월마미(十月媽咪)의 경우 1997년 설립, 80여 개의 직영점과
200여 개의 판매점이 있으며, 전국 30여 개 이상의 성(省)에 백화점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뛰어난 유통 채널관리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중국 임부복시장에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 업계 중 1위이다. 현재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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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신(君心)은 2001년 3월 설립됐으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중국 지역에 판매한 첫 브랜드
로 중국에서만 전문 매장이 600여 개에 이른다. 주요 제품으로는 외투·임산부용 기능성
속옷·모유용 제품·출산 후 회복용품·기초화장품 등이 있다. 또한 중소도시 가맹점의 성공 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만의 치니 (奇妮)는 1974년에 설립돼 현재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지로 진출
하고 있고 치니복장그룹은 치니 외에도 010, MATERNITY 등의 브랜드가 있다.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런 소재, 전자파 차단 등의 웰빙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임부복 정장, 임산부용 수영복 등 다양한 제품
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현행 계획출산 정책인 만혼만육(晩婚晩育, 정부가 인구 억제를 위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도록 장려)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화이트 칼라의 여성 임산부가 많아졌다.
현재 결혼 및 출산 가정의 부부는 대부분 한 가족 한 자녀 세대로 양가의 관심과 경제적인
핵심이 2세로 옮겨짐에 따라 산부 및 영아용품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부복 구입에 가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반해, 신세대 예비 엄마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역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입이 높은 동부 및 연해 지역의 임부복 소비량은 서부
지역의 3배이며 향후 5년 내 소비의 지역적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부 및 연해지역의 고소득층 가정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90% 이상의 중국 도시 예비 엄마가 아기의 건강을 위해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부터
나오는 전자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자파 방지기능이 있는 옷을 구매한다. 고가품이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파 방지
의류는 복대·앞치마·조끼·셔츠 등이 있으며 관련 국가 표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상품
기능 구분이 모호하다.
용도에 따라 직업복·휴식복·운동복·예복 등으로 나뉘며, 출산 전후의 신체 변화를 고려해
임부복을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반
브래지어 치수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에 단추를 달아 모유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모유식
브래지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임산부는 옷이 임산부 체형에 어울리는 동시에 유행 패션을 선호해 엷은 녹색, 엷은
남색 등의 단순한 색상이 주로 판매된 이전과는 달리 점점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력이 왕성한 젊은 신세대 엄마가 건강과 패션을 두루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임부복 및 임산부 기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임산부 상품시장 전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들이

임부복을

중심으로

임산부

상품,

영아

기초제품까지

제품별

시장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는 눈여겨 볼만하다. 유통방식에서는 잉다시(嬰達喜)와 같이 임산부,
영아용품을 전문 판매하는 전문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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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약 산업
중국은 전세계 원료의약품의 80%를 공급하는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매년 5,0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
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 개혁 및 제약 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SFDA는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GMP 강제 적용, 임상 시험 기준 및 판매
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 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 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
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
품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 검
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우리나라의
세관에 해당)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 신고가 가능하니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SFDA는 국내 동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수입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 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 허가 심사
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
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 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은 '11·5'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거시적 경제 형세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밝은 발전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산업은 원자재 및 수도, 전기, 석탄 등 가격 상승의 압력과
약품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약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소득수준
향상, 의료보장수준을 제고하는 유리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의약산업은 비교적 빠른 증가
속도를 계속 유지했다.
11·5 계획에 의하면, 2006년 농촌 합작 의료제도 시범의 보급은 전국 40%의 현(시)로 확대
되고, 2007년에는 60%, 2008년에는 전국에 기본적으로 보급하며, 2010년에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전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서 앞으로 5년 내, 농촌 합작 의료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450억 위안 규모의 의약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촌 시장 개발에
있어 농민 소득 성장이 더디고, 구매력이 낮으며, 시장이 분산되고, 교통 및 정보가 원활
하지 않다는 등의 저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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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분류 관리의 실시 일정에 근거해 2006년 1월1일부터 처방약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의사만이 처방·판매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처방약품과 비처방
약품의 분류관리조례”의 입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출시되도록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는 2006년부터 중앙과 지방재정이 신형 농
촌합작의료제도에 참가하는 농민에 대한 보조 표준을 제고하고, 중앙재정은 현재의 매년 일
인당 10 위안에서 20 위앤으로 높이며 지방재정에서도 이와 상응하게 10 위안을 제고
시키며 농민 개인의 납부 비용은 현재의 10 위안에서 변하지 않도록 제정하였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10일 약품등기관리방법(의견청취안)을 대외 발표
해 2개월간 약품생산업체, 연구기관 등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약품등기관리 방법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약품등기방법(의견청취안)은 신약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약품생산감독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품등기관리방법은 2002년 수정된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수정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신약신청대상이 신화합물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약물이 아닌 일부 약품이 성분을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느슨한 신약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 식약국은 2006년 1만 9종의 신약신청을 접수, 미국
FDA가 같은 기간 148종의 신약신청을 접수한 것과 비교해 68배나 많으나 중국의 신청
접수건 중 미국 FDA기준으로 신약인정을 받을만한 건은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약품등록관리방법은 약품감독부문이 신약연구와 생산현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약품등기 신고자료와 실제생산현황을 대조해 심사하는 한편, 약품 샘플도 검사하도록 신약
허가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반해 구 약품등록관리방법은 약품감독부분이 신약의 신청 자료
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 약품등기관리방법은 일부 약품의 신청등기 기술심사 또는 허가업무를 지방 약품감독
관리부문에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제정될 예정
이다. 구약품등록관리방법이 심사비준업무를 일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식약국만이 약품
심사비준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식약국업무가 과부하를 겪고 있다
며 이를 시정하고자 일부 업무를 지방에 위임할 예정이다.
구 약품등록관리방법이 불분명하게 명시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신약품등록 관리
방법은 국가약품등록부문에 등록된 약품정보와 약품등록 과정 중 제출된 연구보고서가 유출
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관련기관, 직원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품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당 약품의 등록심의, 심의자 명단 및 심의
진행 상황 등을 행정기관과 약품등록부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리콜관리방법’을 2007년 12월 12일자로 발표, 발표일자로
시행됐다. ‘약품리콜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은 약품생산기업, 약품유통상, 약품사용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제약업체도 해당되며 연구, 생산과정중 문제로 인해 건강과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는 약품이 리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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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품이 잠재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경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품안전 잠재질환 주요 조사내용
-이미 발생한 약품관련 사건 종류, 범위, 원인
-약품사용이 약품설명서와 마크규정, 사용량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약품품질이 국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약품생산과정이 GMP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약품 생산과 허가기준이 일치하는지 여부
-약품보관, 운송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약품 주요 사용인구 구성과 비율
-잠재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품의 로트, 수량, 유통지역 및 범위
-기타 약품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
약품안전잠재질환 평가시 해당약품이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여부,
약품 주요 사용인구에 대한 영향, 노인, 아동, 임산부, 간기능이상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영향, 위해정도 등을 평가한다.
약품안전 잠재질환의 정도에 따라 약품리콜을 총 세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즉 해당
약품을 사용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1급, 약품을 사용해 발생
하는 건강상의 위협이 짧은 기간에 그치거나 건강상의 위협이 크지 않을 경우 2급으로,
약품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지는 않으나 다른 이유 때문에 리콜이 필요한 경우
3급으로 분류한다.
약품 생산기업은 리콜결정후 리콜계획기구를 설립, 리콜을 추진해야 하며 1급 리콜의 경우
24시간내, 2급 리콜은 48시간내, 3급 리콜은 72시간내 관련 약품취급업체와 사용자에게
사용, 판매중단을 통보하고 소재지 약품감독관리국 관련 부문에 리콜관련 실시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약품생산기업은 1급 리콜의 경우 리콜착수한후 1일내, 2급리콜은 3일내, 3급리콜은 7일내
조사평가보고와 리콜계획을 소재지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 등록해야 하며 소재지 약품
감독관리국은 1급 리콜의 리콜조사평가보고와 리콜실시계획을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 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기업은 1급 리콜의 경우 매일, 2급 리콜은 3일마다, 3급리콜은 7일마다
소재지 약품감독관리국에 리콜실시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리콜완료 후 소재지 약품 감독
관리국에 리콜효과에 대한 평가를 총괄보고해야 하고

소재지 약품감독관리국은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내 심사를 진행해 리콜효과를 평가하고 심사평가결과를 서면 형태로
약품생산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약품의 외국제조기업이 외국에서 약품리콜을 실시할 경우 적시에 국가식품 약품
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하고 중국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해당수입약품의 수입상이 리콜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해 리콜을 실시한다.
‘실시방법’은 약품생산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약품이 잠재질환

안전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부관련 부문은 리콜실시를 명령
하고 약품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48

kotra 국가정보

약품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약품허가증명서와 약품생산허가증을 취소
조치하며 약품생산기업이 규정된 시간내 생산기업이나 사용기업에게 리콜약품 판매, 사용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조치하고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3만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품취급 기업과 사용기업이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판매, 사용을 중단하지 않거나 생산기업, 공급기업에게 통보하지 않고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앤 이상, 5만 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년 1-10월 의약산업의 총생산액은 6,300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했고 19월 의약산업 총 판매액은 4,218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의약산업의 총생산액은 약 7,400-7,600억 위앤내외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1-9월 중국 의약산업의 총 판매액은 4,162.7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 했으며 동기간 총 이윤액은 373.65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49.7% 증가했다. 그 중
화학 원료약의 판매액과 이윤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5.6%와 49.1% 증가한 976.7억 위앤
과 61.87억 위앤에 달했으며 의료기기의 판매액과 이윤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1.8%와
51.0% 증가한 388.57억 위앤과 39.02억 위앤에 달한 결과를 보였다.
자료원: KOTRA, 각 산업협회 사이트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중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 28개 국가(지역)와 11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지역무역
협정 체결에 대한 타당성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CEPA를 체결하고
칠레, 파키스탄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아이슬란드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접촉 중이며 인도, 한국, 페루 등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중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3차 관세 양허안이 2006년 9월 1일
부로 실시됐다. 1975년에 체결된 방콕협정은 2005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방콕협정
제1차 장관급 이사회'에서 그 명칭을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한 관세 협정으로 2001년 5월 중국이 가입,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을 포함한다. 중국과
이들 회원국간 역내 교역 규모는 2005년 현재 1343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교역 총액의
9.4%를 차지하며, 이번 관세 인하로 역내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03
년) 757 개 품목 ▷('04년) 902개 품목 ▷('05년) 928개 품목으로 대상 품목을 점차 늘려
왔다.
이번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
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가 인하됐다.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 제품, 목제품, 플
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 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관세가 인하된 품목 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관세
인하율은 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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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기계, 전자기기 제품과 섬유 원료 및 제품이 각각 449개와 402개 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화학 공업 관련제품이 159개 품목, 식물 제품이 129개 품목 등이
해당된다. 차량 및 차량 부품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2005년 3개 품목에서 2006년에는
85개로 크게 늘었으며, 기계 및 전기기기 제품도 2005년에 비해 295개 품목이 증가하고
식물제품도 89개가 증가됐다.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 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서비스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중
국은 이미 2005년 7월 아세안과 '상품무역협정'을 체결,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중이다.
아세안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07년 7월까지 아세안 국가에 건축·
환경 보호·운수·상업 서비스·체육 등 5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한다. 아세안은 회원국별로
시장 개방 계획이 조금씩 달라서 태국은 건축·관광·교육·상업서비스 시장을, 인도네시아는
건축·에너지 서비스·관광 등 분야에 대한 문호를 열게 된다.
중국 상무부 측은 서비스 무역협정 서명 후 ''아세안과의 완전한 자유 시장 구축에 큰 의
미를 두고 예정보다 빨리 성사시켰다''는 의미를 표시했다. 이 협정으로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양 측의 무역은 16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의 10 국 교통부장관과 교통부 관련부문 고위관리들은 2007 년 11 월 2 일
싱가포르에서 ‘제 6 차 중-아세안교통부 장관회의’를 개최해 ‘제 6 차 중-아세안교통부 부장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중국정부와 동남아 국가연맹정부간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아세안간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해사협상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인력자원개발에도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중-아세안간 전면적인 FTA 추진을 위한 부문별 경협이 강화되면서 아세안과의 교역창구역할을
하는 광시성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과의 교역창구역할을 하는 광시장족자치구에는
팡청강(防城港), 친저우(欽州), 베이하이(北海) 등 3 개 항구가 있으며, 현재 광시의 연간 물동량은
4000 만 톤 수준이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06 년간 중국 서부 12 개 성시의 광시 항구를 통한 수출입규모는
194 억 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35.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7 년 상반기 기준 서부 12 개
성시의 광시 항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광둥 쟌쟝(湛江)항의 네배, 하이난항의 140 배에 달하는 등
중-아세안 간 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광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광시연해항구분포규획’(廣西沿海港口布局規劃)에 따르면 2010 년 광시 북부만 경제구역항구 연간
물동량은 약 1 억 톤에 달하고 2015 년에는 약 3 억 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과 칠레는 2005년 11월 18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06년 10월 1일 부로
정식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협정'에 따라 중국은 칠레의 총 7550개(HS 8단위 기준)
품목에 대해, 칠레는 중국의 7902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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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칠레와 2004년 4월1일부터 FTA가 발효됐지만, 칠레의 대 중국 관세 철폐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일부 품목에서 칠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시장의 경우 전기전자, 기계류,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호 경합
관계에 있고 칠레의 관세 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먼저 완료되므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해 먼저 관세가 철폐되거나, 또는 우리나라는 관세 철폐에서
제외됐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 세탁기, 에어컨, 진공 청소기 등 전자 제품과 타이어, 플라스
틱 제품, 직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6년 11월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을 체결해 2007년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두
번에 걸쳐 모든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FTA 협정 체결 5년 이내 관세
품목의 85%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이 중 36%의 제품의 관세가 3년 이내 무관세로
전환한다. 중국의 관세 인하 주요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야채, 광산물, 방직품 등이고 파키
스탄은 소, 양고기, 화학 제품, 기계 전력 설비 등이다.
지난 4월 1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무역 규모 확대, 상호 투자 촉진,
기술 분야 협력강화, 한중 FTA 공동연구 추진 등 4대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됐으며
앞으로 한중 FTA 협상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2007년 4월 11~12일 이틀간 제1차 중국-아이슬란드 FTA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중국과 아이슬란드 양국은 FTA 세율인하 모델, 원산지규정, SPS/TBT, 서비스무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신문처 왕페이신 (王培新) 대변인은 아이슬란드가 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FTA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기업이 아이슬란드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합작하는 경우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련협회와 기업의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상무부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팩스나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중이며 개인도 상무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고 타인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의견란을 대외 개방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아이슬란드와의 FTA 서비스무역 협상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자 사전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현안사항 추진이나 법규도입 또는 법규수정시 의견청취를
실시해 수집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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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아이슬란드 FTA 서비스무역 협상 설문조사표
중국의 서비스제공자와 아이슬란드가 서비스무역을 전개하거나 합작과정중 직면하는 장애 조사표
관련기업
관련기업

연락인(2인)

명칭 또는 또는 개인의
개인성명

직무, 전화,
이메일

기업 또는 개인이
아이슬란드에서
업무를 전개하거나
합작과정 중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애
또는 문제

장애/문제가 발생

그 장애/문제가

장애를

어떻게

하는 원인(예, 아이 기업 또는 개인배제하거나
슬란드○○○부

에게 미친 영향

문제를

법률법규 때문에

(가능한 한 수량

해결하는지에

구체적인 명칭 기입) 분석 바람)

어떻게

관한 건의

장애를
배제하는
것이 기업
또는 개인
에게 가져
오는 이익

주 : 장애는 주요하게 아래 내용을 포함함
1) 중국 서비스기업과 개인이 아이슬란드에서 기구설립, 기구승격, 업무범위 확장 또는
마케팅 전개시 직면하는 장애
2) 중국 서비스기업이 파견한 직원이 아이슬란드에서 업무전개 중 직면하는 장애, 예를
들어 주재원 또는 임시 출장자의 학력과 전문자질을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만약
비자와 업무허가 문제가 있다면 비자가 거절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시오
3) 중국서비스기업과 개인제공자가 중국에서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 장거리
방식으로 아이슬란드의 기업과 주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직면한 장애
4) 중국 서비스기업과 개인이 중국에서 아이슬란드계 중국진출기업과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면하는 장애, 예를 들어 서류제출로 아이슬란드 방문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아이슬란드 기업과 국민이 중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아이슬란
드가 제한하는지 여부
2006년 12월 4일 상무부 위광저우(偶廣洲) 차관과 아이슬란드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중국 상무부-아이슬란드 외교부의 중국과 아이슬란드 FTA협상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1차 협상도 의정서 체결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중국의 대 아이슬란드 수출입은 2006년 각각 7766만 달러와 3999만 달러로 중국은 아이슬
란드로부터 주로 어패류를 수입하고 철구조물, 통신제품 등을 수출한다. 업종별로는 어업,
지열, 프로젝트수임, 조선, 알루미늄생산,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향후 협력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협상이 2008년 4월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는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 유명잡지 ‘차이징‘(財經)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종료된
11차 협상에서 양국간 실질적 문제가 논의됐으며 양국 모두 향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크 총리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환경과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중국기업의 경우 뉴질랜드의 삼림업과 목재업,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호텔업 투자가 전망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뉴질랜드간 FTA는 지난 2004년 12월 시작돼 2006년 4월 원쟈바오 총리의
뉴질랜드 방문시 향후 1~2년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내용이 합의된 후 양국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 23~29일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개최된 11차 협상은
중국과 뉴질랜드간 협상중 최장시간이 걸린 것으로 주로 상품의 시장진입, 서비스업, 투자
및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됐고 6월중 중국과 뉴질랜드는 1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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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지역협정중 자유화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가 체결한 경제동반자관계(CEPA)이며 이외에 중국이 선진국(지역)과 체결한 자유
무역협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은 2004년 말 뉴질랜드와의 FTA협상 개시 이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도 협상을
개시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선진국과의 FTA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
과의 FTA를 통해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대선진국 수출에서의 해결점을 찾고 선진 국 자본의
중국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국자본의 대선진국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2007년 6월 19-20일 중국과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연구를 위한 1차 회의가
노르웨이에서 개최됐으며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해관총서와 국가 질량
검험검역총국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체결후 타당성 있는
사업내용과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산업교류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르웨이는 북
유럽지역내 중국의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과 노르웨이의 수출입
총액은 29.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9월 13-19월 14일간 중국과 노르웨이는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타당성연구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다.
주중 모잠비크대사관은 중국과 모잠비크 양국 정부대표가 2007 년 10 월 27 일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2008~09 년간 양자협력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MOU 는 중국 상무부 푸즈잉(傅自應)부장조리와 모잠비크 외교부 콜로 차관이 정부대표로 양국간
기술, 경제무역위원회 제 3 차 회의에 참석·체결됐다.
중-모잠비크 양국은 2004 년 4 월 1 차위원회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한편, 2009 년까지의 교육·건강·농업·기초시설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세웠다. 협력계획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2 월 모잠비크 방문시 중국정부가 승인한 모잠비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학교 설립 등 지원사업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정부는 모잠비크 자연재해에 따른 기초시설
복구를 위해 30 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중국정부의 모잠비크 지원책은 향후 자원교류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자원난 해소를 위해 자원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자원생산국과의 교류협력과 아프리카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2005 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2월 12-13일에 개최된 “제3차 중미전략경제대화”(第3次中美戰略經濟對話)에서 양국은
금융서비스업, 제품품질 및 식품안전, 에너지 및 환경보호, 투명성 제고, 투자확대, 중국시장의
경제지위, 경제 균형 발전 등 8개 분야, 31개 종목에 대한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대화와 정보공유 확대, 법률, 정책, 계획, 권장 조치의 기반 강화를 통해 식의약품, 소비품 수출에
대해 정부감독 실시를 약속했으며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국가질검총국과 미국환경보호서가 공동 체결한 《수출입 제품 분야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협력MOU》를 기초로 수출입 제품의 환경법 적용 강화, 수출입 폐기물 및 재생 원료의 유효한
감독․관리, 화학용품 안전 관리, 농약 잔류물 감독․관리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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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연도별 수출입 동향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
수출

수입

무역 수지

년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0

249,240

27.7

225,095

35.8

24,145

2001

266,661

7.0

243,567

8.2

23,094

2002

325,642

22.1

295,303

21.2

30,339

2003

438,473

34.6

413,096

39.9

25,377

2004

593,647

35.4

560,811

35.8

32,836

2005

762,327

28.4

660,222

17.7

102,105

2006

969,324

27.2

791,794

19.9

177,530

2007. 10

986,119

26.5

773,193

19.8

212,926

자료 : 중국세관통계(이하 동일)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듬해인 지난 2002년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했다. 이어 2005년
무역액이 1조 4,2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했다.
2007년 중국 교역규모는 약 2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1.5기간 중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12~15%의 안정적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추이
(단위 : US$ 백만, %)
350

250,000
212,926

310.9
200,000

177,530

250
200

150,000

150

102,105
100,000

100
73.9

50,000

300

29,397

24,145
23,091
-4.4
-17.9
-26.7

31.4
30,339

25,337
-17

59

32,836
29.4

50
0
-50

0
1999

2000

2001

2002

2003

무역수지 흑자액

2004

2005

2006

2007.1-10

무역흑자 증감율

자료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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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중국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1조 7593억 달러이며, 수출은
9,861억 1,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5% 증가했고, 수입은 7,731억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129억 2,6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수출 규모는 6년 전인 2000년보다 약 4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약 3.5배
증가했다. 또한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흑자액은 2000년보다
무려 9배나 커졌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와 압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 지속적 흑자는 해외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
하고 있어 장기적인 산업구조 측면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정책과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등 중국
정부가 고에너지, 오염유발, 자원성 제품 수출입 제한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 축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08년 무역수지 증가세가 주춤 할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흑자증가 기조가 지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수출
중국의 10 대 수출품은 전기전자,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 의류(편물 제외), 철강,
철강제품, 광학기기, 가구 및 조명기기, 일반 차량, 완구 및 운동기기 등이다.
특히,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도화되어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1 위 수출품목인 전기전자는 2007 년 실적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24.2%를 차지 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 년간 30~40%의 수출 신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및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된다.
2 위 품목인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3 위), 철강제품(6 위), 가구 및 조명(8 위), 일반
차량(9 위)은 여전히 20~40%대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철강은 2007 년 10 월 338 억 700 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79.2% 증가하며 종전
보다 3 단계 뛰어오른 5 위에 랭크했다. 광학기기(7 위)와 의류(4 위)는 수출금액은 증가
했지만, 증가세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해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의류제품이 2007 년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채산성이 높지 않은 의류제품의 특성상 최근 원부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인상,
위앤화 평가 절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류
제품의 수출은 향후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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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도 중국의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US$ 백만, %)
2004
2005
2006
2007.1-10
품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순위 HS
총계
593.647 35.4 762,326 28.4 969,323 27.2 986,119 26.5
1 85 전기전자
129.740 45.7 172,406 32.9 227,545 32.0 238,823 31.7
2 84 보일러,기계 118.283 41.8 149,834 26.7 186,656 24.6 184,366 24.0
3 61 의류(편물)
25.805 24.7 30,875 19.7 44,902 45.4 50,666 40.8
4 62 의류
28,983 15.5 35,038 20.9 43,709 24.8 39,585
9.4
5 72 철강
11,467 236.0 15,104 31.7 25,159 66.6 33,870 79.2
6 73 철강제품
13,754 45.5 19,031 38.4 26,792 40.8 30,508 42.1
7 90 광학기기
16,266 53.9 25,435 56.4 32,628 28.3 29,335 11.5
8 94 가구,조명
17,319 34.3 22,367 29.2 27,956 25.0 29,067 27.4
9 87 일반 차량
11,812 45.6 16,600 40.5 22,382 34.8 25,445 38.3
10 95 완구,운동구 15,092 13.6 19,129 26.8 22,638 18.4 22,123 18.5
자료 : 상동
□ 품목별 수입
중국의 10 대 수입품은 전기전자, 보일러 및 기계류, 광물성 연료, 광학기기, 광 및 슬랙회,
플라스틱,유기화합물, 동 및 그 제품, 철강, 일반 차량 등으로 수출상품 구조와의 유사성이
강한 편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외국산 원부자재를 도입,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형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위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2006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전기
전자 제품 수출 증가세에 따라 관련 부품의 중국 내 수입이 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2007 년 실적 기준으로 광 및 슬랙회(5 위), 플라스틱(6 위), 유기화합물(7 위), 동 및 그
제품(8 위), 일반 차량(10 위) 등이 20~60%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차량은 최근 수입관세율 인하(2006 년 7 월 1 일부로 25%로 인하), 위앤화 평가절상 등의
영향으로 수입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년도 중국의 품목별 수입 실적

품목명
총계
1 85 전기전자
2 84 보일러,기계
3 27 광물성연료
4 90 광학기기
5 26 광,슬랙회
6 39 플라스틱
7 29 유기화합물
8 74 동 및 제품
9 72 철강
10 87 일반 차량
자료 : 상동
순위 HS

(단위 : US$ 백만, %)
2004
2005
2006
2007.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560,811 35.8 660,221 17.7 791,793 19.9 773,193 19.7
142,102 36.6 174,912 23.1 219085 25.3 208,895 18.2
91,480 27.8 96,418
5.4
109466 13.5 101,268 18.2
48,027 63.9 64,239 33.8
89077
38.7 83,809 11.0
40,125 59.6 49,957 24.5
58852
17.8 55,351 15.7
17,270 140.6 25,923 50.1
31950
23.3 41,779 63.2
28,064 33.4 33,338 18.8
37837
13.5 37,153 20.9
23,812 48.7 28,022 17.7
29855
6.5
31,587 30.2
10,477 46.3 12,890
23
17172
33.2 22,249 68.2
23,633
6.3
26,230
11
20042 -23.6 19,020 16.9
12,944
9.4
12,271 -5.2
17040
38.9 17,397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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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국가별 수출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2007년 실적 기준
으로 이 5개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으로의 수출 비중이 약 19.4%를 차지하면서 수출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對美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한 1,341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의 對중국 위앤화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인도로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83.1%, 66.5%를 기록 하며,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진다. 인도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10위권 내에
랭크 됐다.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US$ 백만, %)
2004

2005

2006

2007.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93,647

35.4

762,327

28.4

969,324

27.2

986,119

26.5

미국

124,973

35.1

162,939

30.4

203,516

24.9

191,082

15.2

홍콩

101,126

32.5

124,505

23.1

155,435

24.8

148,215

20.6

일본

73,536

23.7

84,097

14.4

91,772

9.1

82,760

10.8

한국

27,809

38.3

35,117

26.3

44,558

26.9

45,078

25.3

독일

23,754

36.2

32,537

37

40,302

23.9

39,261

20.3

네델란드

18,517

37.2

25,876

39.7

30,843

19.2

32,867

35.4

영국

14,975

38.3

18,983

26.8

24,158

27.3

25,756

31.8

싱가폴

12,695

43.1

16,716

31.7

23,188

38.7

24,098

29.9

러시아

9,071

50.2

13,211

45.6

15,829

19.8

23,427

83.1

인도

5,926

77.1

8,937

50.8

14,588

63.2

19,291

66.5

□ 국가별 수입
중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미국 등이다.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 실적의 51.9%를 차지한다. 중국의 수입시장 확대에 있어 광공업
제품의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공상품의 비중이 높아
향후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중국의 대중국 수입이다. 이는 중국 내 생산제품이 보세구 등지로
반출되어 재 가공된 후 다시 중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2006년 상위 10대
수입국 가운데 증가율 비율이 가장 큰 것이 중국의 대중국 수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의 또 하나의 수입 대체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06년 하반기 이후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혜택 축소에 따라 07년 들어 중국산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로 크게 반전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세관 반출
후 다시 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한국, 일본, 대만의 수입
시장 점유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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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2004
금액
증가율
총계
560,811
35.8
일본
94,192
26.9
한국
62.166
44.0
대만
64,760
31.2
중국
38,795
54.5
미국
44,653
31.8
독일
30,159
23.6
말레이지아 18,162
29.7
호주
11,531
57.9
필리핀
9,062
43.6
태국
11,538
30.7
자료원 : 중국세관통계

2005
금액
증가율
660,222
17.7
100,468
6.7
76,874
23.7
74,655
15.3
55,178
42.2
48,735
9.1
30,668
1.7
20,108
10.7
16,147
40
12,870
42
13,994
21.3

(단위 : US$ 백만, %)
2006
2007.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791,794
19.9
773,193
19.7
115,811
15.3
109,187
16.3
89,818
16.8
84,622
15.9
87,141
16.7
81,806
15.1
73,366
33.0
68,892
17.6
59,222
21.5
56,997
16.0
37,888
23.5
36,567
18.2
23,577
17.3
23,175
21.2
19,196
18.9
20,589
34.8
17,676
37.3
18,964
35.5
17,962
28.4
18,220
25.8

□ 향후 “수출억제, 수입확대” 조치 지속될 전망
중국정부가 통상마찰 회피를 위한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를 목적으로 “수출억제,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007년 7월 이후 시행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정책과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등 중국정부가 고에너지, 오염유발, 자원성
제품 수출입 제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장려 기술ㆍ제품 목록까지 발표하며
2007년 8회에 걸친 크고 작은 수출입 조정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
한 상태로 향후 무역수지 증가세가 주춤할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흑자증가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관세율 재조정과 같은 추가 조치가 예상
된다.
2007년 실시 중국의 수출입 조정 정책
조치

실시일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목록

4.1

가공무역관리강화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4.12

-

내용
강재, 플라스틱원료 등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 취소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부조사 강화 및 가공
무역기업 내수판매 허가권 하부기관 이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환경오염유발제품, 자원성 제품 등 1140개 품
목 가공무역 금지
83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품목에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실시
142개 제품 잠정수출세율 신규부과 또는 인상
209개 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철강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4.15

가공무역금지목록 발표

4.26

일부 철강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증 관리 시행

5.20

수출입 관세율 조정

6.1

-

6.10

- 32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관리제도 취소

12.1

- 226개 기술ㆍ품목 수입업체에 금융지원

2007년 자동수입허가제도
목록 조정
수입장려기술ㆍ제품목록

-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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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중간 무역통계 총괄표
한중간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연도

중국통계 기준

한국통계 기준

중->한

한->중

무역수지

한->중

중->한

무역수지

1980

-

-

-

15

26

-10

1985

-

-

-

40

478

-438

1990

433

236

196

585

2,268

-1,683

1991

2,179

1,066

1,113

1,003

3,441

-2,438

1992

2,438

2,623

-185

2,654

3,725

-1,071

1993

2,860

5,360

-2,500

5,151

3,929

1,222

1994

4,376

7,318

-2,942

6,203

5,463

740

1995

6,688

10,288

-3,600

9,144

7,401

1,742

1996

7,527

12,485

-4,957

11,377

8,539

2,839

1997

9,136

14,885

-5,749

13,572

10,117

3,456

1998

6,266

15,021

-8,755

11,944

6,484

5,460

1999

7,808

17,228

-9,420

13,685

8,867

4,818

2000

11,293

23,208

-11,915

18,455

12,799

5,656

2001

12,544

23,396

-10,851

18,190

13,303

4,888

2002

15,508

28,581

-13,073

23,754

17,400

6,354

2003

20,096

43,135

-23,038

35,110

21,909

13,201

2004

27,818

62,250

-34,431

49,763

29,585

20,178

2005

35,117

76,874

-41,757

61,915

38,648

23,267

2006

44,558

89,818

-45,300

69,459

48,557

20,902

2007(1~10)

45,078

84,622

-39,544

66,812

51,274

15,538

자료원: 중국세관통계, KITA 한국통계
92 년 8 월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이 늘어나 중국은 2003 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04 년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07 년 수입규모 에서
도 일본을 제치고 제 1 위로 부상했다. 반면 한국은 92 년 중국의 제 7 위 교역국에서 07 년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제 4 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한중간 위상
(단위: 억 달러)
연도

중對한국 위상

한對중국 위상

수출

수입

총교역

수출

수입

총교역

1992

24 (5위)

26 (7위)

50 (7위)

27 (6위)

37 (5위)

64 (5위)

2002

155(4위)

285(3위)

440(5위)

237(2위)

174(3위)

421(3위)

2006

446 (4위)

898 (2위)

1,344 (4위)

695 (1위)

486 (2위)

1,181 (1위)

2007.1-10

450(4위)

856(2위)

1,306(4위)

668(1위)

512(1위)

1,180(1위)

주 :(

)안은 순위이며, 홍콩 포함 순위

자료원: 중국세관통계(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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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최근 20~3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6 년 445 억 5,800 만
달러(전년대비 26.9% 증가)에 달했고 2007 년 10 월 450 억 7,800 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2002 년 285 억 8,100 만 달러에서 2006 년 898 억 1,800 만
달러로 4 년 새 3 배 이상 늘었고 2007 년 10 월 846 억 2,2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2006 년 453 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7 년 10 월 395 억 4,400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05 년과
04 년을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한국 수입 증가율은 03 년의 51%에서 07 년 15.9%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 한국 무역수지는 적자기조이나 적자폭 역시 05 년 이래 다소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은 실적은 중국 세관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관세청 통과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실적(중국통계 기준)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실적(한국통계 기준) 보다
훨씬 많다.
이는 통상 수출국에서는 FOB(본선인도가격) 기준으로 통계가 계산되며 수입국에서는 CIF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통계가 계산되고 있어 수입국의 통계가 수출국보다
10% 내외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은 직교역뿐만 아니라 홍콩 등지를 경유한 물량이 많음도 감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대중국 재수출되는 물량이 한국에서는 대홍콩 수출로
계산되지만 중국 통계에서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대한국 수입으로 계산된다.
이로 인해 2007 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액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액 보다 약 2.54 배 많다.
나. 대한국 품목별 수출입
□ 대한국 품목별 수출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철강, 보일러 및 기계류,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의류 및 편물, 유기화합물, 광학기기, 알루미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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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출
(단위 : US$ 백만, %)
2004
순위 HS

품목명

금액

총계

27,809

2005

증가율 금액

2006

2007(1~10)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8.3 35,117

26.3

44,558

26.9

45,078

25.3

1

85

전기전자

6,639

61.0

8,243

24.2

10,753

30.4

10,998

27.8

2

72

철강

2,532

237.3 3,817

50.8

4,894

28.2

6,174

58.6

3

84

보일러,기계

2,888

81.6

3,460

19.8

3,888

12.4

4,277

35.8

4

27

광물성연료

1,736

29.3

2,318

33.5

2,308

-0.4

1,842

-7.1

5

73

철강제품

454

42.0

764

68.2

1,188

55.5

1,498

57.8

6

62

의류

1,378

8.7

1,276

-7.4

1,679

31.6

1,441

6.2

7

61

의류(편물)

1,329

6.8

1,083

-18.5

1,448

33.7

1,250

0.3

8

29

유기화합물

594

23.2

863

45.3

1,233

42.8

1,176

21.6

9

90

광학기기

583

18.9

824

41.2

1,146

39.1

1,158

25.5

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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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26.5

960

-0.3

1,683

75.3

1,106

-18.4

주 : 순위는 2007 년 기준
2000 년도 까지 10 위권 속해 있던 곡물 및 어류 등 농수산물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현재 상위 10 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류 및
편물등의 섬유류 수출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전자, 철강, 철강제품,
보일러 및 기계류 등 자본 집약적 제품이 상위품목을 점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과 광학기기
등 이 새롭게 상위품목으로 진입하였다.
특히, 대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7 년 대 한국
수출금액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 및 관련제품의 수출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05 년 기계류를 제치고 수출품목 2 위로 올라섰으며, 2007 년에도 명실공히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제품의 대한국 수출 급증은 최근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측의
물량 확보와 선박용 후판, 자동차용 강판 등의 철강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산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중국계 기업들의 수출 못지 않게 현지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가공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대한국 품목별 수입
전기전자, 광학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광물성 연료, 철강, 동과 동
제품, 일반 차량, 알루미늄 등이 중국이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들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품목은 대한국 수출 품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가공무역기지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 대 수입품목 가운데 상위 품목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 자체조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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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품목별 수입
(단위 : US$ 백만, %)
2004
순위 HS

품목명

2005

2006

2007(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2,166

44.0

76,874

23.7

89,818

16.8

84,622

15.9

1

85 전기전자

18,552

40.1

25,798

39.1

31,930

23.8

28,878

10.8

2

90 광학기기

9,183

95.1

11,380

23.9

12,288

8.0

12,379

26.4

3

84 보일러,기계

6,905

40.4

7,340

6.3

8,520

16.1

9,488

42.0

4

29 유기화합물

4,974

55.4

6,521

31.1

7,395

13.4

7,544

26.6

5

39 플라스틱

4,875

39.6

5,860

20.2

6,629

13.1

6,295

17.2

6

27 광물성연료

3,192

63.6

3,513

10.1

5,819

65.6

5,204

5.0

7

72 철강

4,150

33.7

4,516

8.8

3,756

-16.8

2,861

-9.6

8

74 동과 제품

868

40.8

1,138

31.2

1,830

60.8

1,854

30.8

9

87 일반 차량

1,502

56.4

2,093

39.4

2,114

1.0

1,714

-1.6

527

47.4

707

34.2

983

38.9

758

-7.3

10 76 알루미늄

주 : 순위는 2007 년 기준
2000년 까지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이었던 의류 및 편물등의 섬유류는 현재 10위권 이하로
하락했고, 광학기기와 일반 차량 등 자본재와 동 및 관련 제품, 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이
약진하고 있다.
특히, 광학기기는 2002년 까지 대한국 수입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04년에는 제 2위 수입
품목으로 부상하여 수입비중이 증가 추세이다. 이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공정
자동화 등 에 주로 사용되는 광학 및 정밀기기의 수입 증가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대한국 수입을 주도하였던 철강 및 관련제품, 자동차의 수입은 크게 감소
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호황에 편승한 중국기업의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범용제품의 자급화와
수입제품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시사점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관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간 수출과
수입 품목이 유사성을 띄고 있다.
둘째, 중국의 수입 관세장벽 인하,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확대 등 최근
중국시장 환경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한중간 교역 품목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경기과열, 국내 자본
유동성 조절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금지 정책 강화 외에, 노동계약법(08년 1월 1일 실시) 및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08년 1월 1일 실시) 통과시켰다. 이러한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로 중국에서 주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중국
현지 생산을 위해 대한국 수입하던 중간재 품목의 수입이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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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중국경제의 두 자리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황국면 하에서 생산력 과잉의 범위가 산업 전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IT전자 제품과 부품 중 법용제품의 경우 중국내 생산확대로
국산화가 확산될 전망이며 중국이 전 세계 주요 공급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대 한국
수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한국입장에서 본 대응전략
첫째, 대중 수출확대가 가능한 첨단 IT 및 전자부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범용
제품의 시장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완성품의 기능향상을 위한 핵심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 시장점유율 확보의 관건 요인이다.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다국적 기업 및 중국 로컬 기업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제품 개발을 통한 캐시카우(cash cow)를 지속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내 수급구조가 현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마케팅과 A/S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 현지 법인의 기능을 현지 대리상 관리기능에 국한 시키지 말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A/S등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현지 생산의
확대로 제품간 품질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무형자산을 통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

3. 수입규제제도
가. 2007 년 주요 현안
1) 중국의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리스트 발표
중국 상무부는 2007 년 11 월 22 일부로‘중국의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리스트’(상무부령
2007 년 제 7 호)를 실시했다. 이번 리스트는 2001 년 발표된 1 차 수입제한 금지기술 목록
을 수정된 것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이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기술과 환경
을 파괴하는 126 개 기술이 해당된다. 2001 년 발표된 1 차 목록은 11 개 분야 25 개 기술이
수입금지 기술로 지정되고, 6 개 분야 16 개 기술은 수입제한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수입제한기술은 농업·식품제조업·방직업·석유가공·코크스가공·핵연료 가공업
등 총 16개 분야 87개 기술이며, 수입금지기술은 임업·의약제조업·인쇄업 등 10개 분야
39개 기술이다. 1차 목록과 비교 해 비철금속 제련·설비 ·계측계량기기 ·전력·에너지생산
공급업 관련 수입제한류로 추가됐으며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임업관련 기술도
수입금지류로 추가됐다.
또한, 상당수가 이번에 제한 또는 금지리스트에 신규 포함된 것이다. 중국‘대외 무역 법’
과‘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술수입금지류에 포함될 경우 기술수입이 불가 하고
수입제한류 기술을 수입할 경우 허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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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수정된 중국의 기술수입제한 및 금지업종 현황
기술수입 제한

순번

업종

기술수입 금지
기술수

업종

기술수

1

농업

2

임업

3

2

식품제조업

2

인쇄업 및 인쇄매체 복제

1

3

방직업

2

의약제조업

1

4

석유가공,코크스가공,핵연료가공업

1

석유가공,코크스가공,핵연료가공업

1

5

화학원료, 화학제품 제조업

13

화학원료, 화학제품 제조업

7

6

비금속광물제조업

2

비금속광물제조업

2

7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8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7

8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5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1

9

상용설비제조업

6

10

전용설비제조업

9

11

교통운송설비제조업

1

교통운송설비제조업

1

12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11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5

13

계측,계량기기,사무용기기제조업

6

14

전력, 열에너지생산공급업

3

15

은행업

1

16

환경관리업

5

자료원 : 상무부
2)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면세수입 혜택 중단
중국정부는 중국산 방직기계 구매확대를 위해 2007년7월 1일 이후 허가등록된 내외자 투자
프로젝트(심사비준일자를 기준으로 함)내 細絡聯式을 제외한 모든 규격의 자동보빈 와인더
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해 수입면세혜택 부여를 중단했다.
올해 7월 1일 이전에 허가된 내외자투자프로젝트의 경우 2008년 1월 1일전에 확인서를
구비해 해관에 감면세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원 면세수입대상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관은‘국무원이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調整 進口設 備稅收
政策的通知)(국발 1009년 37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해관은

내외자투자프로젝트 범위내 수입 자동 보빈와인더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한 감면세 등록과
허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3) 중국기업 수입 투자설비 면세혜택 축소 조치 및 영향
중국 재정부는 2007 년 1 월 22 일 수정된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을 발표하고
동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정된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은 총 38 류 795 개 품목(HS code 8 단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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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 년에 수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과
비교하여 192 개 품목(HS code 8 단위 기준)이 증가하고 207 개 품목이 수정되었으며 36 개
품목이 삭제 또는 합병됐다. 새로 증가한 192 개 면세 불가품목은 중국내 생산이 가능
하거나 중국정부가 자국산 생산을 장려하는 품목으로 일반기계, 야금, 광산기계, 식품, 포장,
환경, 계측기, 전자관련 설비가 해당된다. 수정된 207 개 품목은 기술규격의 향상과 설비
명칭의 변화에 따른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2007 년 3 월 1 일자로 시행되나 과도기 규정으로 2007 년 3 월 이전 승인을
받은 국내 투자로 2008 년 1 월 1 일 이전 수입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목록을 적용한다.
그러나 승인 투자항목이라도 2008 년 1 월 1 일 이후 수입 시에는 금번 수정목록을 적용
한다.
중국의 수입 투자설비 우대혜택 제도 개요
대상기업

중국기업

외국기업

우대혜택 대상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법규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

외국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

불가품목 수

759 개

20 개

자료원 : KOTRA
금번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의 192 개 품목 추가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수출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투자 수입설비 면세 불가목록>의
대부분이 중국 내 생산 가능한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과 A/S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이 이미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범위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총액 내로 제한되어 있고 외국설비의
주 수요처인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가 국산설비 구매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정부발주 사업 또는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
되는 범용제품의 경우 정부조달을 통한 국산설비의 구매비중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장려하는 국산설비는 중국 내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에게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은 2 대 대중투자
국가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을 활용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비롯한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시장범위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총액 내로 제한되어 있고 외국설비의
주 수요처인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또한
한편 중국은 지난 2001 년 12 월 WTO 가입 이후 매년 수입관세를 인하해오고 있어 일반
수입에 따른 부담이 점차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평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향후 과거에 부여되어 왔던 우대혜택을 기반으로는 생존이
어려우며 높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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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수입 구조
1) 수출입 허가제도 개요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종류,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
가리키며 주로 수출입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제한상품의 쿼터 허가증관리,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 내용을 포함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담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경영업체는 하기 각 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ㅇ 기업명칭 및 조직기구
ㅇ 명확한 대외무역경영범위
ㅇ 대외무역경영에 필요한 장소,자금 및 전문인원
ㅇ 과거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실적 혹은 필수적인 수출입 공급원
ㅇ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기업 유형은 주로 하기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ㅇ 상무부 소속의 각종 수출입총공사 및 그 하부기구
ㅇ 국무원 소속의 공업무역회사
ㅇ 성급 소속의 각종 수출입회사
ㅇ 외상투자기업
ㅇ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제조기업
ㅇ 임대수출입회사
ㅇ 수출입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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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수출입 흐름도
대외무역경영자격 신청
미자격자는 기타 무역회사에 위탁 수출입 가능
외상투자기업의 자영 수출입은 별도 신청 불요
↓
통관등록 신청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통관등록 신청 불요
↓
통관전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 신청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품 해당 제품의 경우에 한함
↓
무역계약 체결
↓
외환수속 관련 업무처리
↓
검사 및 검역대상 제품의 검사실시 및 보고
↓
통관
화물신고, 납세, 수검, 화물인출
↓
신고확인(核鎖) 수속 진행
2) 일반무역 관리제도
□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종
관리조치로서 즉 규정한 기한 및 쿼터액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 허가증
관리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 제한 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할 예정이이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또한 WTO 회원국은 중국의 일부 제품(방직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수출상품의 쿼터 및 허가증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 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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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2001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화물
수입허가증관리방법>, <수출허가증관리규정>,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 <화물수입지 정경영
관리방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기계.전자상품 수입
쿼터관리 실시세칙>,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
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 수입쿼터 및 허가증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수입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 화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수입제한화물은 정부가 규정한 수량제한이 있는 제한수입화물과 기타 제한수입화물을
포함한다. 수량제한이 있는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부문의 화물수입 감측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자유수입화물은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쿼터허가증관리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하며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
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품목을 조정한다.
수입쿼터 관리품목(정제유, 식품,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은 제외) 중 △가공무역의
수출제품의 직접 가공을 위한 자재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한 수입자재는 허가증이
면제되나 외상투자기업의 내수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자재는 여전히 기계․전자제품, 일반
상품의 쿼터관리방법이 적용된다.
쿼터허가증관리 수입 기계전자제품의 부품이 완제품 총액의 60% 혹은 그 이상이면 완제품
으로 간주하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세구, 국제운행선박 및 항공기용 연료 외에 기타 지역, 업체 및 무역방식에 따른 정제유
는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세구내 기업의 정제유 수입은 허가증이 필요 없으나
보세구에서 국내 기타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품별 수입관리제도
분류

대상품목
국가산업정책 및 업종발전계획에 따라 적당한 수입량에

쿼터관리
기계전자제품

의한 시장공급 조절을 목적으로 △중국의 산업발전 △수입
구조 및 산업구조조정 △국가외환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전자제품 등이 포함.

쿼터관리 일반제품
非쿼터관리
수입허가증 제품

기전제품 외의 기타 쿼터로 수입량을 통제하는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상품을 포함
쿼터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화학무기의 주요부품, 원자재
및 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품, 유독성화학제품 및
레이저 디스크 생산장비 등은 수입허가증을 통하여 관리

자료원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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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쿼터 및 허가증
현재 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은 총 52종의 338개(HS 8코드 단위기준)로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자원성 수출제품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위치를 점유하는 전통수출상품 △세계
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요위치를 점유하는 제품 △외국의 쿼터제한 혹은 수출제한 제품
△ 수출량이 많으며 경영질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 △중국의 중요 특산품 혹은 특수
한 요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계무역 수출제품(국가 쿼터입찰관리 제품 외의 기타 수출허가증관리상품)
△가공조립무역의 재수출상품 △해외전시회의 재반입 전시품 △경제기술교류 등 목적의
해외에 제공한 테스트용 견본품 △대외경제기술원조 목적의 수출물자 일부제품 등에 해당
되는 허가증 관리제품은 수출허가증을 면제한다. 단, 국가의 쿼터입찰관리 제품은 무역
방식을 물론하고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수출입허가증 신고
수출입허가증은 상무부가 총괄하며 심사발행은 관할기업 및 지역별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입허가증 발행기관은 각각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및 각지 출장소, 지방의 상무부
(상무부처)문이다.
상무부는 중앙, 국무원의 각 부/위 및 소속기업의 허가증 발행을 담당하며 상무부의 각지
출장소는 연해개방도시 및 관계지역의 수출입허가증을 발행한다.
또한 지방의 상무부(상무부처)문은 부분 수출화물허가증 및 소속부문의 일부 수입허가증을
발행한다.
수출입허가증의

신청시

<進口許可證申請表>

혹은

<出口許可證申請表>(신고업체

명칭,

수(출)입 상품명, 거래가격, 무역방식, 수입(출)국, 도착(발송)항구 등을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쿼터제한제품에 대한 수출입허가증 신청시 허가증발행기관에 주관부문이
발급한 수출쿼터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화공생산, 과학연구의 수요에 따른 화학무기생산에 이용하는 화공원료의 수입 시
지정업체가 소재지 성급 화학공업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제품의 최종용도 및 그 증명을 제출
한 후 국가의 화공관련 부서의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화공관련 부서의
비준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발행한다.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방식의 레이저 디스크 생산장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우선 국가신문
출판사의 비준을 취득한 후 비준서와 기계전자제품수입등기표-기전제품 수출입 관리부문
발행)>에 의해 상무부의 쿼터허가증사무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한다. 통관시 세관은 업체가
제출한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화물을 통과시킨다.
외상투자기업의 레이저 디스크 생산장비 수입은 新聞出版署의 <音像制品復制經營許可證>,
상무부의 비준증서 및 수입장비목록에 의해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
하며 발급받으며 세관은 발급된 수입허가증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다. 피동쿼터관리
방직품의 수출은 상무부 혹은 그 수권기관에 <방직품수출허가증>을 신청하며 국가의 쿼터
입찰관리상품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추가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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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한다. 수출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1년이다. 1개 허가증으로 다량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一批一證) 유효기한은 3개월이며 1회 통관으로 제한된다. 기타 상품,
외상투자기업 및 보상무역방식의 수출제품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복수통관(최고
12회)이 가능하다. 홍콩마카오(중계무역 제외)에 공급하는 해산물 제품은 유효기한이 1개월
으로 제한된다. 특수한 사유로 유효기간내 수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증 발행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도 원 발행기관에 신청한다.
국가의 쿼터허가증 관리제품은 통관시 세관에 <수입화물허가증> 혹은 <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동쿼터관리제품에 해당하는 방직품의 경우 <방직품수출허가증>, 쿼터
입찰관리제품에 해당하는 방직품은 <방직품수출허가증>과 <수출화물허가증>을 제출한다.
기타 국가의 상품검사, 무선전기관리, 동식품검역 등에 해당하는 수출입 허가증관리제품 은
관련 수권기관이 발행한 수출입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중국은 쿼터허가증 외에 중요한 수출입상품은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즉 분류관리제품은
전문 수출입총공사가 경영하거나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분공사가 총공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한다. 수출입상품은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수입상품의 분류
第一類 : 통일적으로 대리 주문하는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국민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규모가 방대한 소맥,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고무, 강재, 석유, 베니어합판, 양모, 니트릴,
면화, 담배, 설탕, 식물유 등 14종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지정 대외무역 수출
입총공사 혹은 그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가 통일적으로 대리주문하며 이중 수입허가증 관리
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第二類 : 연합하여 대외거래를 추진하는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으며 국내시장 공급이 부족한 국내외 가격차가
비교적 큰 대규모의 수입상품으로 상무부가 비준한 동종상품의 수입경영권이 있는 대외
무역업체가 외국과 거래를 한다.
第三類 : 경영을 개방한 수입상품을 가리킨다. 즉 상기 一, 二类외의 기타 수입상품으로서
수입경영권이 있는 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으나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제품에 해당
하는 제품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ㅇ 수출상품의 분류
第一類 :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거래규모가 방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독점지위를 점유하는
특수 성질의 자원성 상품을 가리킨다. 쌀, 콩, 옥수수, 차, 석탄, 텅스텐, 안티몬, 원유,
정제유, 면화, 면사, 테릴렌면사, 면원단, 테릴렌 면원단, 생사, 비단 등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상품은 지정 1개 혹은 다수 대외무역, 공업무역 수출입총공사가 통일 경영관리 혹은
지방의 분공사와 연합하여 경영하며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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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類 : 국제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쿼터제한이 있으며 경쟁이 심하고가격의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수출상품을 가리키며 동종상품 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비준을 거쳐
경영한다.
第三類 : 一, 二類 외의 기타 수출상품은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한다.
□ 외국기업의 수출입관리
ㅇ 수입허가증
합자/합작 기업의 내부용도로 수입한 기계장비 및 물자가 국가의 수입허가 증관리 대상
품목이면 우선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수입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독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내부용도의 기계장비 및 물자 등 수입품은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 5종 상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의 수입자재는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의 위한 자재(원자재, 부품, 조립품, 포장재 등)의 수입은 수입화물
허가증을 면제하며 세관이 보세화물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또한 수입품이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품목이면 우선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이 내수 상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가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ㅇ 수출허가증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인 경우 수출화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제품 범위는 영업범위 내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이며 중국내
구매제품은 제외된다.
3) 외환관리제도
중국은 외환수지에 대하여 은행결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대금지급확인과 수출대금
영수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환수입은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화지출은 지정은행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상투자 기업은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경상항목의 외환수입을 보유할 수 있다.
일반무역방식에 있어서 기업의 상품수입은 수입계약서와 수입통관단 등 서류를 외환지정
은행에 제출, 외환계정을 통한 대금지불 및 외환구입을 통한 대금지불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대금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매 건별로 수입대금지급확인 수속을 거쳐야 한다.
기업의 상품수출에 있어서도 매 건별 수출대금영수확인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4) 가공무역 심사 및 관리제도
□ 가공무역경영기업 및 가공기업
<가공무역심사관리 잠정방법>에 근거, 來料加工 및 進料加工을 포함한 가공무역에 종사
하는 경영기업은 반드시 성급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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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경영기업은 △외국측과 가공무역 수출입계약을 담당하는 수출입회사 및 외상
투자기업 △來料加工 경영 허가권을 획득한 대외가공조립 서비스회사를 말한다. 가공
무역기업은 △가공무역 경영 기업의 위탁을 받은 법인자격의 수입원료 가공, 조립기업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설립한 未법인 자격의 영업집조 소유 독립채산공장을 말한다.
□ 심사 및 비준기관
수입원료가 면화, 설탕,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원유 및 정제유 등 중국의 가공무역수입에
대한 총량평형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가공무역 경영업무의 경우 경영기업(과거 部 및 委
총공사 및 자회사 포함)이 등기 소재지 성급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한다. 기타 가공무역업무의 경우 경영기업이 등기 소재지의 상무부(상무부처)문 혹은 省
상무부(상무부처)분이 수권한 市, 상무부(상무부처)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 제출서류
ㅇ 경영기업의 서면신청서 및 경영기업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ㅇ 경영기업 수출입권 비준서류(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ㅇ 가공기업 등기 소재지 이상 외경무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기업생산능력증명 원본 및
가공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
ㅇ 경영기업이 체결한 수출입 계약서 원본
ㅇ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가공협정(계약서) 원본
ㅇ 심사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 및 자료
ㅇ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외상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 외경무 주관부문이 비준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정관 △생산능력, 투자금 납입 및
연도검사 합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ㅇ 수입원료가 폐금속 혹은 물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국가환경
보호국이 발급한 원료수입허가 서류
ㅇ 수입원료 혹은 수출 완제품이 독성화학품 및 군민통용화학품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공무역의 경우 유관부문이 발급한 원료수입 혹은 완제품수출 비준서류
□ 가공무역업무(계약서) 심사 및 비준
가공무역심사 부문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 및 자료를 근거로 가공, 재수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영기업에 대하여 가공무역업무 심사비준 전용인감이 날인된 <가공무역
업무비준서>를 발급한다. <가공무역업무비준서>는 기업이 세관 등 관련 부서에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등 관련 수속을 진행하기 위한 증명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심사기구는
기업이 신고한 원자재 소모량에 대하여 심사, 비준하고 가공무역업무 심사 전용인감이 날인
된 <수입원자재신청 신고확인서류>과 <수출완제품 및 관련 수입재료 소모량 신고 확인
서류>을 발급한다.
□ 신고 및 등기
상무부(상무부처)문의 가공무역경영 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
무역 등기수첩>(이하 등기수첩이라함)을 수령한다.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한다. 경영기업은 주관 세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세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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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 (수출입 경영권을 기잔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
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세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세관
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다.
□ 보세 감독 및 관리
보세화물은 무역활동(저장) 및 가공조립 목적으로 수입된 화물로 기타 목적(건설공사,
과학실험, 문화체육활동 등)으로 임시 수입된 화물과 구분된다. <해괸법>제59조에 따르면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 수입 혹은 수출하는 화물 및 특별 허가를 통하여 수입하는 보세
화물은 수입관세 해당액의 보증금 혹은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시로 세금을 면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세화물은 잠정면세 화물로서 최종 목적방향이 확정된 후 면세 혹은 납세 여부가
결정된다. 재수출은 보세화물의 중요 전제조건으로서 수입화물의 원상태 혹은 가공 제품
형태로 재수출되어야 한다.
□ 가공무역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대장 제도
보세제도의 중요기능은 위탁가공, 원자재조달가공무역 등 대외가공 무역서비스이다. 가공
무역 관련 세관, 은행 등의 감독강화 일환으로 중국 세관은 1996년 7월 1일부로 “가공
무역의 수입원자재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였다.
가공무역계약서의 세관 등록과정 에서 신고인은 상무부(상무부처) 및 세관의 비준서 등에
의해 지정 중국은행에 수입원자재 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금대장를 개설하며 가공제품
의 재수출 후 세관 증빙서류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을 신고확인한다. 중국은행은 신고인의
관할세관 소재지에 위치한 은행 분(지)행을 가리키며 중국내 수입원자재 보증금대장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지정은행으로 다른 은행은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 기업분류 관리
1999년 10월 1일부로 중국 세관은 기업의 연간 가공실적 및 세관법규 준수상황에 근거
가공무역기업을 A, B, C, D 4종류 분류하였고 가공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이중 A류 기업은 은행보증금장부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B, C류 기업은
보증금 대장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제한류 품목을 취급하는 B류 기업, 최초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제한류 품목 취급 기업 및
C류 기업은 은행보증금대장을 통해 수입원자재 해당 관세액을 징수한 후 가공제품의
재수출 확인 후 환급 받는다.
D류 기업은 밀수행위의 적발기업으로 원칙상 가공무역을 취급하지 못하나 특수상황에서
세관의 비준을 거쳐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수입원자재 관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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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증금 대장제도 기본절차
상무부(상무부처) 부문의 계약 심사비준
상무부 및 각 지방의 대외경제무역국(위원회)
↓
계약의 등록
관할 세관에 가공무역계약서 및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서 등 제출
원자재 금액에 근거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계서(開設銀行保證金臺帳聯系單)> 발급
↓
보증금장부의 개설
기업이 직접 <연계서(聯系單)>에 의해 지정 중국은행에 보증금장부개설 신고
은행의 관련서류 심사확인 후 계약서의 원자재금액에 따라 보증금장부를 개설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입금 후 <은행보증금대장등기통지서
(銀行保證金臺帳登記通知單)> 혹은 보증금영수증 발급
↓
등기수첩(登記手冊)의 발행
관할세관은 은행의 <통지서> 혹은 보증금 영수증 및 기타 관련서류에 근거, 경영업체에
“가공무역 등기수첩(加工貿易登記手冊)” 발급
↓
원부자재의 수입 및 가공 후 재수출
보세화물의 수입시 신고인은 등기수첩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수입수속
수입보세화물은 세관의 지정장소에 저장하거나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가공제조기업에
운송하여 가공. 저장기간의 만료 혹은 제품의 가공 후 신고인은 등기수첩 및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 재수출 수속진행
↓
계약의 신고확인(核銷)
규정기한내 가공무역을 종료 후 혹은 최종 가공제품 수출완료 후 관할세관에 계약에
대하여 신고확인. 관할세관은 신고서류의 심사확인 후 <은행보증금장부 신고확인
연계서(銀行保證金臺帳核鎖聯系單)> 및 보증금 반환통지서를 발행
↓
보증금대장의 신고확인(核銷)
경영업체는 <연계서>에 의해 은행에 보증금대장을 신고확인
은행은 서류의 심사확인 후 보증금 및 이자(보통예금 이자율)를 반환
세관과 중국은행은 월별 보증금장부의 설립 및 신고확인 상황을 대조, 확인
자료원 : 상무부
□ 면감세 우대정책
ㅇ 전액보세 대상
보세공장, 보세창고의 수입 원부자재 △가공수출계약하의 원부자재 수입 △외국측이 제공한
수입 원부자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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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액징세 대상
보세공장, 보세창고를 갖추지 못한 가공을 위한 수입 원부자재에 대하여

에 따름. 세관이

<가공수첩>을 발급할 때 징면세 비율을 명기한다.
ㅇ 전액징세, 수출시 환급
세관규정의 위반행위 혹은 장기간 신고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시
우선 전액 징수한 후 가공 완성품의 재수출 후 실제소모량에 대해 징수세관에 대하여 환급
신청한다. 경영단위는 <등기수첩>과 <진료가공 수출입화물 전용통관단>을 사실대로 작성
하여 수출입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보증금대장의 면제
가공수출계약을 위해 외국인이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한 보조성 원자재가 수량이 적고 가격
이 낮은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을 면제한다. 예를 들면 해관이 발표한 “보조성 원자재
목록”(총 78종)내의 품목의 수입액 5,000달러 미만인 경우 관할세관은 수출가공 계약에
근거하여 소모량을 확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등기수책 및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을 면제한다.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시 입항지 세관은 관할세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계약에 근거 하여 수입
화물을 통과시키며 가공제품의 재수출 후 실제 수출상황에 근거 관할세관이 보조성 원자재
의 신고확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이 제공한 수입액 5,000달러이상-10,000달러미만의 “목록”내 품목 및 1만 달러
미만의 “목록”외 품목은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세관은 수출 가공
계약에 근거 보조성 원자재의 소모량을 확정한 후 가공무역등기수책을 발행하며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 및 가공완성품의 수출에 대한 감독 및 계약에 대하여 신고 확인한다.
보조성 원자재의 수입은 가공수출무역의 목적으로 제한되며 주요 원자재는 중국내에서 구매
해야 한다. 만일 주요 원자재와 함께 보조성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은 일반 가공
무역의 관리방법에 따라 계약등록수속을 처리하며 은행보증금대장 관리범위에 귀속시킨다.
5) 통관
□ 수출입 신고
원자재의 수입시 경영업체 혹은 그 대리인(신고인으로 약칭)은 등기수책 및 기타 통관
서류에 의해 “원자재조달가공무역 전용수입화물통관단”을 작성하며 등기수첩의 “수 입원
자재 등기란”에 수입자재 내역을 기재한 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한다. 입항지 세관은 신고
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세관감독수속비를 징수하고 수입자재를 검사, 통과시키며 등기
수첩(“수입자재등기란”) 및 수입화물통관단에 세관도장을 날인한다. 은행 보증금 대장 의
“실전”적용기업은 세관의 “연계서”에 의해 중국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은 은행
의 “영수증”에 의해 수입자재를 검사, 통과시킨다.
가공제품의 수출 시 신고인은 등기수책 및 기타 통관서류에 의해 “원자재조달가공무역
전용수입화물통관단”을 작성하며 등기수책의 “수출제품등기란”에 수출제품 내역을 기재한
후 출항지 세관에 제출한다. 출항지 세관은 신고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수출화물을 검사,
통과시키며 등기수첩(“수출제품등기란”) 및 수출화물통관단에 세관도장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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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혹은 창고)의 세관검사
세관은 경영업체의 신고서류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공기업의 공장(혹은 창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생산력, 관리현황 및 가공무역 관련제품의 창고보관상황 등을 파악한다.
□ 관세 및 보세화물 관리감독 수속비 납부
기업은 수입 원부자재의 세관 관리감독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액보세와 전액징세
대상 화물은 통관단에 징수 및 면감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액보세 수입
화물 및 가공재수출 화물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수출상황 보고 및 확인
ㅇ 완제품 재수출 기한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비준서> 규정에 따라 기한내 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한편,
수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자재는 수입일부터 1년내에 완제품을 가공생산하여
수출해야 한다. 이 중 설탕, 면화, 식물유, 양모 및 천연고무의 가공무역 완성품은 수입,
가공 후 6개월이내 반출해야 한다. 만일 가격 및 국제시장 변화 등 이유로 기한연장이 필요
한 경우 경영업체는 원 계약서에 의해 상무부(상무부처)문,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보증금대장을 개설한 계약의 경우, 세관의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계서>에 의해
중국은행을 통하여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기는 일반적으로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차례 연기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신고확인 수속
원자재조달가공무역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내에 신고인은 △등기수책(수입원자재란” 및
“수출제품란”에 세관인감이 찍혀야 함) △수출입화물통관단(세관의 확인도장이 찍혀야 함)
△ 신고확인신청표 등 서류를 가지고 관할세관에 신고확인 업무를 처리한다.
세관은 신고서류의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공생산기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이상이
없으면 “신고확인 종료통지서”를 발급한다.
은행보증금대장관리 계약은 세관의 “연계서”에 의해 장부개설은행에서 대장 신고확인
수속을 처리하며 대장의 “실전”적용기업은 보증금 및 이자를 환급받는다.
□ 수입원자재 및 완성품의 내수판매
원자재조달가공무역 방식의 수입자재 및 가공제품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 보세화물로서
중국내 매각 및 양도를 금지한다. 특수이유로 내수 혹은 내수상품 생산에 이용하는 경우,
경영업체는 사전에 상무부(상무부처)문 및 주관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수부분
수입자재의 관세 및 이자(이자기간은 수입신고일부터 관세납부일까지임)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자재가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특정수입등록,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및 기타 비준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경영업체는 해당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규정기한
내에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이자 외에 자재수입액의 30%～
총액의 벌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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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화물의 이전가공
이전가공은 가공반제품이 직접 수출되지 않고 기타 가공기업으로 이전되어 재가공 (深加工)
을 거친 후 수출되는 가공무역방식을 가리키며 공장이전가공으로도 불린다. 이전 가공은
중국 세관의 상품분류관리규정에 따라 우선 상무부(상무부처)문의 비준을 취득한 후 세관에
이전가공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한류상품 및 C류기업의 이전가공은 중계운송관리 혹은
세관전산망관리에 따른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세관은 재가공제품의 관세액
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이전가공의 양측기업(경영업체 및 배정업체)은 수출입
무역방식에 따라 가공임을 외화로 결제하며 외화결제(수입) 및 외화영수(수출) 관련 신고
확인수속을 처리한다.
□ 가공기업 경영기업의 위탁가공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수출입 원자재를 다른 세관지역의 가공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양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부합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영기업이 다른지역에서 가공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외경무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서>와 가공기업소재지역 외경무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기타지역 가공무역신청표>를 작성, 경영
기업 주관세관에 “기타지역 가공신청”을 제출한다. 경영기업의 주관세관은 이를 승인한 후
가공기업 주관세관에 계약서를 등록, 확인한다. 가공기업이 세관에 계약서를 등록, 확인할
때에는 경영단위가 발급한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 가공무역 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제도
수출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세관이 발급한 수입한 후 통관단과 <등기수첩>을 수출
관련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면세증명”을 처리한다. 또한 이 증명서를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가공무역 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의 면세업무를
진행한다. 만약 다른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면세증명을 가공기업에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증치세와 소비세의 면세업무를 처리한다. 화물의 수출 후, 수출 기업
은 수출화물 통관단과 세관이 발급한 <등기수첩>을 근거로 외환수입증명을 수출관련 환급
담당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확인을 한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관련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기관은 세관과 징세담당 세무기관과 공동으로 추가 세금
징수 혹은 처벌을 부과한다.
□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도
ㅇ 수입원자재 쿼터 및 허가증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공무역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쿼터허가증명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면화의 가공무역에 대하여 총량평형과 쿼터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설탕, 식물유, 양모에 대한 가공무역 쿼터증명 관리는 2001년 10월 폐지되었다. 면화의
가공무역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수속을 거쳐야 하며 <외상투자기업 가공무역 수입쿼터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쿼터는 당해에만 유효하며 <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가공무역 수입쿼터증명의 발급기관은 외경무 부문 각지역 특파원 사무실과 쿼터 허가증
사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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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의 수입통제화학품, 독성화학품 제조가능 상품, 레이저
디스크 생산설비 등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공 lT으며 원유, 강재, 농약, 아크릴
섬유, 테틸렌, 폴리에스테르 칩, 화학비료(요소, 인산 이암모늄, 복합비료 제외 세번) 등 7종
의 공산품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에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ㅇ 수입 원자재의 내수판매
수입자재가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특정수입등록,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및 기타 비준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경영업체는 해당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규정기한
내에 허가증 혹은 등기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이자 외에 자재수입액의 30%～
총액의 벌금을 징수한다.
ㅇ 완제품의 수출
원자재 수입 후 가공된 완성품이 수출쿼터관리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사전에 외경무
주관부문의 승인을 신청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쿼터와 <가공무역업무비준서>을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신청한 후 통관시 이를 세관에 제출한다. 외국측이 원부자재를 공급
하는 來料加工 및 來料조립가공은 수출시 수출허가증이 면제되며 세관이 이를 관리, 감독
한다.
□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 심사관리
상무부(상무부처)와 세관은 가공무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15일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 심사관리 실시 잠정방법>을 발표하여 세관이 승인한
전산망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간소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외경무 부문은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한 계약심사를
취소하고 이들 기업의 가공무역 자격, 업무범위 및 가공생산능력만을 심사하고 있다.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은 가공무역업무시 외경무 주관부문에 △영업집조 (사본) △세관의
기업에 대한 전산관리감독 검사합격증서 △ 경영기업의 수출입권한 비준서류 및 외상 투자
기업 비준증서(사본) △연도검사 합격기록(신규 설립기업과 1년 미만 기업 불포함) △가공
기업 등록지 현급 이상 상무부(상무부처)문이 발급한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원본) △전산망
관리감독기업의 전년도 가공무역 수출현황을 증명하는 자료(통관증 사본 혹은 가공무역계약
신고확인표<核锁表>) △ 기업의 기본상황, 수입원자재, 수출완성품에 대한 설명 및 경영
범위 관련 자료 등의 자격증명서류 와 업무신청서를 제출한다.
외경무 주관부문은 전산망 관리감독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국가가 금지하지 않는 가공
무역의 업무에 대해서 통상 승인 후 <전산망 관리감독 가공기업 업무승인서>를 발급한다.
세관은 외경무 부분이 발급한 <전산망 관리감독 가공기업 업무승인서>를 근거로 이들
기업을 위한 가공무역 전자장부을 만들어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은 전자장부 개설 이후
비준된 범위내에서 원부자재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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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수출입금지품 및 통관절차
□ 반입금지품
ㅇ 각종 무기, 진짜 모방 무기, 탄약 및 폭발 물품
ㅇ 위조 통화,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ㅇ 각종 열성 독품(독극물)
ㅇ 아편, 몰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성 마취품, 향정신성의약품
ㅇ 위험성을 띤 병균, 해충 및 기타 생물에 유해되는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ㅇ 사람 및 동물 건강에 해되고 전염병지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
□ 반출금지품
ㅇ 입국금지 범위에 열거한 모든 물품
ㅇ 내용이 국가비밀을 언급한 원고, 인쇄물, 필림, 사진, 레코드, 영화, 녹음테프, 녹화
테프, LCD, 컴퓨터 저장매개 및 기타 물품
ㅇ 진귀 문화재 및 기타 출국 금지 문화재
ㅇ 위기에 처한 진귀 동물, 식물(표본 표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 반출입국 금지품 통관
여행자가 금지품을 휴대하여 해관 검사이전에 자신 신고한 경우, 몰수 또는 반송 명령을
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관 명령에 의거 반송할 경우, 여행자는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에 반송수속을 마쳐야 하고, 기간을 지나 반송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규정
에 따라 몰수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위생에 유해하여 압수한 물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해관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객이 반출입 금지품에 속하는 물품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 또는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 총기류 반출입
총기, 탄약은 반출입금지품이며, 여행자가 특수 목적으로 휴대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거쳐 하고, 여행자에게 휴대 입국을 허용한 총기,
탄약은 반드시 해관에 신고하고, 변방검사처에서 심사하여 휴대운송증명을 발급하고, 해관
은 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총기, 탄약은 입국시 해관에 신고한 경우, 변방검사처에서 봉인
보관하고, 출국 시 본인에게 반환, 반송한다. 총기, 탄약을 휴대하고, 해관에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 총기, 탄약은 불법운송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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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영사관) 및 그 직원의 반출입
대사관(영사관)과 그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과 규정상 반출입금지품을 휴대하여 출입국
해서는 안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상술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정부 관련부서의
비준을 거치는 한편 중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출입 수속을 거쳐야 한다.
□ 혈액제품 반입
국민의 약품 사용 안전 보장과 에이즈(AIDS)가 중국으로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
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혈액제품은 인혈청단백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품종은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국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반입할 수 없으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물로 반입할 경우
해관은 몰수하여 폐기 처리한다.
반입을 금지하는 혈액제품의 주요품종은 혈장, 혈액응고제，섬유단백원, AIDS병 전파 위험
이 있는 제품(예:농축혈소판) 등 임.
자료원 : 상무부(www.mofcom.gov.cn) 최신 정보, 중국가공무역메뉴얼(kotra, 2005. 10) 및
중국 투자실무가이드(KOTRA, 2007),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등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2007년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2007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조치 총 21건(조사 중 1건 포함)
2007년 들어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품목은 1건이며 조사 중지 1건,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1건, 재심 개시 1건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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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신문용지
폴리에스테르
필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4801.00
반덤핑
4802.61/6910

최종판정

3907.6011
3907.6019
2916.1200
4810.13/
14/19

반덤핑

‘01.8.3

‘05.4.25

반덤핑

‘01.10.10

‘03.4.10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97.12.1

‘99.6.3

반덤핑

‘99.4.16

‘00.8.25

7219.31/32/
33/34/35/90, 반덤핑
7220.20

‘99.6.17

‘00.12.18

3920.6200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00
5506.2000

반덤핑

‘01.8.3

‘03.2.3

PET 칩
아크릴산에스테르
아트지
(동판지)
무수프탈산
(PA)

비고
관세율 :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관세율 : 13~46%‘05.12.28 재심
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부과기간연장(2006.4.8~2010.4.7)
관세율 :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포스코
0%,유니온 3%,HYSCO 12%, 동부
14%, 기타 57%
관세율:4~66%,삼성정밀4%, 기타
28% ‘07.8.15부터 관세 부과 5년
연장
관세율 : 2~48%, 새한,성림 2%,
휴비스 3%, 삼흥 5%, 대한 화섬
33%,기타 48%
‘03.4 확정관세(5~52%)
‘05.4 재심판정(효성 26%)
관세율 : 2~49%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화학 4%, 기타 13%
관세율 : 7~27%‘05.12.13
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관세율 : 6~76%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관세율 : 5~16%
금호p&b 5%, 기타 16%, LG
화학 0%(‘06.9.5)
관세율 : 32~96%
관세율:7~46%,‘07.4.16
옵토매직社.재심진행결정
관세율 : 28~184%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히드라진히드레이트 2825.10.10
2934.99.90
핵산
3824.90.90
ECH
2910.30.00
Epichlorohydrin
5402.49.20
폴리우레탄
5402.69.20

반덤핑

‘03.12.17

‘05.6.17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반덤핑

‘04.12.28

반덤핑

‘05.4.13

02.3.19 '

옥탄올

2905.16.00

조사
중지

‘05.9.15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 06.8.30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조사중

‘07.3.9

03.9.9

고합
재심

석유

한국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
석유화학4.0%기타한국기업71.5%
효성 0%, 동국무역 2.86%,태광
‘06.10.13
산업2.31%,기타 한국기업 61.00%
‘06.9.15.조사6개월연장발표
‘07.1.31
조사중지 발표(‘07.1.31)
금호P&B 5.8% LG석유화학 6.4%
‘07.8.29
기타 한국기업 37.1%
‘06.6.28

자료 :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공평무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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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31일, 옥탄올 반덤핑조사 중지
2005년 7월 15일 중국 石油化工有限公司(齊魯分公司) 등의 제소로 한국·사우디 아라 비아
․일본․EU․인니산 옥탄올(HS 2905.16.00)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또한,
2006년 9월 15일에는 조사기간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상무부는 2007년 1월 31일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일본․EU․인니산 수입 옥탄올로
인해 중국산업의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며 조사 중지를 발표했다.
2) 3월 21일, 비스페놀 A 반덤핑 예비판정
중국 藍星化工新材料有限公司 등의 제소로 2006년 8월 30일부터 조사 개시된 일본
·한국·싱가포르·대만산 비스페놀-A(HS 2907.2300)에 대해 3월 21일 반덤핑 예비 판정
받았다. 3월 22일부터 금호P&B와 LG석유화학의 비스페놀-A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는
중국 세관에 각각 6.9%와 7.9%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기타 한국회사 제품은 37.1%).
중국은 현재 비스페놀-A 자급률이 30% 수준이므로 반덤핑 예비판정의 의도는 수입 자체를
막는데 있다기 보다는 자국 생산업계에 가격경쟁력을 키워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이 상위 5대 비스페놀-A 수입 대상국(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싱가
포르)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지역) 모두를 타깃으로 삼은 데서 잘 알 수 있다.
각국 기업들의 보증금 납부율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우리 기업들만의 심각한 피해는
없으나 향후 최종 반덤핑 판정 시에는 적극 응소할 움직임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덤핑조사는 2005.4.1~2006.3.31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피해조사는 2003.1.1~ 2006.3.31
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30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
3) 4월 16일, 광섬유 재심 개시
중국 상무부는 2005년 1월 1일 부 미국, 일본, 한국산 수입 광섬유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정과 관련, 한국 옵토매직 사의 재심 요청을 수용했다. 동 사는 반덤핑 조치 이후 자사
제품의 정상가격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 중국 수출제품의 덤핑 폭이 낮아졌다며 상무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4) 8월 14일, 이염화메탄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발표
2007년

8월

14일

상무부는

영국․미국․네덜란드․독일․한국산

수입

이염화메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동년 8월 15일부터 5년 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 8월 29일, 비스페놀A, 반덤핑 최종 판정
3월 21일 예비판정에 이어 8월 29일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은 일본
․한국․싱가포르․대만 등이다(한국은 5.8%, 6.4%, 기타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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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수입규제 전망
1) 반덤핑은 정책 기조 유지 예상
향후 중국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곧 반덤핑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재고 누적, 기업마진폭 축소
등의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규제는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기업 마진 폭 축소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제품 간 가격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에게 가격경쟁력 상실
이라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반덤핑 정책은 자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되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2006년
10%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들어 20% 선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경우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여 온 중국의 대한
반덤핑 공세가 다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2) 화공, 철강 등 반덤핑규제 우려 여전
중국이 지난 1997년 이후 2006년까지 내놓은 총 47건의 반덤핑 조치 가운데 32건이 화공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중국의 대한 반덤핑 조치 21건(조사 중 1건
포함) 가운데 12건(54.5%)이 화공제품이다. 화공제품은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동시에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으로서는 자국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포석도 두고 있어
규제 가능성이 여전하다. 철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되는 부분은 많지 않으나
중국 내 생산업체가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도 수출물량 조절에 나서고 있어
중저급품의 경우 수출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다. 업계 반응 및 제기(건의) 사항
1) 업계 반응
현재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삼성정밀화학, LG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의 중국 현지법인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별다른 애로 사항은 없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우리 기업 들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대외적으로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제기(건의) 사항
최근 중국 시장 내 가격변동 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조치
발효 후 관련 상품의 정상가격이 인하된 경우 해당 기업 의견을 수렴해 즉시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망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로 평균
관세율이 10%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가공무역정책 변경 등 최근 통상정책의 변화로 인해
업계가 어려워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변경된 정책 내용 그 자체 못지않게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문제점이 있어 향후 중국 정부가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기간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통상관계 제도 변화는 중문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공고하기를 요망한다. 양국은 양국 기업
간

수출입

교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6년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활용도가 높지 않은 만큼 향후
표준계약서

홍보에

힘써주기

요망한다.

한국은

KOTRA가

주도적으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했으나 중국에서는 대업계 홍보
노력이 미미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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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제도
세계해관기구의 ‘상품명칭 및 코드 조정제도’의 개편과 중국의 산업세수정책 및 수출입
관리수요의 변화로 기존의 수출입 코드 중 1,600개(HS코드 8단위 기준)를 조정하여 2007
년 현재 중국의 수출입 총 세목은 7,646개에 달한다.
가. 수입관세율 조정
중국 수입 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잠정최혜국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품목에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입관세율 : 2007년 9.8%로 인하
중국은 WTO가입 양허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1월1일부터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조정한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로 HS 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다시 인하했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 9.8%로 5.5%p인하됐다. 그러나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다.
수입관세율 변경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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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해관총서(이하 동일)
현 중국의 관세 수준은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3.9%)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 일부 농산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했으며, 2008년에도
화공제품과 세목수가 많지 않은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관세인하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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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혜국세율: 44개 세목 제한적 관세인하 실시(세부목록 별첨)
2006년 소형 승용차(25%↓) 등 143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관세율이 인하된 이래 2007년
딸기, 폴리에틸렌, 기초화장품 등 44개 품목에 한해 최혜국세율을 인하됐다. 기타 세목은
2006년 최혜국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들 평균 수입관세율도 2006년 10.37%에서
2007년에는 9.21%로 1.16%p가 인하됐다.
특히, 폴리프로필렌(HS39021000)은 9.7%에서 06년 8.6%로 인하됐고, 07년 7.6%으로
재차 인하됐다. 또한 기초 화장품류(HS33049900) 역시 종전의 16%에서 06년 12.8%로
인하, 07년 9.7%로 재인하됐다.
3) 잠정 최혜국 세율: 2007년 6월 일용품, 핵심부품 등 209개 제품 적용
잠정수입관세율은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부분 생산 설비와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209개 세목에 대해 수입세율 인하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정
으로 수입관세율이 기존보다 최소 1%p, 최대 16%p까지 인하된다. 중국은 2006년 11월
1일부로 58개 세목에 대해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2007 1월 1일부로 석탄, 석재
등 자원류를 포함한 총 309개 세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 한
바 있다.
2007 년 6 월 1 일부로 실행하는 품목 가운데 석탄, 코르크, 연유 등 자원성 제품 수입
잠정세율을 0~3%로 조정했고, 용적용펌프, 미캐니컬 Seal, 베어링, 밸브용부품, 에어컨 과
냉장고용 압축기 및 그 부품과 공정기계부품, 카메라부품, TV 부품, 카메라 일체형렌즈 등
핵심부품 수입잠정세율을 2~6%로 낮추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 영아 식품, 주방 취사
도구, 식기, 식품가공기계, 시력교정렌즈 등 일용품과 건자재, 장식용 도자기, 가전 기기에
대해 종전보다 낮은 6~17%의 잠정수입세율을 적용했다.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본 209개 세목에는 2007년 1월1일부로 적용되던 품목 중
일부의 자원성 제품 등 13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11개 품목은 세율변동이 있었으나, 2개
품목의 세율변동은 없다.
4) 수입관세쿼터관리제도: 소맥 등 45개 세목 적용(세부목록 별첨)
2007년 1월 1일부로 소맥, 옥수수, 벼와 쌀, 당, 양모, 털실류(woolen yarn, 방모사), 면화
등 농산품과 요소, 제이인산암모늄 (Ammonium Phosphate, Dibasic, 인산이암모늄) 및
복합비료 등 총 8개 종류 45개 세목(HS 8단위)에 대해서는 최혜국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
인 1-15%의 쿼터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중 화학비료의 쿼터내 수입세율은 종전대로 1%이며 쿼터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50%로
세율이 크게 상승했다. 면화는 쿼터 내에서는 1%에 불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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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량세 및 복합관세: 냉동닭과 맥주 등 55개 품목 적용
냉동 닭과 맥주 등 55개 품목은 2007년(2006과 동일)에도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천연고무 수입시에는 선택세를 적용하며 20%의 종가세와 톤당 2,600위앤의 종량
세 중 낮은 세액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관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낸다. 평균 수입가격
변화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부분 조정된다.
6) 수입관세 인상 : 2007년 개인휴대 또는 우편반입 사치품 수입관세 대폭 인상
중국은 소비세 조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휴대 또는 중국내 우편반입된 골프공
과 골프채,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
에서 50%로 크게 인상했다.
2007년 개인휴대 우편반입화물 수입관세율
세번

물품명

세율(%)

책, 간행물, 교육전용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원본, 비디오테이프, 금,
1

은 및 금과 은으로 만든 제품, 식품, 음료, 세번 2,3,4 및 각주에

10

포함되지 않은 기타상품
2

방직품, 픽업카메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전기용구, 카메라,
자전거, 손목시계, 시계(부품포함)

20

3

골프공 및 도구, 고급손목시계

30

4

담배, 술, 화장품

50

주1 : 피임용품과 피임약의 경우, 해관이 규정한 개인사용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해관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물품수입절차에 근거해 수입통관 및 검역을 실시함
주2 : 상술한 고급손목시계는 납세후 가격이 1만 위앤 이상인 제품을 가리킴
7) 협정세율 : 원산지가 한국 등 52개국 수입품 적용
2007년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홍콩, 마카오,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52개 국가(지역)의 수입제품에 대해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칠레가 원산지인 수입제품 총 6781개 품목과 파키스탄이 원산지인 2190개
품목, 아세안 10국이 원산지인 537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 이하의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인 한국, 인도, 스리랑카와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일부
제품을 포함, 1673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165개 품목을 별도로 지정,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CEPA협정에 따라
홍콩이 원산지인 1,449개 품목과 마카오가 원산지인 648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앙골라 등 아프리카 28개국이 원산지인 수입품 20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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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비제조업관련 수입우대혜택 실시
2007 년 1 월 중국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4 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통지’(關于落實國務院加快振興裝備製造業的若干意見有關進口稅收政策的通知)(재관세 2007 년
11 호)의 후속조치로 일부 장비에 대한 수입우대 정책이 2007 년 연이어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무역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해 2006 년 말 수출제한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2007 년
부터는 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등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이 수출 진흥에서
수입확대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장비제조업 수입세수정책은 대형 청결 고효율성 발전설비, 대형시공기계, 신형 방직기계 등
16 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당분야의 설비개발과 생산을 위해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
하거나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선납부,
후환급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2007 년 7 월 17 일 ‘국내기업이 고속 에어제트식 편직기와 자동 보빈
와인더 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일부 핵심부품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에 관한 관련
집행문제’(關於對國內企業爲開發、制造高速噴氣織機和自動絡筒機進口部分關鍵零部件繳納進
口關税和進口環節增値税有關執行問題)를 발표했다. 2007 년 1 월 1 일 이후 수입된 자동보빈
와인더 핵심부품 4 종에 대해 잠정수입세율 3%가 적용되며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는 수입
후 환급을 받는다.
방직기계 부품에 대한 수입세수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부에 에어제트직기 연
판매액이 100 대 이상이거나 자동보빈와인더 판매액이 연간 50 대 이상이라는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제품도 고속 에어제트직기의 경우 입유율이 분당 1500m 이상이고 자동보빈외인더의
경우와 인딩속도가 분당 1800m 이상일 경우로 국한된다. 수입세율이 6% 또는 8%인 에어
제트직기 6 종 핵심부품에 대해 세수우대혜택이 적용되며 중국정부는 향후 기업 신청 현황,
실시효과, 국내 장비조립능력 등을 고려해 환급대상 품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 환급대상 자동 보빈 와인더 부품
상품명

기술규격

HS CODE

수입관세율

수입증치세율

전자 실 결점 제거기

모든 규격

84483920

6%(잠정세율 3%)

17%

에어스플라이서

모든 규격

84483930

6%(잠정세율 3%)

17%

머신스플라이서

모든 규격

ex84483990

6%(잠정세율 3%)

17%

홈붙이 드럼

모든 규격

ex84483990

6%(잠정세율 3%)

17%

주 : ex 는 이 HS CODE 가 여러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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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 환급대상 에어 제트식 직기 부품
상품명

기술규격

HS CODE

수입관세율

수입증치세율

전자도비기

회전속도지표 : 650 회/분이상

ex84481100

8%
(잠점세율 4%)

17%

시딩 캠 장치

회전속도지표 : 650 회/분이상

ex84481100

8%

17%

전자자카드기

회전속도지표 : 650 회/분이상

ex84481100

8%
(잠점세율 4%)

17%

종광프레임

모든 규격

ex84484200

6%

17%

철제바디

모든 규격

ex84484200

6%

17%

종사

철강편의 것

ex84484200

6%

17%

주 : ex 는 이 HS CODE 가 여러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함.
이외에도 재정부는 2007 년 8 월 22 일 ‘대형 전단면 터널 굴진기 부속품의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財政部關于大型全斷面隧道掘進機零部件進口稅收政策的通知)(재관세

2007

년

63 호)를 발표했다. 2007 년 1 월 1 일 이후 중국내 기업이 대형 전단면 터널 굴진기를 생산
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부 핵심부속품의 관세와 수입증치세에 대해 선납부, 후환급이 가능
하다.
환급대상은 전단면 터널 굴진기 커터헤드의 직경 ≥5m 인 경우로 지압 평형식 굴진기,
경암굴진기(TBM), 탁수평형식 굴진기와 복합굴진기등 4 개 종류이다.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세수혜택을 신청하기

대형 전단면 굴진 설계 시험제작에 종사할수

있는 능력과 R

&D 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완제품 생산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주문서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2007년 수출관세율 조정
1) 수출관세 조정 : 총 142개 세목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1982년부터 농산물,
광산물등 일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제한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에도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로 총 174개 잠정수출관세 품목이 적용된
이래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일부
제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총 142개 세목의 수출관세가 조정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수출관세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로 조정된다. 품목별로는 스트레이트탄소강선재, 판재, 형재 등 올해 4월 15일부로
시행된 83개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에 대해 5~10%의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고 2006년 11월
1일부로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됐던 강편, 강괴, 생철 등 철강초급제품의 수출관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70여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대폭 하락하는 수출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흑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88

kotra 국가정보
2)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 총 2천여 개 품목(세부목록 별첨)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 월 19 일 일부 제품의 수출증치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財政部國家稅務總局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率的通知)(財稅 2007 년 90 호)를 공식 발표

했다. 이번 조치는 2007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 없이 10 여 일간의 대외 발표
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 수출억제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불균형을 경감하는
한편,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이번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 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땅콩, 유화, 조식
판, 인화세표, 우표 등 기존 수출증치세환급이 적용되던 11 개 제품은 이번조치로 면세로
전환됐다.
이번에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멸종위기
동식물과 식물,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비료
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산품, 피혁, 일부
나무판과 일회용 목제품, 일반 용접튜브제품, 비합금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품과 구역을 나눈 선박, 비기동선박 등 687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됐다.
이외에도 2000 여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가 5%, 9%, 11%로 하향조정됐으며, 대표적으로는
식물유, 일부 화학품, 플라스틱재료, 고무, 가방, 기타 피혁 및 피혁제품, 제지품, 의류,
우산, 유리, 도자기, 진주, 보석, 귀금속이 해당된다.
품목별로는 일부 철강제품과 기타 저가금속과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5%로 낮아지고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판 등 공작기계 제품의 환급률은
11%로,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은 9%로 하향 조정됐다. 가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1% 또는 9%로, 시계,
완구는 11%, 일부 목제품의 환급률은 5%, 비스코스 섬유의 환급률도 5%로 하향조정 됐다.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정부도 2010 년까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중장기목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나 잠정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금지, 제한류 확대와 같은 강력억제책이 앞으
로도 몇 해에 거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3) 2007 년 수출증치세 환급인하에 대한 보충통지 발표
중국은 7 월 10 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하는데 관한
보충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率的補充通知)(財稅 2007 년 97 호)
를 발표해 발표 당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 6 월 19 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
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시키는데 관한 통지’(財稅 2007 년 90 호)를 발표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개별상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장기 외국
도급 프로젝트 계약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에 대한 집행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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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보충통지는 90 호 문건 1 조 1 항에 근거해 HS Code 2932999091(기타 멸종
위기식물에서 채취한 산소헤테로원자를 함유한 헤테로고리화합물), 3922200010 (멸종
위기동물성분을 함유한 플라스틱 변기시트), 4412101911(커버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목박판인 합판)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취소했다.
또한, 90 호 규정 1 조 2 항의 소금 으로 표기된 제품의 HS Code 를 25010011, 25010019
와 25010020 으로 명시했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9%로 인하된 품목 중 일부 제품의 HS
Code 를 조정해 회전로(HS Code 8417.8030, 84179010), 코크스로(84178010, 84179020),
스테이플러 (84729022)로 명시 하면서 일부 품목의 HS Code 를 구체화했다.
90 호 공고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3%로 인하됐던 HS Code 2906 제품 중 29061100,
29061990 제외한 환식 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유도체, 니트로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등은 이번에 5%로 추가 인하됐다.
또한, HS Code 3901-3926 에 해당하는 품목명칭을 ‘HS Code 3909301000 을 제외한
제 39 장 해당 품목’으로 조정됐다. 90 호 공고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인하품목에 포함됐으나
인하율이 명시되지 않았던 HS Code 85444219(액정전압≤80 볼트인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
절연도체) 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이번 ‘보충통지’에서 9%로 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 및 건자재 범위 명시한 것이다. 보충통지에
따르면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는 공사건설주기가 1 년이상인 대외도급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는 HS Code 제 84 장과 85 장, 87 장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건자재 해당품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기 대외도급 프로젝트 관련 건자재 범위

- HS Code 제 25 장의 2523 에 해당하는 시멘트
- 제 44 장에 해당하는 목재, 마루, 문과 창문 등 건축용목공제품
- 제 39 장의 3917-3918 에 해당하는 플라스틱관과 플라스틱벽 피복제 등
- 제 68 장에 해당하는 석재, 시멘트제품, 석면제품
- 재 69 장에 해당하는 타일, 선도 파이프, 기와, 도자기 위생용구 등
- 제 73 장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 제 76 장절의 7604-7605 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형재, 알루미늄선

중국 주재 외국대(영)사관 및 외교대표가 중국제품이나 노무를 구매한 경우, 외국계 기업이
증치세 환급조건에 적합한 중국산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중국기업이 외국정부와 국제금융
기구의 대출을 받아 국제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기전제품이나 외국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중국기업에 하청한 기전제품의 경우 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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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관련 리스트
2007 년 수입상품 최혜국세율 인하리스트 (44 개 품목)

HS Code

상품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5
36
37
38
39
40
41
42
43

08101000
08129000
22060000
29173611
29173619
32041100
32041200
32041600
33049900
33051000
38255500
39011000
39012000
39021000
39022000
39023010
39023090
39029000
39031100
39031900
39033000
39039000
39041000
39042100
39042200
39045000
39071010
39071090
39072000
39073000
39076011
39076019
39079100
39081011
39081019
39095000
39151000
39152000
39153000
39159010
39159090
39173900
39204300

44

39204900

신선 딸기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기타 발효주
테레프탈산
기타 테레프탈산
분산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반응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제품
기초 화장품 제품류
샴푸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폴리에틸렌 (비중 0.94 미만 )
폴리에틸렌 (비중 0.94 이상 )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기타 프로필렌 공중합체
기타 프로필렌
발포성의 폴리스티렌
기타의 폴리스티렌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 (ABS)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기타 염화비닐수지(가소화하지 않은 것)
기타 염화비닐수지 (가소화 한 것 )
염화비닐리덴중합체
아세탈수지
기타 아세탈수지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 페닐렌 옥사이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이트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이트
기타 폴리에스테르 (불포화의 것 )
폴리아미드 -6.6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에틸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스티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염화비닐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프로필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기타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기타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제품
전체 중량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 중에서 전 중량의 6%미만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평균

'06 년
최혜국
세율(%)

'07 년
최혜국
세율(%)

19.8
28.6
49.1
8.6
8.6
7.7
7.7
7.7
12.8
10.6
10.0
9.1
9.1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8.6

18.4
27.7
46.8
7.6
7.6
7.1
7.1
7.1
9.7
8.6
6.5
7.8
7.8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9.0

7.6

10.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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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의 수입관세쿼터관리 적용품목 리스트(45개 세목)

품목

HS 코드(10단위)

화학

(인산이암모늄)

비료

31052000

31053000
1

(복합비료)
31021000(요소)

수입세율

수입세율

(쿼터내)

(쿼터외)

1%

50%

28.7만톤

1%

38%

8만톤

3%

38%

15%

50%

관세쿼터 배정량(만톤)
690만톤
345만톤
330만톤

51011100
51011900
2

양모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3

방모사

51051000

(Carded

51052100

Wool)

51052900
17011100
17011200

4

식용설탕

17019100

194.5만톤

17019910

(국영무역비중: 70%)

17019920
17019990
5

밀(小麥)

10011000

963.6만톤

10019010

(국영무역비중: 90%)

1%

65%

10019090
6

옥수수

10051000

720만톤

10059000

(국영무역비중: 60%)

1%

20%
65%

10061011
10061019
10061091
10061099
7

쌀

10062010

532만톤

10062090

(국영무역비중: 50%)

1%

65%

10063010
10063090
10064010
10064090
8

면화

52010000

89.4만톤

52030000

(국영무역비중: 33%)

1%

6%40%

중국-92

kotra 국가정보

7 월 1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리스트
품 목

연번
1

식물유

2

일부 화학품

3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천연고무 및 그제품
가방, 트렁크

4
기타 피혁모피 제품
5

종이제품

6

복장

7

신발, 모자, 우산, 깃털 제품 등

8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

9

10

11

* 재정부, 세무총국 해양 공정구조물 수출증치세 환급
시행에관한통지’(財政部國家税務總局關於海洋工程結構
物增値税實行退税的通知)에 규정된 중국 내 판매
해양공정 구조물은 기존의 환급률을 적용함.
기타 싼 금속 및 그 제품
*취소되거나 이번에 수출 증치세 환급이 취소된 제품
및 알루미늄박,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 등 제외

조정 내용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
또는 9%로 하향 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반 등

수출증치세환급률 11%로
하향조정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
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9%
13
시계, 장난감과 기타 잡다한 제품 등
또는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14
일부 목제품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15
비스코스 섬유
하향조정
주: 중국정부는 기자간담회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을 553 개, 인하품목을 2268 개,
12

가구

면세 전환품 목을 10 개로 발표했으나 첨부의 세부품목별 리스트 숫자와 차이가 있음. 상기
정보는 세부품목별 리스트에 의거, 작성했으며 환급률 인하품목의 경우 HS Code 와
수출입세칙의 전체장을 포함한 내용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대상품목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자료원 : 해관총서, 관세청, 무역협회, 07년 최신보도, 무역관 자체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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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인증제도
58개 업종별로 강제성 또는 권고성 표준지침을 요구하는 국가표준은 2002년 이후 매년
1370건 꼴로 나왔고 2006년 한해만도 1950건이 수정 또는 제정됐고 올해는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전기전자제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중국 수출과 현지 생산 등이 금지되고 있다. 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
규정 등에 있어 자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표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
하다.
가. 현안: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簽審核制度的公告)’를 2007년 4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
갔다.
중국은 2002년 11월부터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수출입 식품라벨 심사증서
(進出口食品標簽審核證書)’와 ‘수출입 화장품라벨 심사증서 (進出口化粧品 標簽審 核證書)를
실시한바 있다. 이후 2004년 9월 질검총국은 ‘수출입식품 라벨심사 업무규정 (進出口食品
標簽審核操作規程)’과‘수출입화장품라벨심사업무규정(進出口食品標簽審核操作規程)를

신규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이 지정한 기관이 식품과 화장품 라벨검사 신청을
접수하고 질검총국이 검사와 허가를 담당하는 등 신청과 검사가 이원화돼 있어 라벨검사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행 절차가 번거로워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1) 新 공고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공고에 따라, 올 4월 1일부터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됐다. 식품 및 화장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게 된다.
공고는 4월 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이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
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簽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 (中華人民共和 國預包裝
食品標簽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
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簽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簽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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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월 1일 이전에 획득한 라벨증서는 공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라벨 증서
가 신규 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5월 1일까지 증서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
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질검총국 식품·화장품 라벨심사판공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해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구

분

식품상표통용표준(食品標簽通用標準)

GB 7718-1994

특수영향식품상표(特殊榮養食品標簽)

GB 13432-1992

음료주상표표준(飮料酒標簽標準)

GB 10344-1989

보건(기능)식품(保健(功能)食品)

GB 16740-1997

식품첨가제사용위생표준(食品添加劑使用衛生標準)

GB 2760-1996

스포츠음료(運動飮料)

GB 15266-2000

통조림식품 분류(罐頭食品分類)

GB 10784-1989

소프트드링크 분류(軟飮料的分類)

GB 10789-1996

맥주

GB 4927-2001

소비품사용설명,장품상표통용표준(消費品使用說明化粧品標簽通用標準) GB 5296.3-1995
화장품위생표준(化粧品衛生標準)

GB 7916-87

자료원: 國家質檢總局
나. 현안: 강제인증제도(CCC) 실시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 제도로써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
되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국무원이 강제 인증
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했다.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
조례》에 기초하여 ① 검사대상 리스트 ② 기술관련 법규 ③ 마크 ④ 비용 등을 일원화
한다는 목표 아래 제정하여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했다.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강제인증품목에 해당
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1) 강제인증제도(CCC)시행의 의미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자국 내 소비자와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로써, 그 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기관이 산재돼 있고 게다가 과다한 비용
과 검사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중국-95

kotra 국가정보

따라서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CCC제도를 마련, 검사
대상 상품 19류 132종에 대한 리스트를 확정했다. 중국은 종래 104개에 달하는 국산품에
대해 상품안전인증을, 107종의 수입제품에 대해 안전품질허가증제도를, 76종 수입제품에
대해 품질허가증제도를 실시했으나(총 138개) CCC 리스트에서는 의료용 초음파 진단
치료설비 등 16종을 제외하고 건축 안전용 유리 등 10종을 추가했다.(최종 132개 품목) 신규 추가된 품목들은 과거 CCEE(장성마크), CCIB(안전품질검사) 대상품목은 아니 었지만
계획생육위원회 (計劃生育委員會) 및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國家質量監 督檢 驗檢疫總局)
등의 별도 관리를 받아온 품목들이다.
CCC 시행에 따라 종래 각 기관별로 시행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국가 인증인가 감독
관리위원회로 단일화됐다. 과거 중국산(내수용)은 품질기술감독국에서, 수출입 제품은 출입
국검사국(出入境檢驗檢査局)에서 관리했으나 CCC의 실시에 따라 관리기관 이 국무원 직속
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로

일원화되고

수입뿐만

아니라 자국 산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시행시기
2003년 5월 1일부터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은 반드시 강제상품인증서를 보유하고
CCC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가 가능. 다만,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국내 제품
(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와 병행 시행하고 있다.
3) 대상품목
2006년 7월 말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전동공구, 의료기기, 완구류, 소방설비,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으로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주요품목과 품목별 강제인증 시행일지

분류
가정용 인테리어 제품
(Home decor products)
안전보호장비

세부 품목

(Automotive Accessories)

감지기, 방범경보기, 차량도난방지기,

주행기록계, 연료탱크, 백미러 등12개 품목

완구류

어린이용 자동차(자전거 등 포함),

(Toy Products)

플라스틱 완구, 금속완구 등 6개 품목

농업용 기계
(Agricultural Machnines)

적용시기

목재용도료,타일,콘크리트혼합물 등 3개 품목 2005.8.1 부터

(Safety protection proucts) 금고도난방지기 등 4개 품목
자동차 부품

강제인증

농업용 트택터 등 2개 품목

2005.10.1 부터
2006.12.1 부터
2007.6.1 부터
2008.5.1 부터

자료원: www.cqc.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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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안: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 실시
1) China RoHS 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한다.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辦法,
이하 ‘관리방법’)』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신식산업부 (信息産
業部), 상무부(商務部), 해관총서(海關總署),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國家工商 行政管理總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국가환경 보호총국 (國家環境 保護
總局)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2006년 2월 28일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부 시행키로
결정 하였다.
RoHS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ment)의 약어로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 1일부터
EU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이다.
6대 유해물질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을 말하는 것으로 동 지침은 2003년 2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구분

China RoHS

EU RoHS

시행시점

2007년 3월 1일
2006년 7월 1일
생산자는 2007년 3월 1일부로 제품 라벨링 의무 적용대상 제품은 지침 해
시행시점에
규정이 있음
당규정에 적합해야하며,
요구되는 사항 유해물질 제한 및 강제인증 이행시기는 내년 3월 불이행시 법적 제재조치
이후 늦춰질 것으로 예상
대상이 됨
의무이행 주체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생산자
기업의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관
수입통관시 적합성증명을 위한 시험분석 실시. 리하고 EU시장에내놓음
적합성
중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재수출되는 부품 으로써 적합함을 증명
증명절차
및 완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음
(자체선언방식).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때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6대 유해물질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6대유해물질(납,카드뮴,
제한유해물질
(규제대상 세부 유해물질 목록은 따로 규정할예정) 수은,6가크롬,PBB,PBDE)
있음. 특정용도에 대해
RoHS예외사항 없음. 향후 해당사항 반영 예상
적용 예외 인정
제조원산지, 유해물질명 및 함유량, 포장물 원료
목록,제품의환경보호사용기한(유해물질이 누출되기
라벨링 규정
없음
전까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
상당히 광범위한 라벨링 의무사항 규정
법규개정 검토 매년
4년 마다
자료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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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목적 및 시행 배경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회수 처리와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로 활용하여 ‘오염방지와
예방우선’ 이라는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 연구 개발과 설계, 생산, 판매, 수입에서부터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대체 및 감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폐기 전자정보제품의 회수, 해체, 처리와 재이용에 대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생산자
로 하여금 ‘오염자 부담’ 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를 업종 관리와 법제화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됨. 전자정보제품 오염
통제 업무는 하나의 장기적인 정책으로써, 업종관리라는 것과 동시에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중국 신식산업부 일상 행정업무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 이는 관련 정책 실시를 위한 조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규범화와 규제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구체적 집행을 시행하는 행정관 감독책임 부서에게는
법적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대체화 또는 감량화를 통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실현 수단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의 통제는 두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있다.
ㅇ 먼저, 폐 가전제품 중의 유해물질의 환경에 대한 오염요소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고,
ㅇ 둘째, 전자정보제품의 원․부자재 재활용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 총량 증가 통제와 자원
절약 등 유해물질의 대체 및 감량화를 통한 두가지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
아울러, China RoHS 시행은 중국이 국내 환경의 개선과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EU의 조치에 대해 중국기업의 적극적 적응을 유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EU는 중국 가전수출 시장의 1/4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어 EU의 WEEE와 RoHS 지침은 중국의 가전제품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하며, 기업의 관련 생산비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관련 지침 시행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동시에 몇 년동안 관련 법규작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중국 역시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유해물질 제한관련 규정'과

'강제인증 실시 규정'을 제외한 기준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China RoHS가 비록’관리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방법'에는 전자 정보제품
오염에 대한 다른 관리법규도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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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hina RoHS는 상술한 ‘관리방법’ 외에 『전자정보제품중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치에
관한 요구(電子信息産品中有害物質的限量要求, 이하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요구(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標識要求, 이하 ‘오염통제 라벨요구’)』,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 측정방법(電子信息産品有毒有害物質的檢測方法, 이하 ‘유해
물질측정방법’)』,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 (電子信息産品汚 染控制重點管
理目錄, 이하 ‘중점관리목록’)』과 아연의 함량과 요구 등에 관한 8가지 법규가 포함됐다.
<표1> ‘관리방법’의 주요 기준안 제정 현황
구 분

오염통제라벨요구

유해물질사용
제한치 요구

유해물질측정방법

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납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 또는
(Pb), 수은(Hg), 카드 뮴(Cd), 6 가
원소의 명칭, 함유량, 환경보호 전자정보제품 중
주요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사용기한, 회수 이용 여부 및 포 유해 물질 최대
내용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 DE)
장재 명칭 등 라벨 부착에 관 한허 용 농도 규정
등 6 대 사용 제한 유해 물질에 대
규정
한 측정방법 규정
주요
전자정보제품
중점관리목록
전자정보제품
대상
기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06.8.22 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06. 9.5 일
현재
‘중국전자공업표준화기술
협회’
현재 ’중국전자공업표준화기술협회‘
(안)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유료 회원 좌동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유료회원들의
제정 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있음.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조만간 공표
예정
현황 조만간 공표 예정
3) China RoHS 실시 적용 품목
□ 1차 라벨링 및 정보공개 대상 ☞ 전자정보제품
China RoHS는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우선 내년 3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용 대상 전자정보제품은 중국의 신식산업부 ‘통계전자산업경제지표소’가 활용하는
‘전자정보산업업종분류표(電子信息産業分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1종(1,400여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된다.
ㅇ 전자레이더 제품
ㅇ 통신설비 제품
ㅇ 라디오 TV 설비업종 제품
ㅇ 컴퓨터 관련 제품
ㅇ 가정용 전자제품
ㅇ 전자측량․계측기제품
ㅇ 전자공업 전용 설비제품
ㅇ 전자조립부품(元件)
ㅇ 전자 핵심부품 업종(器件)
ㅇ 전자응용제품
ㅇ 전자 전용재료제품 등
이 외에 상기 세부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자정보산업 업종분류표’가 전자정보제품 해석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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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리방법’이 2007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기 제품류를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

수입자는 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 라벨링을 해야 하며 제품의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동 내용을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설명서에다 기재해야 한다.
□ 2차 유해물질 제한규정 및 강제인증 대상
‘관리방법’ 제18조 에서는 중국 신식산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공동
으로’중점관리목록‘을 별도로 제정하고 실제 상황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년

조정키로 규정하고 있다. ‘중점관리목록’은 전자정보제품 종류,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종류 및 사용제한 기한 등이 명시된다. 그러나 현재 ‘중점관리목록’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종류 등도 내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가 시장에 출시되는 ‘중점관리
목록’에 강제인증(CCC)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CCC도’중점관리목록‘ 제정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수출입검사기구 (出入境檢 驗檢
疫機構)가 법에 따라 도착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세관은 수출입검사 기구가 발급 한
수입화물통관서(入境貨物通關單)에 따라 반입을 허가한다.
4)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및 의무 준수사항
□ 대상 범위
중국 역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출
제품 생산행위는 제외된다.
구

분

China RoHS 적용 여부

제품, 부품 수입시

적용

부품 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 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출시

미적용

부품 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 수출

미적용

□ 대상자별 ‘관리방법’ 의 의무 준수 사항
ㅇ 전자정보제품 설계자(관리방법 제9조)
전자제품 설계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법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무독․무해 또는 해독이 적고 쉽게
분해되어 회수 재활용에 편리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ㅇ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 (관리방법 제10조~제14조)
□ 제품 생산 및 제조시 준수사항
전자정보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시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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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보호 사용기한 명시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결정함.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 부피 및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 에 기재해야
한다.
표시 양식 및 방식은 신식산업부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통일화시켜 규정하며, 표시 샘플 및
방식은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및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라벨링 준수
생산자,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에 관한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이 기재돼야 한다.
제품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라벨 양식 및 방식은 중국 신식산업부와 국무원 유관기관이 합의하여 규정하며, 전자정보
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전자정보제품 포장재 제작 및 사용시 반드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무독․무해 및 분해가 용이하고 회수 재활
용에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에 포장재 재료명을 표기해야 하며 부피 및 표면 제한으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판매자(관리방법 제15조)
전자정보제품의 판매자는 반드시 제품 수입 루트를 엄격히 관리하며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업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
해서는 안된다.
<표2> 대상자 별 의무 준수 사항
구

분

유해물질 또는 원소 통제에 관한 국가표준 및
업종 표준에 부합
자원 이용 효율이 높고 회수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 환경보호에 유리한 기술 공법 채택
환경 보호 사용기한 명시
라벨 부착
포장물에 포장물 재료 명칭 표기
전자정보제품 수입 루트 엄격 관리
주 :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에서 발췌 정리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有

有

有

有

有

無

無
無
無
無

有
有
有
無

無
無
無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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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및 정보 공개
ㅇ 관련 기준(안) 공표
중국 신식산업부는 최근『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 라벨 요구(中國信息産品汚染控制標識要求,
이하 ‘오염통제 라벨요구’)』기준을 제정, 현재 전문가 의견을 거쳐 ‘06. 8.22일에 중국전자
공업표준화기술협회(www.cesa.cn) 홈페이지에 최종안을 공시했다.
이는 ‘관리방법’의 하위 법령 성격의 세부규정으로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명칭, 소재 부품 및 재활용 여부 등 라벨 부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사용과정 및 폐기후 분해처리 과정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정보제품 라벨 관리를 한층 규범함으로써
전자정보제품이 환경보호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본 기준에서는 모든 전자정보제품 중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환경보호 사용기한, 회수이용 가능 여부 및 포장재의 명칭에 관한 라벨링 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ㅇ 라벨링 원칙
‘오염통제 라벨요구’ 기준에 따라 중국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오염통제
라벨’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부피 또는 기능상의 제한으로 인해 라벨을 직접 제품
표면에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품 설명서에 기재한다. 라벨은 명확해야 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함. 아울러 퇴색하지 않고 전자정보제품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라벨 샘플은 선명한 색상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중 몰딩은 제품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제품색상과 라벨색상이 거의 같아 선명하지 않거나,
라벨 색상이 전체 미관에 영향을 끼칠 경우, 다른 선명하고 뚜렷한 색상을 적당히 선택할
수 있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규격의 라벨을
선택해야하며 규격은 5 x 5m㎡보다 커야 한다.
도형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아야 한다. 숫자의 높이 및 원 내외직경의 비율은 5:8: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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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의 라벨 방식을 선택할 경우는 몰딩, 분무 도포, 부착, 인쇄 등 방법으로 라벨을
직접 정보전자제품의 표면에 부착하거나 제품 설명서에 라벨 내용을 기재한다.
<그림2>의 라벨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제품의 최대 표면 면적이 5x(10의 3제곱)m㎡ 보다
크거나 같고 형태가 규칙적이면 몰딩, 분무도포, 부착, 인쇄 등의 방법으로 라벨을 전자정보
제품의 표면에 부착하고, 제품의 최대표면 면적이 5x(10의 3제곱)mm3 보다 작거나 형태가
불규칙적이면 제품에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을 직접 부착하지 않고 제품 설명서에
표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은 전자정보제품의 정면, 기능 버튼의 측면 또는 후면 등
선명한 위치에 부착하며 제품 기능 또는 외형 설계 등의 영향으로 제품의 선명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오염통제 라벨요구’에 근거하여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함유 여부를 표기
해야 한다. 만약 제품 중에 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1> 방식을
선택하여 표기하고 제품 중에 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그림2>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본 기준의 요건에 근거하여 유해물질의 명칭 및 함량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한다.
즉,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함유한 전자정보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표3> ‘유해
물질 또는 원소의 명칭 및 함유량 표기 양식’에 따라 제품 설명서 중에 유해물질 또는 원소
의 명칭 및 함량을 표기한다.
부품 중에 모종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함량 표기란에 ‘o'로 표기함으로써 해당 부품의 균질성 재료 중 해당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함량이 SJ/Txxx-xxxx 기준에서 규정한 제한치 요건 이하라는 것을 표명한다.
만약 부품 중에 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최소 해당 부품 균질재료
중의 유해물질 또는 원소 함유량이 SJ/T xxxx-xxxx 기준에서 규정한 제한치를 초과한다는
의미임. 즉 이 유해물질 또는 원소 대응의 함유량 표기는 'x'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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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표 하단에 ‘o’ 와 ‘x'의 함의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라벨에 사용되는 한자, 부호 및 글자체의 높이는 1.8m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명칭 및 함유량 표기 양식
유해물질 또는 원소
부품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
(Cr6+)

폴리브롬화

폴리브롬화

디페닐(Pbb) 디페닐에테르(PBDE)

주: ‘o’는 해당부품 중 某 균질재료 중 유해물질 함유량이 SJ/Txxxx-xxxx기준이 규정한 사용 제한치 이하일 경우 표기하고,
‘x'는 해당부품 중 某 균질재료 중 유해물질 함유량이 SJ/Txxxxxxxx 기준이 규정한 사용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표기
□ 환경보호 사용기한 표시
‘오염통제 라벨요구’의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포함한 전자정보제품은 위의
라벨 방식으로 제품의 ‘환경보호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설명서에 ‘환경
보호사용기한’내의 사용조건, 부품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한다.
라벨 중앙의 숫자를 제품의 실제 ‘환경보호사용기한’으로 바꾸며 단위는 년 단위로 한다.
제품의 생산일자가 ‘환경보호사용기한’의 시작일이고 제품의 환경 보호 사용기한은 제조자
가 자체 결정한다.
□ 회수이용 가능여부 표시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오염통제 라벨요구’의 기준에 따라 제품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회수 이용 가능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회수 이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오염통제 라벨요구’의 기준의 요건에 근거하여 위
그림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회수 이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폐기하지 않는다.
□ 포장재 재료 명칭 표기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GB18455-2001(포장 회수 라벨 표지)기준에 근거하여
생산 또는 수입한 전자정보제품의 포장물에 포장재료 기호를 표시한다.
포장재의 최대 표면 면적이 5x(10의 3제곱)m㎡보다 작을 경우, 포장물 표면에 직접 표시
하지 않고 제품 설명서에 표지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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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에 관한 규정
ㅇ 기준안 제정 현황
전자정보제품의 연구 개발,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등 각 단계에서 6대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사용을 제어 또는 금지하기 위해 ‘관리방법’의 하위 법령인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량 요구(電子信息産品中有毒有害物質的限量要求, 이하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를 전문가 심의를 거쳐 현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ㅇ 범위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에서는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제품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했다.
‘중점관리목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 기준도
2007년 3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ㅇ 유해물질 사용 통제를 위한 구성원소 분류
전자정보제품은 통상 부품 및 재료로 구성되며 그 기본 구성단위는 재료임. 유해물질 사용
을 통제하기 위해 우선 전자정보제품의 구성원소를 아래 <표4>와 같이 구분하고 분류시
중복 또는 충돌이 있을 경우 EIP-A, EIP-B, EIP-C의 순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만약, EIP-A에 따라 구분 가능할 경우 EIP-B 또는 EIP-C에 따르지 않음.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각종 재료 또는 부품은 각각 상응한 기술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이하 표를 참고한다.
전자정보제품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정의

EIP-A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각 통상적 재료

EIP-B

전자정보제품 중 각 부품의 금속도금 재료

EIP-C

전자정보제품 중 현재 여건으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소형 부품 및 재료, 통상 규격이 1.2m㎡보다 작거나 같은 제품

ㅇ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는 사용한 자료에 따라 <표4>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동시에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표5>의 사용제한치 요구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전자정보제품의 감독․점검 기관의 점검시 제품에 대해 <표4>의 요구에 따라 해체한 후
감독․측정해야 하며, 또한 <표5>의 요구에 대한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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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건
구성요소구분
EIP-A
EIP-B
EIP-C

제한치 요구(수량 요구가 있을 경우 단위는 모두 wt% 임)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은 0.1%, 카드뮴
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의식적으로 첨
가하지 않아야 함
구성요소 중 아연,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이 0.1%, 카
드뮴의 함유량은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측정 규칙
전자정보제품 중 함유된 유해물질 함유량이 표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동시에
상이한 측정 기관에서 얻은 측정결과를 비교하며, 표준에 부합되는 통일된 샘플 제작 절차
와 측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측정요소는 <표4>에서 제시된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로 만약 <표4> 분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차 해체해야 하며, 동시에 측정보고
중 세부적인 샘플 제작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전자전자정보제품 중 6대 유해물질의 상세한 측정방법은 SJ xxxx-20x 『전자정보제품 중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측정방법(電子信息産品中有毒有害物質的檢測方法, 이하 '측정 방법
‘, ’06. 9.5 중국전자공업표준화 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을 참고해야 한다.
위탁한 측이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측정하며 위탁기관은 자체로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요소
및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함. 위탁 측정은 제조현장의 재료 구입 또는 제조 과정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감독에 대해 적용한다. 실험실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실험실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측정함. 평가측정은 감독기구의 시장 감독․관리에 적용
한다.
ㅇ 합격판정
전자정보제품의 구성 요소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모두 <표5>의 요건에 부합되면 해당
전자정보제품은 합격이며, 반대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RoHS 강제인증 절차
ㅇ 적용품목 및 인증 신청절차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http://www.cnca.gov.cn/)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
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강제 인증관리(CCC)를 실시한다. 실제 RoHS
CCC신청은 중국질량인증중심(www.cqc.com.cn)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QC 접속, 화면 왼편에 사용자 ID 및 PD 입력
- 인증 종류 선택 -☞ CQC 표지 인증 신청
- 좌측의 RoHS 인증 클릭
- 제품 종류 선택
- 상세하게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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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샘플 부품 및 주요 원재료의 명세서
- 영문(중문) 명패 및 경고 표기(만약 있을 경우)
- 동일 신청단위내 각 제품 모델별 원자재 사용차이에 대한 설명
- 영업허가증(營業執照)
- 일치성에 대한 명시
측정 항목 및 주기
측정 항목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디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전부

측정주기
(영업일 기준)
5일

5일
10일

RoHS 인증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吳琓光
86-10-6599-4025
86-10-6599-4026 wuwanguang@cqc.com.cn
馬奇菊
86-10-6599-4029
86-10-6599-3821“ maqiju@cqc.com.cn
王會玲
86-10-6599-3971
86-10-6599-4271 wanghuiling@cqc.com.cn
高 峰
86-10-6599-4303
“
mailfeng@cqc.com.cn
자료원 : 중국질량중심(www.cqc.com.cn)
□ RoHS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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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로 알아 보는 China RoHS 제도
□ China RoHS와 EU RoHS 비교
중국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辦法, 이하 ‘관리 방법’)
이 2006년 2월 28일 공포됨. 동 ‘관리방법’과 EU가 2003년 2월에 공포한 RoHS지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중국의 ‘관리방법’과 EU의 RoHS 지침은 다음 4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ㅇ 법률성 문건
ㅇ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됨(사용 금지 및 감량화)
ㅇ 모두 무역활동과 관련됨(화물 무역)
ㅇ 사용 제한 및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동일함. 모두 6종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반면, 중국의 ‘관리방법’과 EU의 RoHS 지침은 다음 6가지의 상이한 점을 갖고 있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은 별도 전환 절차가 필요 없는 하부 법률성 문건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EU의 RoHS지침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EU회원국 법률로 전환
해야 시행을 할 수 있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 조정대상은 전자정보제품인데 비해 EU의 RoHS 지침의 조정
대상은 교류전류(AC)가 1000V를 초과하지 않으며, 직류전류(DC)가 1500V를 초과
하지 않는 전자전기설비로 EU RoHS 지침 조정대상 범위가 중국의 ‘관리방법’에
비해 훨씬 방대하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은 유해물질 통제 감독관리에 ‘목록’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EU의 RoHS 지침은 ‘WEEE법’ 중의 8대류 제품 전부를 포함시키고, 이 중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통제기술이 미성숙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은 2006년 2월 28일 공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나 유해
물질 제한 및 금지 시점은 아직 미확정이다.
ㅇ EU의 RoHS지침은 2003년 2월 13일 공포, 2004년 8월 13일 EU 회원국 법률
(법규)로 전환하고 200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고있음. 따라서 EU의 RoHS 지침이
중국의 ‘관리방법’보다 빨리 시행되었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목록’을 제정해야 하고
‘목록’은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함. 반면, EU의 RoHS 지침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기준 제정으로 충분하다.
ㅇ 중국의 ‘관리방법’ 중 유해물질의 관리에 ‘두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는데 첫 번째가
‘관리방법’ 실효일부터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자기선언’ 방식으로
관련 환경정보를 제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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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번째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이하

‘중점관리목록)의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관리를 하여 유해물질의 대체 또는 제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제인증(CCC)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반면, EU의 RoHS 지침은 유해물질 통제에 ‘자기선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단,
EU가 요구하는 자기선언방식(Self Certification) 전제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전자정보제품의 종류
전자정보제품는 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나?

일부 전자정보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전자

정보제품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이 만약 ‘관리방법’ 제1장의 ‘총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자정보제품’의 정의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 ‘전자정보제품’에 속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식산업부는 ‘관리방법’ 공포시 중국 국가통계국이 분류한 전자정보산업목록인 ‘전자정보
제품분류주석(電子信息産品分類注釋)’을

발표하여

전자정보제품의

세목

및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사 생산제품이 ‘전자정보제품’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전자정보
제품분류주석’은 신식산업부 홈페이지(www.mii.gov.cn)에 게재돼 있다.
□ 면제조항 유무
'관리방법‘에는 EU의 RoHS지침에 있는 면제조항 및 면제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는?
EU RoHS법은 모든 직류 전류 1500V 이하, 교류 전류 1000V 이하의 전자전기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 미성숙, 경제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면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EU가 ‘면제’를 무기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유해물질의 통제에 ‘목록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관리방법’ 즉 China RoHS는 EU의
RoHS 지침이 채택하는 방법과 다르다.
‘관리방법’은 ‘중점관리목록’을 제정하고, 처음에 목록에 없으나 점차 기술적 성숙, 경제적
효과를 내는 제품이 유해물질을 대체하거나 또는 제한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은
목록에 포함시킨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방법’은 면제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점관리목록’ 제정절차
‘목록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점관리목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목록관리’는 ‘관리방법’이 확정한 것으로 EU RoHS 지침의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관리방식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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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이 대상이 되며 이 중 어떤
제품이 이미 제품 대체 또는 유해재료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확인되거나 또는 대체가 어렵
지만 유해물질 제한치의 기준에 달했다고 확인됐을때, 또 관련 업종에 대해 이미 ‘기술적
성숙, 경제적 효과를 발생한다면 이 제품들을 ‘중점관리목록’ 에 포함시켜 CCC 인증을
실시한다.
‘목록’의 제정 과정은 점진적이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기업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평가를 구하기도 한다.
현재 신식산업부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 제정 절차 규정 (電子信息
産品汚染控制重點管理目錄制定程序規定)’초안을 기초하여 목록제정 과정의 제도화, 규범화
를 정착시킬려고 하고 있다. 목록제정 절차 문제를 먼저 확정한 후 어떤 제품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언제 목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유해물질에 대한 2단계 관리란
'관리방법‘에서 확정된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관리는’2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관리방법’에서 확정된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과정은 두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관리방법’ 효력 발생시 ‘시장에 출하’ 하는 유해물질의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링 작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라벨 부착 또는 제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고객(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자사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
명칭, 함유량, 환경보호 사용기한 및 폐기시 회수 재활용 여부 등을 표기해야하며 이때
해당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또는 원소 대체 혹은 사용 제한치 요구는 없다.
두 번째는 자사의 제품이 ‘중점관리목록’ 에 포함됐을때 해당 제품이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대체하거나, 제한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또 CCC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 인증절차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에 대한 부담 여부
'관리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장 출하 전자정보제품은 모두 유해물질에 대한 강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증 절차가’관리방법‘에는 인증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증이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관리방법’에서는 전자정보제품의 유해물질 제한 및 금지에 대해

‘중점관리목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CCC 인증을 받아야 하고 ‘관리
방법’ 발효시 ‘중점관리목록’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제도화가 점차 진행중이기 때문에4) 기업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고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이 CCC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비 증가는 당연하나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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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에 규정된 3개 일시(日時)의 의미는?
'관리방법‘은 2006년 2월 28일 공포돼 2007년 3월 1일 부 시행한다고 하지만 유해물질의
제한과 금지 실시기한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표가 나와 있지 않음. ’관리방법‘에 3개의
일시가 나와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관리방법’의 공포시간은 법령의 발표일시를 가리키며. 이 날부터 시행되면 재차 의견
개진이나 수정할 수 없다.
시행시간은 ‘관리방법’ 이 발효되는 시간이며, 이때부터 ‘중점관리목록’에 관한 관련규정
외에 기타 규정은 모두 시행된다.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정보제품을 규정하는 ‘중점관리목록’에 따라 전자정보제품
중 어떤 제품이 언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될 것인지 등 규제일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산업발전 상황에 따라 신식산업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환경보호총국은 공동으로’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 목
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행일을 발표함“. 관리방법’ 제21
조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록에 포함되는 세부 적용대상 제품과 유해물질 또는 원소 제한 적용 시기
를’관리방법‘에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 ‘중점관리목록’과 관련된 ‘표준’ 제정 현황은
'관리방법‘에서 알수 있듯이 전자정보제품 중’중점관리 목록‘과 ’전자정보 제품오염 통제
기준‘은 ’관리방법‘의 2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관련 목록 문제는 명확해졌으나 기준
제정 현황에 대한 소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준 제정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신식산업부는 2004년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기준’ 제정작업을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 국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기제품 유해물질 농도 시험방법에
관한 국가기준 임무를 완성했으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업종기준을 제정한다.
현재 신식산업부는 이미 국제 IEC/TC111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국제위원회의 협조하에 중국에 TC111의 WG3의 1개 기술위원회(현재 중국 WG3 실무팀)를
발족시켜 현재, 전자전기제품 유해물질 농도 시험방법에 관한 국가 기준에 관한 실무팀
업무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업종기준 실무팀은 이미 2004년 10월에 발족되어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기준, 검사기준, 무연솔더 기준, 인증 및 라벨링 기준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입안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업종기준’ 에는 다음 8개가 있다.
ㅇ ‘정보제품중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기술 요구’
ㅇ ‘전자정보제품중 사용 제한물질 시험방법’
ㅇ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 라벨링 요구기준’
ㅇ ‘5개 무연솔더에 관한 기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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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기 3개 기준은 비교적 순조롭게 제정되어 심사원고가 이미 완성되어 향후 신식
산업부의 관련 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 공포후 기업은 ‘관리방법’에 따라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 기준 제정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식산업부는
‘관리방법’의 발효일을 연기한 것이다(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3월 1일로 연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기준

제정

과정은

첫째

매우

‘표준’,

규범적인

것으로

기준

제정절차에 따라 실무팀을 발족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둘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실무팀이 발족될 당시 20여개 기업과 관련기관뿐이었으나 현재 90여개 기업과 관련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셋째, 기준 제정은 가능한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어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국제 기준은 현재 단지 초안 제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신식산업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의 산업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기준 부합규정이 제품 설계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관리방법’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와 생산관련 규정이 상응하는 국가 혹은 업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환경보호에 유리한 방안을 채택하면 제품 설계와
생산에 대해 융통성이 없지 않을련지?
‘관리방법’은 전자정보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 환경 친화형 제품 설계 및 생산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제품 설계 및 생산에 두가지 전제 조건을 제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전자정보제품 유해물질 통제에 의거한 국가 기준 또는 업종 기준과 두 번째는 공정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독․무해를 고려할 수 없으면 반드시 현실적인 기술과 공정을
기초로 하고 공정, 성능 확보 전제하에 무독․무해성 또는 유해성이 적은 물질을 사용하여
회수 및 재활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혁신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 백색가전제품의 전자정보제품류 포함 여부
전자정보제품의 정의 중 ‘가정용 전자제품’은 ‘백색가전’ 과 ‘흑색가전’ 둘 다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백색 가전’은 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정용 전기제품, ‘흑색 가전’은
TV, 녹음기, DVD, 음향 등 가정용 전자제품을 가리킨다. 현재 ‘백색가전’은 아직 국가통계
주관부처로부터 ‘전자정보제품’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리방법’ 적용대상
은 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되는 가정용 전자제품 중 ‘흑색 가전제품’을 말하 고’백색가
전제품‘ 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백색가전’ 완제품은 전자정보 제품에 속하지 않지만
‘백색가전의’ 부품은 전자정보 제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2B의 방식에 따라 부품을
직접 완제품 생산자에 공급할 때는 ‘관리방법’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으나 단독으로 부품
판매시는 ‘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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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의 감독관리 대상
EU RoHS 지침은 단지 최종 완제품에 대한 것만 규정돼 있는데, ‘관리방법’ 감독관리
대상도 최종 완제품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사슬상에 있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는지?
‘관리방법’ 감독 관리의 대상은 공급사슬상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전자 부품과 소재가
최종 제품은 아니지만 이들 부품들도 똑같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환경오염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중국신식산업부는 이러한 부품도 ‘관리방법’의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EU의 RoHS 지침의 적용대상에 설령 이들 부품 및 소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최종
완제품에 대한 요구기준은 관련 공급사슬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자부품 및 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RoHS 지침과 비교할 때
중국의 ‘관리방법’은 단지 제품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자동차 조립용 전자제품의 감독관리대상 포함 여부
자동차 조립용 일부 전자제품도 ‘관리방법’의 감독관리대상에 속하는지?
전적으로 자동차 생산 조립을 위해, B2B 방식(Business to Business)에 따라 자동차
생산자에게 공급되는 전자제품은 ‘관리방법’의 감독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B2C 방식
(Business to Consumer)에 따라 단독 판매되어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전자정보제품은 이
법규의 감독관리대상이다.
□ 레이다의 대상 여부
레이다는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인지?
중국에서 레이다는 전자정보제품에 속하여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A/S 부품 및 교환용 제품
A/S 부품과 완성조립 및 교환용 제품은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인지?
2007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A/S 부품과 완성 조립 및 교환용 제품은 A/S용이든지,
단독으로 판매되든지 간에 모두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7년 3월 1일 전에
생산된 A/S 부품과 완성 조립 및 교환용 제품이 2007년 3월 1일 이후 기 판매된 제품의
A/S와 교환에만 사용될 경우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만약 단독으로 판매
됐을 경우에는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기타 유해물질이란
'관리방법‘ 제3조 ’7‘번의 국가 규정의 기타 유해물질 또는 원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관리방법’에서 현재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6대 물질로 EU의 RoHS
지침과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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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제3조 ‘7’번의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해물질 또는 원소는 중국 법률 규범성
문건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인 중국의 법률 용어로 EU의 RoHS 지침의 제5조의 ‘과학에
적합하고 기술발전’이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일치된다.
기술 발전과 환경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상기 6대 유해물질 이외 다른 물질도
인체 및 환경에 비교적 크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유해물질 또는 원소는 바로 앞으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위해
향후 대비차원에서 게재한 것이다.
□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이란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이란?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안전사용기한과 같은 뜻인지?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어떻게 확정짓는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환경품질 안전 기한을 뜻한다. 즉 전자정보제품에 함유
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외부에 누출되거나 변화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인체,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안전사용기한과 다른데 즉 전기 성능안전, 전자(電磁)성 안전 등
분야의 요소가 제한하는 사용기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안전사용 기한
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 및 환경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규정은 필요하고 유익하다.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정하며, 기업이 자사
생산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더욱 쉽게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사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길게 잡으면 책임기간도 그 만큼 길어지고 만약
기한이 짧으면 시장경쟁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
으로 자사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정해야 한다.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해서 회수, 처리 및 재활용해야
한다. 물론 환경보호 사용 기한은 제품의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아니다.
□ 조립 완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제품 중 정기 교체가 필요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품(예: 납 밧데리 등)같은 경우, 환경보호
사용기한이 제품의 다른부품보다 훨씬 짧은데 이런 경우 조립 완제품의 환경보호 사용
기한은 어떻게 설정하나?
일반적으로 조립 완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제품중에서 환경보호 사용기한이 가장 짧은
부품의 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상기 상황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부품을 제외시키고 조립완성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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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회수 등 관련법령은
'관리방법‘은 전자정보제품 폐기후의 회수, 처리, 재이용 문제와 관련있는지?
‘관리방법’의 입법 취지는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의 해체 처리를 편리하게 하고 전자
정보제품 폐기후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관리방법’ 조정 대상은 전자정보제품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의 행위로 전자정보제품 폐기후의 회수, 처리, 재활용 등은
‘관리방법’의 조정범위 밖에 있다.‘관리방법’ 제17조의 국가 기준과 업종 기준은 '관리
방법‘의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전자제품 폐기 이후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 포장재도 ‘관리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전자정보제품 포장재는 EU의 RoHS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관리방법’의 조정범위에
속해 있음. 중국의 ‘관리방법’이 더욱 엄격하지 않은지? 포장재는 설명서 및 기타 포장재를
포함하는지?
전자정보제품 포장재 또한 전자정보 폐기후 환경 오염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
EU의 RoHS 지침 중 비록 제품 포장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포장재 규제 전문지침이
따로 있다.
따라서 EU가 전자전기제품의 포장물에 대해 요구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더 엄격히 요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아직 전자정보제품의 포장재를 관리하는 전문 법률법규가 없으므로‘관리방법’
중 제품의 포장물에 대한 일부 환경보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정보제품의 설명서 및 포장재 또한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이다.
□ 동시 정보공개(자기선언) 가능 여부
전자정보제품 및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동시에 자기선언(정보공개)을 할 수 있는가?
'관리방법’은 제품 및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모두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반드시 함께 표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정보는 포장재에다
라벨링 작업을 하고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제품 또는 설명서에 표시를 하면 된다.
□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가능 여부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가?
전자정보제품을 폐기한 후 회수, 처리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리방법’은 생산자, 수입자가 반드시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돼 있는 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및 회수 이용 가능 여부 표기 등 관련 환경보호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피 또는 기능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가 어려울 경우 설명서에 그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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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사 홈페이지에서 밝히는 것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으며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률 및 보급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또는 폐기 제품 회수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정보파악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제품
관련 환경보호 정보 설명서는 단지 보충 수단에 불과하다.
- ‘관리방법’ 제13조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전자정보제품은 관련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시장에 출시’는 어떤 의미인지? 새로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신모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3월 1일 이후 생산되는 기존제품의 단일 제품을 뜻하는 것인지?
- 만약 신모델을 뜻한다면 즉 2007년 3월 이후에 계속 팔리는 기존제품은 개조할
필요없이 판매를 하면 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단일제품을 가리킨다면 이미 시장에 판매 중인 기존제품도 2007년 3월 1일 전에
반드시 조사를 끝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유해물질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석의 차이에 따라 업계의 대응방법도 천차만별일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시장 출시’의 의미
2007년 3월 1일 ‘관리방법’이 시행되면 판매되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신형이든 구형이든
소매, 도매를 통하든, 또는 A/S제품을 판매하든 간에 모두 라벨을 붙여야 하며 ‘시장에
출시한다’는 말은 판매를 의미한다.
□ 유해물질 최대농도 규정 농도
EU는 RoHS 지침 공표후, 위원회 결의사항을 발표하여 전자전기설비중 함유된 유해물질
최대 농도를 규정했음. 중국의 유해물질 제한 기준이 EU 규정보다 엄격한 것은 아닌지?
EU가 RoHS 지침 이후 발표한 위원회 결의에는 균질 재료 중의 납, 수은,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의 최대 허용 함량은 0.1%wt,
카드뮴(Cd)의 최대 허용 함량은 0.01wt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관리방법‘을 보완하여 제정중인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최대 허용농도 규정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농도 제한치는 EU보다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EU기준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 밧데리 적용 여부
밧데리는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비록 EU RoHS 지침이 밧데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EU에는 전문적인 밧데리 지침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밧데리는 전자정보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밧데리도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적용
주문자가 제공한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업체(내료가공)와 원료를 수입하는 가공 업체
(진료가공)는 모두 ‘관리방법’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나?

중국-116

kotra 국가정보
내료가공(內料加工), 내료장배(內料裝配)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외 기업이 제공한 원료, 부품
을 이용해서 완제품 또는 조립완성품으로 만든 후에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품과 수출용
수입 원자재, 부품은 ‘관리방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진료가공(進料加工)은 기업이 제공한 원료,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 및 조립
완성품으로 만든 후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이때 수입한 원료, 부품은
모두 ‘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측정용 샘플기기에 대한 라벨링 여부
개발 및 측정에 사용하는 샘플기기, 모형도 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환경보호 사용기한 및
회수 가능여부 등 라벨링 작업이 필요한지?
개발, 실험용의 기기, 샘플기기는 단지 전시회, 실험 개발에 사용되며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 라벨링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 회수 재활용 라벨링 작업
회수 재활용 여부에 관한 라벨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자정보제품은 모두 회수될 수 있고 구체적인 라벨링 방식은 향후
발표될 마크 표준을 참고할 것이다.
□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 분류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분류되는 제품이 ‘전자정보제품 분류 주석’에
들어가는지?
‘전자정보제품분류주석’은 전자정보제품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 중의 제품은 ‘전자정보제품 분류주석’에서 볼 수 있으나, ‘전자정보 제품분류
주석’ 에 포함되는 제품이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조립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방법
조립완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조립완제품 검사방법 표준에는 조립완제품 분해 요구 기준이 있는데 우선 조립완제품을
균질재료와 검사단위로 분해한 다음 화학분석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기준 비교
국가기준과 업종기준 중 어느쪽이 더 엄격한가?
일반적으로 기업기준이 보통 업종기준보다 엄격하고 업종기준이 국가기준보다 엄격하며
업종기준이 국가기준보다 먼저 발표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업종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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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기준이 발표된 후 업종기준은 자동 폐기됨. 기업은 당연히 국가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업종기준은 국가기준이 제정된 후 발표됐고 국가기준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업은 국가기준과 업종기준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다.
□ 제품인증(CCC) 관련 상호 인가
제품 인증에 관해 중국은 외국과의 상호인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제품인증(CCC)에 관한 외국정부와 중국정부의 인증기구간에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중국
정부는 상대 국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 벌칙 조항
' 관리방법‘ 규정 위반 상황과 관련, 제3장 벌칙은 처벌조항과 생산 및 판매 정지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관리방법’ 제3장은 관련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액수는 명시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은 단위(單位), 개인 및 국가 유관기관임. 집행주체는 해관, 공상행정기구, 상품
검사국, 환경보호 관련 부처이다.
각 부처의 직무 범위내에 본 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위반한 단위(單位), 기관, 기업, 개인
및 관련인에게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책임 소재
'관리방법‘이 2007년 3월 1일 발효되고 난 후 조립 완제품 생산자가 우수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립 완제품이 공급사슬상의 이유로 해당 법규의 요구
에 부합되지 않다고 조사됐다면, 조립완제품 생산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
면 부품 공급상이 책임이 있는지?
만약 조립완제품이 ‘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조립완제품
생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만약 부품제조상이 단독으로 판매한 제품이 ‘관리방법’
규정에 불일치하다고 조사됐을 경우, 이때는 부품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국제검사실험실의 검사 보고 인정 여부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및 회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이 표기된 환경
보호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라벨 부착을 위해 제공된 국제 검사
실험실의 검사보고는 인정되는가?
2007년 3월 1일 ‘관리방법’ 발효후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의 명칭 및 함량 등 관련
환경보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생산자가 붙인 라벨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생산자가 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내역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검사 절차없이 라벨링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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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할 경우 검사해야 하며 어느 기관에서든지 검사할 수 있으나 라벨링 및 관련
환경보호 정보가 하고 일치돼야 한다. 국가관련 주관부문은 전자정보제품의 라벨 부착
여부와 라벨이 정확한지 등에 대한 감독 권리가 있다.
□ 라벨 부착 필요
2007년 3월 1일 ‘관리방법’ 발효후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
요구’에 따라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립 완성품과 부품도 모두 라벨을 붙여야
하는가? 만약 어떤 제품이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됐다면 조립 완성품과 부품 모두 강제
인증(CCC) 라벨을 붙여야 하는가?
2007년 3월 1일 ‘관리방법’ 발효 이후 모든 전자정보제품은 ‘관리방법’의 요구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함유된 유해물질 현황, 환경보호 사용기한, 회수이용 가능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라벨 부착 방식 채택, 조립 완성품 및 부품의 라벨 부착시 어떻게 조절하는지 등
사항은 이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 요구’에 명시된다.
만약 어떤 전자정보제품이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다면 그 주요 부품은 반드시 ‘관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조립 완성품과 부품이 모두 강제인증(CCC)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는 목록에 완성품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부품이 포함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만약 조립 완성품이 목록에 포함된다면 조립 완성품에 강제인증(CCC)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영문 번역본 참고 가능 여부
'관리방법‘의 영문 번역본이 있는지?
‘관리방법’은 중국의 법률 규범성 문건으로 일반 관례에 따라 영문번역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 많은 영문 번역본이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번역본은 참고할
정도로 매우 잘 돼 있어 영문본과 중문본에 차이가 있으면 중문본을 표준으로 삼으면 된다.
자료원: 중국팀, 상하이, 베이징무역관 등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정리

7. 지적재산권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정부 역시 국가의 주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상표법 조약(TLT), 특허법 조약(PLT), 저작권 관련 로마 협약을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법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2001 년 말 WTO 가입을
앞두고 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TRIPs 협정에 맞춰 수정했다. 그 동안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시장
독점 견제 등의 차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과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은 상표국, 지식산권국, 판권국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 두개의
시스템을 통해 동시 운영하고 있다.

중국-119

kotra 국가정보

나. 최근 입법 동향
2006 년부터 중국은 지적재산권 행정보호기관과 형사보호기관의 협력문제의 해결과 구체적
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입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공포된
규정은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침해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안부의 참여 범위와 정도를 확대했고, 중국 정부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지재권 침해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정립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도메인 네임 분쟁,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 등이 그 예이다. 구체적으로 11.5 규획 기간 특허법(专利法), 상표법(商标法),
저작권법(著作权法),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细),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저작권실시조례 (著作 权实施 条例)를 수정 계획하고 있다. 직무발명조례(职职职明条例),
민간 문학예술작품 저작권 보호 방법(民间文化艺艺作品著作权保护护法), TV 방송국 방송작품
보수지불방법 (广播电电 播放 作品付酬护法), 식물신품종보호법(植物新品种保护法) 등의
법률도 수정 예정이며, 지명 표식 (地理标志), 전통유산(遗遗遗源), 전통지식(遗传知识) 등의
보호를 위한 입법 연구 및 国家 知识识权基本法)>의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보호 소조의 지적 재산권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연내 중국 50 개 주요도시에
신고센터(举举中心)를 설치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제도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과학기술 성과권리의 관계
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상표권법, 특허권법, 저작권법이 중국 지재
권법의

핵심을

이룬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知識産權"이라고

하며

그

안에는

"工業産權(산업재산권)", "版權(저작권)"와 그 외 기타권리로 분류되고 있다. “工業産權 (산업
재산 권)” 은

"專利權 (특허법)"과 "商標權(상표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에서 “專利

權(특허법)”은 "發明 專利(특허)", "實用新型專利 (실용신안)" "外觀設計專利 (의장)"로 분류
된다. 우리기업은 중국 에 진출하기 전에 자사가 보유한 권리 중 사전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검토 해봐야 한다.
권리유형

산업
재산권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

보호대상
발명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
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관련법

전리법(专利法)

제품의 형상, 도안, 색체 등 미적 감
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
로운 디자인(물건에만 해당)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상표법
단체 포장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 작품, 저작권법
소프트웨어 등

영업비밀 노하우, Client 정보
반도체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 직접회로
권리 배치설계도
식물육종권 식물 신품종

부정당경쟁방지법

담당행정기관

국가지식산권국
(國家知識
産權局)

상표국
국가 판권국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반도체직접회로배치
국가지식산권국
설계 보호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국가농업부

자료원:특허청(2005)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중국국가지식산권국(中國國家知識産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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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법령
구분
특허
상표

법

령

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특허법 세관보호 실시관련 약간의 규정,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변법
상표법, 상표법 실시세칙, 유명상표인증과 보호규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저작권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조례, 인터넷 저작권행정보호방법,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방법,
인터넷정보전파보호조례

음반제품

음반제품 관리조례, 음향제품 출판관리규정, 음향제품 도매/판매/임대
관리방법, 음향제품 수입관리방법.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실시세칙(농업부문)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실시세칙(임업부문)
농업식품 신품종권 침해안건 처리규정

세관
공안기관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형사소송법
소송전 특허침해행위정지 법률문제 적용에 관한 규정

사법기관

불법출판물 형사안건 심사에 관한 구체응용법률 문제해석
지식재사권 침해 형사안건 수리에 관한 구체응용 법률문제해석

자료원 : 중국투자실무가이드(KOTRA,2007)
마.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대응
모방품을 비롯,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기업은 우선 침해자와 협상을 진행할수 있다.
상대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활용하면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
까지 절차가 간단하여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다.
또한, 권리자나 소비자의 고소가 없어도 침해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우리기업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사건은 기술적 분석능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책입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침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한다.
반면 사법기관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 할수 있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 수단이 된다. 또한 사전에 가처분,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제도도 활용할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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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식산권국
특허 권리 취득

절차

등록 소요기간
권리 기간

발명
1) 출원
2) 형식심사
3) 출원공개
4) 실질심사
5) 설정등록
2년반 내외
20년(등록일로부터권리보호,
단출원공개로부처 임시보호

실용신안
1) 출원
2) 형식심사
3) 등록 및 공고
4) 설정등록
5) 권리 취득
1년 내외
10년(공고일로부터
권리보호)

의장
1) 출원
2) 형식심사
3) 등록 및 공고
4) 설정등록
5) 권리 취득
1년 내외
10년(공고일로부터
권리 보호)

자료원 : 무역실무가이드(KOTRA, 2007) 이하 상동
특허권의 무효신청
신청 기구

신청이유

증거제출

결정

지식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위반 : 특허법 제 22조, 제 23조, 제 26조 제 3항 및 제 4항, 제 33조
및 특허법실시세칙 제 2조, 제 1절 제 1항, 제 20조 제 1항, 제
21조 제 2항에 위반
해당 : 특허법 제 5조, 제 25조에 해당
취득불가 : 특허법 제 9조에 의해 특허권 취득 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증거, 신청이유 보충, 제출 가능
무효, 부분무효, 특허권 유지 3가지 결정
서면형식으로 신청인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
결정에 불복시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제기 가능
무효로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행정적 구제

신청기구
신청인
행정결정

손해배상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침권 행위 정지 명령 및 벌금 부과
결정에 불복시 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제기 가능
특허업무관리부서의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허업무 관리부서 손해배상액 조정 가능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제기

□ 상표국, 상표평심 위원회
상표권 취득
절차
등록소요기간
권리기간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설정등록 -> 상표권 취득
2년 내외
10년 (등록일로부터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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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취소신청
신청기구

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
(해당 업종 및 타 업종의 경우도 포함)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무단 등록

신청사유

상표 중에 지역 표시가 있으나, 표시된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니어서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기존 타인의 상호권, 저작권, 의장권 등의 권리에 손해를 주는 상표 및
타인이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선등록한 상표

신청기한
판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내 청구 가능
(단 악의에 따른 등록 및 유명상표 소유자에 대해 기간제한이 없다.)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취소
판결에 불복 시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소제기 가능
행정구제

신청기구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권자 허가 없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한 경우

침해행위

침해행위-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표장을 위조 및 무단 제조된 등록
상표의 표장을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허가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 및 변경 상표를 부착한 상품
을 유통한 경우
기타 타인의 등록상표에 손해를 입힐 경우

신청인
결정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침권행위 중지 및 침권 제품 및 그 제조도구 몰수 및 폐기,
벌금 부과, 처벌결정에 불복시 소 제기 가능

□ 국가판권국
저작권 등록
개인작품 : 작가 일생 및 사망 후 50주년의 12월31일까지
법인,기타 기구 작품 : 창작 완성 후 50주년의 12월 31일까지
보호기간
보호기간

영화 작품 및 영화촬영과 같은 유사 방법으로 창작한 제품 :
작품이 최초 발표 후 50주년의 12월 31일까지. 다만 작품 창작 완료 후
50년 내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되지 않음
성명표시권, 변경권,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구
등록불가

판권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 저작권 보호기간을 초과한 작품,
출판 및 전파 금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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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신청기관

판권국

신청이유

저작권침해 ≪저작권법(著作權法)≫47조,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計算機軟件保護條例)≫24조 위반

신청인
신청기한

저작권자, 저작권 관련 권리의 소유자, 독점사용자 등 이익관계인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불법행위 지속시 행위중지일로부터 2년내
불법행위 중지 명령 및 위법소득 몰수

결정

결정 권리침해 복제품 및 그 제조도구 몰수 및 폐기처분, 벌금 부과
결정에 불복시 행정복의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세관
신청기구

세관총서

신청이유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수출입

처 벌

침해상품 몰수 및 폐기 경우에 따라 사회공공사업에 이용 또는 경매
되기도 한다.

□ 공안국
신청기구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 담당기관

신청이유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고소건

절 차

공안국에서 입안, 범죄행위 구성시 검찰원에 공소심사 신청서 제출

□ 공평교역국
신고기구

공상행정관리국 공평교역부서

신청이유

상품 위조, 모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 명칭, 포장 및 외장을 사용해
혼동을 유발케하는 등 부정당 행위

처 벌

위법행위 정지 명령, 위법소득, 권리 침해 제품 몰수, 벌금 부과 등 처벌
처벌결정에 불복 시 행정복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사법기관을 이용한 보호 방법
절차

민사소송 개정-> 판결

민사소송
(민사소송법근거)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근거)

소제기-> 법원 접수 및 입안->당사자 통보->합의정 구성->

소요시간

국내 사건 : 6개월 내(1심)
섭외 사건 : 시간 예측하기 힘드나 1년 6개월 정도 소요(1심)
공안국 또는 검찰원 입안-> 조사-> 검찰원 소제기->

절차

법원 접수 및 합의정 구성-> 피고 검찰원의 기소장 전달->
검찰원 및 피고에게 개정시간 통보-> 개정-> 판결

소요시간

1개 월내 판결(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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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이용 가능한 조치
소전 특허권 침해행위 중지 신청 가능
소전 중지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 담보제공액은 판매수익, 창
고, 보관 비용, 중지행위로 인해 가능한 손해액, 직원급여 등을 감안하여
소전중지조치

관할 인민법원에서 확정
인민법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48시간 내 결정
침해중지 결정일로부터 15일 내 인민법원에 소제기 하지 않을 시 침해중
지 결정은 자동 취소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
나 실시하려고 한다는 증거가 있고 만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소전 재산보전 신청할

소전재산보전

수 있다.
담보 제공해야 하고 담보제공 금액은 재산보전 신청 금액과 비슷
재산보전 결정일로부터 30일내 인민법원에 소제기 하지 않을시 자동 취
소 된다.
인민법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48시간내 결정

바. 외국인 출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관련사건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추세인데, 중국은 이와 달리 외국인의 출원이나 외국인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대리기관 가운데서도 ‘섭외전리(專利)대리사무소’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규화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출원 시에는 중국 의 ‘섭외 전리(專利)대리사무소’에
위임을 시켜야 한다. 중국의 대리사무소 수는 514개소이며 전국 변리사수는 6,000여명이다.
이중에서 외국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무원이 지정한 섭외대리기구는 2004년 55개에서
2005년 115개로 늘어났다.
섭외대리기구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전리상표대리부, 중국전리대리유한공사, 상해전리
상표사무소, 영신전리상표대리유한공사, 유심지식산권 법률사무소, 중원신달지식산권 대리
공사, 중과전리사무소, 융천전리공사, 화통전리사무소, 중국상표사무소, 북경삼우 전리 대리
유한책임공사등 이다. 섭외대리기구 관련 자세한 목록은 중국 국가지식 산권국 (國家知識
産權局) 홈페이지(www.sipo.gov.cn)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사. 국가지정 주요 대리기관
ㅇ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표대리부
- 주소 : 北京市 復興門大街 1 號
- 전화 : (010)6851-3344 교환 1821
- 팩스 : (010)6851-0208
- 주요업무:상표등록출원,이의,쟁의,갱신등록,양도,상표권침해행위소송,상표자문,기업명칭
등록등 '92년부터 국내외 기업의 위탁을 받고 상표감독업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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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
- 주소 : 홍콩 灣仔港灣道 26號 華潤大廈 45 樓
- 전화 : (00852)2828-4688
- 팩스 : (00852)2827-1081,2827-1172
- 주요업무:특허,상표,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출원, 특허,상표,저작권

침해행위

소송대리,

지적소유권과 기타경제관련 법률자문,검색 등 서비스
ㅇ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 駐北京辦事處
- 주소 : 北京市 復興路 9 號 東二樓
- 전화 : (010)6851-4363
- 팩스 : (010)6851-4364
ㅇ 중국상표사무소
- 주소 : 北京市 二七劇場路 3 號
- 전화 : (010)6832-9996 교환 3712
- 주요 업무 : 상표등록출원대리,상표이의,쟁의안건대리, 상표소송안건 대리, 검색, 문의
및 자문,상표 설계, 광고설계,상표장식 설계, 외국기업명칭 등록대리 등
ㅇ 永新專利商標代理有限公司
- 주소 : 홍콩 九龍 尖沙角東部 永安廣場 103 室
- 전화 : (00852)2739-1818
- 팩스 : (00852)2721-3692
- 주요업무:상표등록출원대리,이의,쟁의,침해행위소송,상표법 자문, 상표권 행위소송,기타
상표관련사항
ㅇ 永新專利商標代理有限公司 駐北京辦事處
- 주소 : 北京市 北三環中路 6 號 10 樓
- 전화 : (010)6202-8148
- 팩스 : (010)6201-6383
ㅇ 上海專利事務所
- 주소 :上海市 中山北路 2650 號 34-35 樓
- 전화 : (021)5257-1965
- 팩스 :(021)5257-2048
- 주요업무:특허등록대리업무,특허기술실시대리업무,특허분쟁 조정과 소송대리, 특허문헌
서비스,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관련 업무
ㅇ 上海專利事務所 駐北京辦事處
- 주소 : 北京市 西直門 南大街 16 號 3 樓
- 전화 : (021)5601-8512
- 팩스 : (021)560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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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사점
1) 전략적 지재권 관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업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업무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품의 연구개발 전, 특허 DB 검색 등을 통해 중복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외 기업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발전추세와 시장경쟁 동향을 연구, 예측하여
시장선두 제품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예방조치 강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련기관에 사전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한다.
3) 동향 상시 파악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입법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상대방에 대한 신중한 대응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식 심리전에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증거 등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법률은 재판 도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할 경우, 동일 안건으로 재소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 도중 합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
즉 중재 후 이행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적극적인 소송 참여
비록 해당 기업이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보다 합의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6) 증거수집이 우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증거를 수집해야만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7) 사전 대비책 마련
기업은 중요 시설 비공개, 인력관리 강화 등 경영 과정에서 대비책을 강화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8) 공동 대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거나, kotra 에 설치된 IP China Desk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
자료원 : 中國國家知識産權局, 특허청, 투자실무가이드(KOTRA, 2007), 07년 최신보도,
무역관 자체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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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요약정리
1) 상표권
□ 기본법령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으로 표기)은 1982년 제5회 전국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3년 3월부터 시행됐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추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위조상표 단속, 상표침해행위
저지, 상표등록전용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1993년 2월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제30회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안을 채택해 상표법을 1차 개정했다. 1차 개정법 에는
상품상표 외에 서비스 상표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상표보호의 범위를 확대
했다. 현행 상표법은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개정한 2차 개정한 법률로 2001년 10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가결돼,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상표등록의 원칙
ㅇ 자원등록의 원칙: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공상업자 등이 생산,제조,가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독점 사용권 필요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한다.
ㅇ 강제등록의 원칙: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일부 상품(약품, 담배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유사상표
방지를 위하여 상표등록을 필 한 후에만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종류 당 1 상표 등록의 원칙)
□ 상표등록의 법적 조건
신청인은 상품생산에 관한 합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를
거친 영업허가증이 있는 기업, 사업단위, 개인 상공업자가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상품
에 한하여 상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 기업의 상표등록은 국가가
지정한 대리기관(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표대리부 등 총 5개 기관)에 위탁, 등록
신청 하여야 하며 중국 내 영업권이 있는 외자기업은 직접 상표 주관부서에 신청하거나
국가지정 대리기관에 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는 뚜렷한 특징을 구비
하여야 한다. (상표의 독특성 및 식별 가능성)
□ 상표등록의 금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정부와 국제조직의 기장 및 그 명칭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적십자", "신홍월" 등의 표기 및 그 명칭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
해당상품의 통칭 및 도형, 상품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민족 멸시적 성질이 있는 것, 과대선전 및 사기성이 있는 것,
사회주의적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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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심사의 원칙
ㅇ 선

등록주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상표국은

상표우선권결정에 있어

2명이

상의

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 시 선 등록
주의를 채택한다. 상표권등록이란 상표권취득의 필수적인 절차인바 만약 상표의 우선
사용인이 아직 등록수속을 마치지 않아 타인이 그 상표를 도용, 먼저 등록하였을 경우
우선 사용인은 해당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표사용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ㅇ 선 사용주의: 만약 동일 일자에 2명이 상의 출원인이 출원신청시 상표국은 당사자에게
해당 상표의 최초사용 일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일자가 동일하거나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게 됨.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 사항을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상표국 주관으로 추첨을 통하거나 상표국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등록상표의 기한과 연장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으로 유효기한 만료 시 연장을
원하면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사용권의 유효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기간만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 갱신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6개월의 기간연장을 부여 받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6개월의 연기기간
내에도 등록갱신신청을 하지않으면 상표권은 만기무효가 되며 등록 무효공고를 내게 되는데
공고 일로부터 상표사용권은 소멸된다. 등록 상표는 계속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차 연장 시마다 10년씩 연장된다. 한편 3년이상 계속해서 상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외국상표 출원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상표등록출원 및 관리에 있어 중국은 '57년 1월 중국국제 무역
촉진위원회(CCPIT) 상표대리부에 유일하게 외국상표업무 대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개혁. 개방에 따라 추가로 대리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52개에 이른다.
ㅇ 상표출원관련 구비서류
- 상표등록출원서 2부
- 대리위탁서 2부
- 상표도안 15매 (컬러상표에 대해 지정 색을 사용한 채색 도안15매 외 흑백도안 4매
제출)
2) 특허권
□ 기본법령
특허에 관한 기본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1984년 3월 12일 채택, 1992년 9월 4일
제1차 개정, 2000년 8월25일 제2차 개정. 2001년 7월 1일 시행, 이하 ‘특허법’으로 표기)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1985년 1월 19일 승인, 1992년 12월 12일 제1차 개정,
1993년 1월 1일 시행, 2001년 6월 15일 제2차 개정, 2001년 월 7월 1일 시행, 이하
‘특허법세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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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심사 원칙
ㅇ 선 출원주의: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국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선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선 출원주의. 특허법
제9조). 우리나라에서 이미 특허출원한 경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는 출원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의장특허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출원한다면 파리
조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을 중국의 출원일로 간주할 수 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 특허 등록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질 심사를 하고 나서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발명특허권을 부여할 것을 결정하고 동시에 발명특허증서를 교부하며 등록 및 공고를
한다(특허법 제39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제1년째부터 특허권의 연간 사용경비
를 납부해야 하며(특허법 제43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소멸된다.(특허법 제44조 제1항)
한편,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통상 4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국가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특허처리 업무의 신속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 및 의장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특허법 제42조).
3) 저작권
□ 기본법령
저작권에 관한 기본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1990년 9월 제정, 1991년 시행
된 후 2001년 10월 개정ㆍ시행, 이하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1991년 제정된 후 2002년 8월 개정, 이하 ‘저작권법조례)이다. 2001년 10월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저작권법을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 2002년 8월 저작권법 실시조례를
개정해 현재 시행해오고 있다.
□ 저작권의 취득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의 작품은 그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는다. 외국인, 무국적인 작품인 경우 그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누리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을 중국에서 최초 출판했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고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로 출판됐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 출판될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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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사용 허가 및 양도 계약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허가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저작권법 제24조)
ㅇ 사용을 허가한 권리의 종류
ㅇ 사용을 허가한 권리가 전용 사용권인지 또는 비전용 사용권인지의 구분
ㅇ 사용을 허가한 지리적 범위 및 시간
ㅇ 보수지불 기준 및 방법
ㅇ 위약책임
ㅇ 당사자 쌍방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내용

8. 통관/운송
가. 통관의 기본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
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반 출입 → 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화물 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옅은남색 서식)’을 작성
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 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세관
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수책(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
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 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 가치 평가 통지서류 (外商投資財 産鑑定報驗 通知
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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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화물에 세관이‘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 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 한다. ‘수출입화물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 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기업은 3개월 이내에‘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 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화물수출 통관서류(옅은 남색 서식)’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수책
(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
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
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 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위의 규정기간을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수출화물은 이
기간이 지난후 3개월 까지도 세관신고가 없는 경우 임의로 매각한다,
□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통관단, 수출입허가증(필요시) 및 기타 관련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인출 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한다. 수출 화물의 경우
송화인은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완료 한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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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ㅇ 기본서류 :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

(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ㅇ 특수서류 :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외경무부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ㅇ 예비서류 :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신고서>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

이다.

중국세관의

현행

<수출입화물신고서>은 199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무역방식별로 양식 (색상)이 상이하다.
ㅇ 일반무역방식의 통관신고서(通關單)는 백색
ㅇ 원자재조달 가공무역(進料加工)의 통관신고서(通關單)는 분홍색
ㅇ 가공조립무역(來料加工, 補償貿易)의 통관신고서(通關單)는 옅은 녹색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신고서(通關單)는 옅은 남색
ㅇ 수출세금 환급의 통관신고서(通關單)는 옅은 황색
일반 수출입화물은 동일 양식의 신고서 3부(각각 세관보관용, 세관통계용, 기업보관용)를
작성한다.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통관등록시스템의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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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방식은 무역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 위탁가공무역(來料加工)
ㅇ 수입: 통관신고서(通關單)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외 4부는 세관신고확인용
ㅇ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를 작성하며 제4부는 세관신고확인용, 외화수취가 있으
면 5부를 작성하며 제5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확인용
□ 원자재조달 가공무역(進料加工)
ㅇ 수입: 통관신고서 4부를 작성하며 기본 3부외 제4부는 세관신고확인용
ㅇ 수출: 외화수취가 없으면 4부를 작성하며 제4부는 세관신고확인용, 외화수취가 있으
면 5부를 작성하며 제5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 신고확인용
□ 기타 무역방식
ㅇ 수입: 외화결제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외화결제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며 제4부는
수입외환대금결제 신고확인용
ㅇ 수출: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없으면 3부를 작성, 세금환급 혹은 외화수취가
있으면 4부를 작성하며 제4부는 수출외화대금영수 신고확인용
1998년 9월 1일자로 실시된 수출입 외화대금 영수/결제 전용 통관단의 경우, 무역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흰색이며 수출환급통관단은 황색이다.
□ 통관신고서의 예비입력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통관업체/통관원 관리규정>제19조 규정에 근거, 전산화등록시스템의
경우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호칭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5)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 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
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 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자격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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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ㅇ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ㅇ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ㅇ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ㅇ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 체납급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
해야 한다. 중국세관은 통관속도를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체납금의 징수제도를 실시
하였고 199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신고체납금 징수제도>를 발표하였다.
□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
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우전국 통보접수일, 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순연한다.
□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日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인민폐 10元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인민폐이며
1元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 체납금의 면제범위
ㅇ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하기 신고인으로 약칭)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통관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관법>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 분함)
ㅇ 신고인이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ㅇ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기간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ㅇ 징수액이 인민폐 10元 이하인 경우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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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화물의 검사
세관법<海關法>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검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존 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다.
ㅇ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
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 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ㅇ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근거를 제공
ㅇ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내 항공, 기차역, 공항, 우전국 혹은 기타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장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세관의 비용징수(잠정안)>규정에 근거 세관은 다음과
같은 검사비용을 징수하며 검사비용 징수후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담당자 1인 당 인민폐 50元/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4시간미만은 1/2일로 계산하며
4시간이상-8시간미만은 1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평일의 배로 징수한다.
세관은 실제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한다.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 (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포장되지않은 광물
질,곡물,원유,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시멘트,설탕,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
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된다.
매건 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한다.
일정비례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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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자는<해관수출입화물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 수단명칭,
컨테이너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로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한다.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시 작성필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 이다. 검사
기록부은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된다.
ㅇ 세관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절차인 바, 통관원은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ㅇ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한다.
ㅇ 세관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진다.
ㅇ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ㅇ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한다.
ㅇ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수속을
진행한다.
<해관법>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987년 6월 해관총서는 <화물, 물품의 해관검사에 따른
손해배상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배상원칙, 배상대상, 배상방식, 배상절차 등을 명확히
제정했다. 1995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배상법>은 법률형태로
중국의 국가배상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시 세관검사담당자의 원인으로 조성한 피검사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가리킨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측의 직접원인, 송수화
인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 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아울러
세관이 검사종료 화물, 물품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에게 인도 후에 제출한 이의는 화물,
물품의 무 손해로 간주하며 효력이 없다.
ㅇ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ㅇ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ㅇ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ㅇ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ㅇ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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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보고서” 접수 후 손해관련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의 심사확정 한 화물의 세 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구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인민폐로 지급한다.
□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ㅇ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가속화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하기 3개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세관지역에서 다른 세관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감독을 받는 화물
ㅇ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이전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 하기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하기 신고인
으로 약칭)은 입항지역(출항지역)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전통관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 이 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ㅇ 하기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의 중점프로젝트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재난구호 용 물자
- 기타 특수상황
ㅇ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 철도방식의 운송
-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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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통관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각 항을 만족해야 한다.
-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국부)가 밀봉상태 유지
-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검사에 편리해야 함
- 세관의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 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의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한다.
ㅇ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
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사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ㅇ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영업허가증 부본 혹은 사본
-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제외)
-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표>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한다.
□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하기 신고인으로 약칭)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입항 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 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함
수입허가증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함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함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
일부터 14일 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함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함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
에게 반환.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수속을 처리 함
보세창고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가)-(사)항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 도착지란에 보세창고명을 기입하여야 함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 및 운송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음.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 상기 통관수속을 밟아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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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하기 신고인으로 약칭)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함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함) 및 <수출화물 신고
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을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함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함.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
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함.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함.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출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출발지 세관에 <수출화물
통관단> 혹은 <적하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출발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을 통과시킴
□ 세관의 감독사항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 부터 반출하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부터 14일 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한다. 규정기한 초과 시 <海關法>
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한다.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海關法>에 근거 전매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된다.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한다.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한다.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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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통과(放行)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海關法>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인)을 찍는다.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 시킨다. 통과(放行)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업무의 종료를 의미 하나 특수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하다. 예를 들면
보세화물, 가공무역화물 및 감면세 혹은 추후납부 화물은 통과된 후 세관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어야 최종적으로 통관수속이 완료된다.
□ 통과인(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ㅇ (수(출)입화물증명서) 발급
- (수(출)입화물증명서)(하기 <증명서>라 함)는 세관감독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한다.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 당 10元의 수속비를 징수한다.
ㅇ (수출환급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옅은 황색의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한다. 세관은 통과(放行)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
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 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 수출화물의 취하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부터 3일 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한다.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한다.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
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통관 단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 화물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의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새로이 실제 수출
화물부분의 통관수속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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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입 담보
□ 수출입 담보의 내용
ㅇ 개념
-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서 관련행위의 합법
성 혹은 일정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ㅇ 특징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
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한다.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과정
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세금의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다.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

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한다.
ㅇ 수출입 담보의 범위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신고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까르네 제도 관련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 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의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외경무부가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벌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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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ㅇ 담보인의 자격
- <海關法>에 따르면 “세관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다.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ㅇ 담보인의 담보책임
- <海關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기간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된다.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한다.
-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제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 수출입 담보 방식
ㅇ 인민폐, 자유태환화폐
- 인민폐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 이다.
이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킨다.
ㅇ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ㅇ 은행 혹은 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한다. 단 <중국인민은행법>에 근거 중국인민
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ATA 까르네 관련 임시수출
입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ㅇ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
ㅇ 세관의 담보관련 업무집행
- <海關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ㅇ 보증금
-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감면세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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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서
-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가 보증서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ㅇ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한다.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영수증>을 수령하며,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ㅇ 담보기한
-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시 담보
기한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는다.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
일부터 6개월이다.
ㅇ 담보의 철폐
-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하며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수속을 처리한다.
ㅇ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ㆍ 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수속을 보완하도록
재촉하며 해당벌금을 요구한다.
ㆍ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한다.
ㆍ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한다.
나. 중국의 운수(運輸) 현황
1) 중국의 운송 형태별 문제점

도로

철도

수운

항공
자료원 :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도시 내부로의 진입 제한조치가 많음
- 省간 운송 라이센스 제도 존재 및 통행료 징수체제 불투명
- 수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
- 고품질의 운송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족(노후차량 과다 등)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화물예약 마감시간이 촉박하고, 성수기에는 운송능력제한으로 예약이 어려움
- 생산재 운송이 우선. 소비재는 우선순위가 밀림
-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
- 철도연계 운송업 미발달
- 장강(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란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장강유역항의 하역이 수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 선박, 항해기술이 전체적으로 낙후
- 선박회사의 평균수송력은 1만톤 이하. 리스크 부담 능력 제한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협력관계가 희박
- 화물의 스페이스 제한
중국물류의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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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망 구축방법 및 유의사항
중국에서는 기업의 약 10% 정도만 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창고 운영 및 물품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90% 정도를 물류에 사용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상품가격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따르므로
우리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양질의 물류기업(Third Party Logistics : 3PL52))부족
중국 물류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도 그리 많지 않다.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지역마다 물류 기반의
구축정도가 달라, 전국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부족한
있는 실정이다.
 자체 물류망 구축의 비효율성
자사의 요구기준을 충족시키는 물류기업이 없어 자체적으로 물류 업무를 해결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광대한 국토에서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배송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 최근 중국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수시장 판매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사의 생산거점 간에도 부품, 반제품을 운송하거나 보세 운송
등복잡한 세관수속을 필요로 하는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물류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간 운송 애로
중국에서는 화물트럭의 활동범위가 라이센스로 제한되어 있어, 省경계를 통과하는 수송
시에는 환적이나 추가요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환적시는 화물의 추적이 곤란해지는 사례
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세관의 행정투명성 부족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 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세관의 규정 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2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토착기업 우선주의
국영 트럭회사 및 우정국 트럭은 각종 세금·통행료를 면제받고, 수입트럭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 혜택을 받고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투자 3PL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도로 환경
중국의 도로 규격은 대체로 24톤, 30톤의 트럭이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그러나
트럭의 과적 행위가 다반사여서 도로가 단기간에 쉽게 파손되곤 한다. 이로 인해 도로 보수
공사가 잦아 기업이 정해진 시간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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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련 행정구역의 분할
지역별 다른 행정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경영범위와 이에부합하는 차량구입)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은 트럭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자기 省이외의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는 물론이고 과적 벌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표준 운임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환적·혼적시의 책임소재 불분명
도로관련 행정구역의 분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장거리 운송 시는 3PL이 2차, 3차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물 운송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물류서비스의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철도 운송의 낙후
대형 물품의 장거리 수송에는 철도가 적합하지만 중국에서는 철도 운송이 편리한 방법이
아니다. 열차속도가 평균 시속 50~60킬로 정도에 불과하고, 철도역에서의 집하와 적재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 또한 온도조절이가능한 화물 열차가 없어, 식품 등 제품의 수송은
어렵다.
3) 중국의 A급 물류기업 리스트
급수

기업명
유형
中國遠洋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中海集團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中國物資儲運總公司
창고저장서비스
中鐵快運股有限公司
종합서비스
5급
中鐵現代物流科技有限公司
종합서비스
嘉里大通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黑龍江華宇物流集團有限公司
운송서비스
遠成集團有限公司
종합서비스
安吉天地汽車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上海現代物流投資發展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中鐵聯合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4급
上海華星國際集裝箱貨運有限公司
종합서비스
蕪湖安得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上海港國際集裝箱貨運有限公司
종합서비스
志勤美集(北京)國際貨運代理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上海惠爾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廣爾珠物流基地有限公司
창고저장서비스
3급
河南豫交通發展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上海虹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杭州八方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上海百歲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蕪湖遠方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浙江富陽口岸國際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2급
浙江省中集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浙江省浙金物流有限公司
종합서비스
浙江元通物流有限公司
창고저장서비스
자료원: http://resource.emagecompany.com/transportation/diyipiwuliushengchanqiy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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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해운항운 회사
가나해운 / 국제종합물류 / 경동로지스틱스 / KCTC / KMTC / 골드웨이 / 공성로지스틱스 /
구동산업 / 국보 / 국보해운 / 국일로지스틱스 / 국제로지스틱 / 국제항운 / 글로벌로직스 /
글로비스 / 남성해운항공 / 남아종합물류 / 남중해운 / 네슈라항운 / 네오인터내쇼날
트레이딩 / 넥스국제운송 / 넥스글로벌로지스틱스코리아 / 논스톱익스프레스 / 뉴월드
국제운송 / 단우해운항공 / 단자스에이이아이 / 대동종합물류 / 대륙항공해운 / 대림에이치
앤엘
대문종합물류 / 대성로지스틱스 / 대승항운 / 대영국제운송 / 대우해상 / 대일해운항공 /
대진항운 / 대한국제물류 / 대한수출입물류 / 대한통운 / 대한통운국제물류 / 동남아
종합운수 / 동방기업 / 동방항공해운 / 동보상선 / 동보해운항공 / 동부건설 / 동서로
지스틱스 / 동신상선 / 동신종합운송 / 동양물류 / 동우국제 / 동우해운항공 / 동진선박 /
두성해운항공 / 두원해운항공 / 듀엣 / 디메르코익스프레스코리아 / DFDS우일트랜스포트
디제이에어서비스 / 디피이인터내셔날코리아 /

럭키스타해운 / 레샤코코리아 / 렉스

국제운송 / 로릭코리아 / 로얄트랜스인터내셔날 / 로이드해운 / 매스타종합운송 / 맥스그로
발에어로씨 / 맥스피드해운항공 / 맥트랜스인터내셔날 / 머스크로지스틱스 / 메트로물류 /
멘로월드와이드포워딩코리아 / 명마트랜스 / 모아물류 / 무빙넷 / 미림종합물류

바른운송

/ BAX Global / 범양익스프레스 / 범양해외통운 / 범양해운 / 범한종합물류 / 벨트랜스
벽암산업 / 봉암인터내쇼날 / 비씨로지스틱스 / BTEX-B / 산다글로발 / 삼성전자로지텍 /
삼영익스프레스 / 삼화해운항공 / 상업국제운송 / 새한로직스 / 새한트랜스포트 / 서도상선
/ 서울항공화물 / 서정해운항공 / 서진엠엑스엘 / 선진해운항공 / 성일해운항공 / 세계종합
항공해운 / 세방익스프레스 / 세웅포워딩 / 세원종합물류 / 순양해운 / 쉥커코리아 / 스카이
게이트 / 스카이라인 / 스카이로드 / 스카이매스터 / 스카이항운 / 시트라이익스프레스
신세계마리타임 / 신한상운 / 썬익스프레스 / 쎈트란스인터내셔날 / CTO Int'l / 새한종합
물류 / 씨에스월드와이드 / 아라항역 / 아림항공해운 / 아스트로해운 / 아시안링크한국 /
아이맥스물류 / ICS / 아주로지스틱스 / 아진트랜스 / 아폴로항운 / 알파트랜스 / 알파포
워딩 / 액티브종합물류 / 앤씨엘 / 어전트 / 에네스해운항공 / 에스디브이코리아 / 에스엔
항공해운 / 에스디종합물류 / 에이에프에스코퍼레이션 / KCH국제속체 /
에어콘테이너익스프레스 / ABX-해영코리아 / ACI월드와이드 / 에이씨에스코리아 / 에이
에이취케이 / 에이앤씨인터내셔날 / 에이오엘 / 에이치케이코리아 / 에이투로지스틱 / ATE
유니버살해운항공 / FPS코리아 / Excel-로지스틱스코리아 / EXTRANS / 엔지유인터내셔날 /
엘씨에스로지스틱 / 오람해운 / 오리엔트해운 / 오리온해운항공 / OST / 오케이엠코리아 /
온라인카고 / 올프레이트 / 와이엘 / 와이케이엘물류 / 우리해운 / 우성항운 / 우성해운
우영종합물류 /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 원일종합물류 / 월드로드항공해운 / 위너스
해운항공 / 윌슨로지스틱스코리아 / 유나이티드써비스 / 유나이티이드트란스포트 / 유니트
란스 / 유라시아라인 / 유엘에스 / 유진항공해운 / 유티아이코리아 / 유프레이트코리아 /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 은산해운항공 / 이글익스프레스 /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
일양익스프레스 / 일진기업 / 임팩스종합물류 / 자수 / 자이언트종합물류 / 제이앤비
종합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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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항역

/

제일해외항공해운

/

조선해운

/

조아트랜스

/

조양국제종합물류

/

지오로지스틱스 / 지피에스 / 진양해운 / 창신해운 / 천우익스프레스 / 천경콘테이너터미날
/ 천일정기화물 / 천지해운 / 카고네트워크 / 카스해운 / 코러스카고라인 / 캐미리 / 케니
종합물류 / 케이엘에스 / KWE코리아 코로스해운항공 / 코리아나트랜스포트 / 코리아
항공해운 / 코메트해운 / 코세로지스틱스 / 퀴네앤드나겔 / 크리스탈쉬핑 / 클라스킨코리아
태종로지스틱스 / 클라스킨코리아 / 태영산구국제운송 / 태평양해운항공 / 태화국제운송 /
토마스로지스틱스 / 통인인터내셔날 / 티앤티익스프레스 / 티피아이 / 티지이엘코리아 /
파나라인 / 팍스글로발카고 / 판알피나Korea / Panster Enterprise / 퓨마스로지스틱스 /
Phoenix Int'l Korea / 피닉스해운항공 / 피플엔드로지스틱 / 하나로티앤에스 / 한결물류 /
한국복합물류 / 한국알앤엘 / 한생해운항공 / 한성선박 / 한솔CSN / 한양국제운송
한영에어카고써비스 / 한익스프레스/ 한진 / 한호항공 / 해륙해운항공 / 해외항공화물 /
해우종합물류/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 현대택배 / 현대해운 / 현익운수 / 협진해운 /
호성국제운송 / 휴맥스해운항공 / 흥아해운
5) 쿠리어
DHL / FedEx / TNT / UPS / UPS / 대한통운 / 현대택배 / Airborne Express 고려항공화물 /
국제항운 / 남성해운항공 / 논스톱익스프레스 / 대한통운국제운송/동보익스프레스 동아
항공화물 / 듀크항운 / 맥트랜스인터내셔날 / 묵성항운 / 스카이메스트로 / 스피드항운
썬익스프레스 / 오이씨 / 온라인카고 / 유피에스대한통운 / 일양익스프레스 / 제일항역
쥬피터익스프레스 / 티앤티익스프레스 / 한국배달서비스 / 한생익스프레스 / 해외항공화물
어전트 / 일신항공해운 / 씨엠아이트랜스 / 마스타항운 / (주)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
▣ 운수기관 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2001.1.1부 시행)
제 2장 운수기관
제 14조(운수기관의 출입국)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지정장소에 도착하거나
또는 출발하고자 할 때 운수기관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신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지정장소에 정박하고 있는
출입운수기관은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발할 수 없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이
세관

지정장소에서

다른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세관관리감독상의

요구에

따라

세관수속을 받아야 한다.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고는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제 15조(운수기관의 운행) 입국하는 운수기관이 세관신고를 하기 이전 또는 출국하는
운수기관이 통관절차를 밟은 후 국경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교통주관 부서가 규정한 노선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지정한다.
제 16조(운수기관의 통보의무) 운수기관 책임자 또는 관련 운수업체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시간·체류지점·체류기간·장소변경 및 화물과 물품의 선적 및
하역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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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운수기관에 대한 감시) 운수기관에의 화물이나 물건의 선적이나 하역 또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여행객의 승하선은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나 물품의
선적이나 하역이 완료되면 운수기관 책임자는 실제선적이나 하역상황이 기록된 인수
인계증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선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에 승하선 하는 사람이 물품을
휴대한 경우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운수기관의 입회 및 협조의무) 세관이 운수기관을 검사할 때에는 운수기관
책임자는 그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실·선실·승강구를 개방하여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는

밀수화물이나

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개봉하여야 하며 화물이나 비품을 세관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세관은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운수기관에 동승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운수
기관 책임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9조(운수기관의 타용도 사용 금지) 입국하는 대외운수기관과 출국하는 국내운수기관은
세관수속을 마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0조(운수기관의 자격변경) 출입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의 승객이나 화물운수를
병행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 운수기관이 국내운송으로 자격변경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조(연해운송선박 등의 제한) 연해운송선박, 어선과 해상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품을 운반·환적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다.
제 22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정박등) 관세선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에 부득이 정박, 투하, 또는 방치하거나,
화물이나 물품의 하역을 한 경우, 운송기관 책임자는 즉시 인근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최신 정보 및 중국 투자실무가이드(KOTRA,
2007),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등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2005년은 중국 “10.5”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동 기간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가장 다대한
GDP를 기록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한 한 해였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2005년 GDP와 대외무역총액에 있어 중국이 세계에서 점하는 순위가 상승되었고, FDI유치
와 주요한 공업 및 농업생산량에 있어 세계 선두권을 점하였으며, 외화보유량도 증가,
1인당 GDP가 1,740달러에 달하였으며, 인민생산수준과 질량이 대폭 향상되는 등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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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 GDP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여 그 속도가 10.2%에 달하였는데 이는
“10.5”기간 중 가장 빠른 한해였다. “10.5”기간 중국 국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년
평균 GDP 성장률이 9.5%에 달하였는데 이는 세계 평균 수준보다 5.5% 높은 수치이고,
개발국과 개도국의 성장속도에 비해서도 각기 7.4%와 3.2% 높았다.
2001-2005년 세계 주요국가와 지역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세계총합

2.4

3

4.1

5.3

4.9

2001-2005년
평균성장율
4

개발국

1.2

1.5

1.9

3.2

2.6

2.1

미국
유럽
일본

0.8
2
0.2

1.6
1.3
-0.3

2.5
1.4
1.8

3.9
2.4
2.3

3.2
1.8
2.6

2.4
1.8
1.4

개도국과 지역

4.1

4.8

6.7

7.7

7.4

6.3

중국

7.5

8.3

10

10.1

10.2

9.5

인도

3.9

4.7

7.2

8

8.5

6.4

러시아연방

5.1

4.7

7.3

7.2

6.4

6.1

브라질

1.3

1.9

0.5

4.9

2.3

2.2

말레이시아

0.3

4.4

5.5

7.2

5.2

4.5

중국홍콩

0.5

1.9

3.2

8.6

7.3

4.3

-2.2

4.2

3.4

6.1

4.1

3.1

3.8

7

3.1

4.7

4

4.5

-1.9

3.2

2.9

8.7

6.4

3.9

국가와 지역

중국대만성
한국
싱가폴

자료원: 國際貨幣基金組織資料庫
2005년 중국 GDP는 18조3천85억 위앤(거의 2조 2,289억 달러에 달함)으로 세계 순위가
2001년의 제6위에서 제4위로 뛰어올랐고, 세계에서 점하는 비율이 2001년의 4.2%로부터
5%로 상승하여 중국경제의 전체 실력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제고되었다.
2001-2005년 세계 GDP 순위 비교
(단위: 억 달러)
순위

2001년
국가와지역

2005년

GDP

세계점유비율(%）

세계총합

315750

100

1

미국

100759

2

일본

41624

3

독일

18913

4

영국

14313

5

프랑스

13398

6

중국

7

국가와지역

GDP

세계점유비율(%）

세계총합

443849

100

31.9

미국

124551

28.1

13.2

일본

45059

10.2

6

독일

27819

6.3

4.5

중국

22289

5

4.2

영국

21926

4.9

13248

4.2

프랑스

21102

4.8

이탈리아

10904

3.5

이탈리아

17230

3.9

8

캐나다

7051

2.2

스페인

11237

2.5

9

멕시코

6221

2

캐나다

11152

2.5

10

스페인

6084

1.9

브라질

7941

1.8

자료원: 世界銀行資料庫

중국-150

kotra 국가정보
2005년 중국 공업 및 농업생산은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주요 공업 및
농업생산품 생산량은 세계 선두권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업제품 중 강철, 석탄, 시멘트, TV와
면포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발전량은 세계 3위를 유지하였으며, 설탕 생산량은
세계 3위, 원유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점하였다. 농업제품 중 곡물, 육류, 면, 땅콩, 유채씨, 과일
및 차잎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사탕수수 생산량은 세계 3위, 콩 생산량은 세계
4위를 점하였다.
2001-2005년 중국 공,농업주요 제품 생산량 세계 순위
(단위: 만톤)
공업품

2001년

2005년

농산품

2001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순위

강철
석탄
원유
발전량①

15163
138100
16396
14808

1
1
5
2

35324
220500
18135
25002

1
1
5
2

시멘트

66104

1

106885

1

화학비료

3383

1

5178

1④

천②

290

2

484

1

당

653

3

912

3④

차잎

70

TV③

4094

1

8283

1

과일

6658

2005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순위

곡물
육류
면
콩

39648
6334
532
1541

1
1
1
4

42776
7743
532
1740

1
1
1
4

땅콩

1442

1

1434

1

유채씨

1133

1

1305

1

사탕수수

7566

3

8664

3

2

94

1

1

16120

1

주: ①억 키로와트시 ②억 미터 ③만 대 ④2002년 순위
자료원: “중국통계년감”, 聯合國資料庫과 糧農組織資料庫
중국 경제실력의 안정적 제고와 더불어 1일당 GDP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03년에 1,000달러를 돌파한 후, 2004년에는 1,500달러, 2005년에는 진일보
상승하여 1,740달러에 달하였다. 이로써 세계 순위가 2001년의 138위로부터 2005년의 128위
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중국 주민소득구조는 발전형, 향수형(享受型)으로 발전하여, 자동차,
컴퓨터, 고급 전기기구가 가정에 신속히 들어와, 주택조건이 부단히 개선 되었다. 소비구조의
승급은 산업 구조의 승급을 가져왔고, 나아가 중국 경제의 보다 빠른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다.
2001-2005년 중국과 세계 앞 10위 국가와 지역 1인당 국민소득 비교
(단위: 달러)
2001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가와 지역

1인당
GDP

국가와 지역

국가와 지역

국가와 지역

국가와 지역

1인당
GDP

룩셈부르크
버뮤다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리히텐슈타인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중국(138)②

43150
①
37540
37100
35780
①
34760
30480
28430
26700
890

룩셈부르크
버뮤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미국
일본
海峡群岛
덴마크
아이슬란드
중국（136）

룩셈부르크
버뮤다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리히텐슈타인
일본
덴마크
海峡群岛
아이슬란드
중국（134）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버뮤다
스위스
미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일본
스웨덴
중국（129）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버뮤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아일랜드
중국（128）

65630
59590
54930
①
47390
46320
43740
①
41060
40150
1740

주: ①데이타가 없고, 근사치에 기초한 순위임
②괄호안 순위는 중국 1인당 GDP가 세계에서 점하는 순위임
자료원: 세계은행 “세계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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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1조 4,219억 달러로 2001년 대비 1.8배 성장하였고,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제3위를 점하며, 전 세계 무역 수출입총액중 점하는
비율이 2001년의 4%에 비해 6.7%로 상승하였다.
2001-2005년 대외무역총액 순위 비교
(단위: 억 달러)
2001년
순위

국가와 지역

무역총액

2005년
세계
점유비율(%)

국가와 지역

무역총액

세계
점유비율(%)

세계총합

126660

100

세계총합

211460

100

1

미국

19083

15.1

미국

26370

12.5

2

독일

10578

8.4

독일

17448

8.3

3

일본

7526

5.9

중국

14219

6.7

4

프랑스

6520

5.2

일본

11118

5.3

5

영국

6057

4.8

프랑스

9550

4.5

6

중국

5097

4

영국

8791

4.2

7

캐나다

4872

3.9

네덜란드

7592

3.6

8

이탈리아

4807

3.8

이탈리아

7465

3.5

9

네덜란드

4395

3.5

캐나다

6797

3.2

10

홍콩

3931

3.1

벨기에

6500

3.1

자료원: 世界贸易组组数据库, 중국자료출처는 “중국통계년감”임
2005년 중국 상품무역수출총액은 7620억 달러로 2001년 대비 1.9배 성장하였고, 세계
상품무역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2001년의 4.3%에서 2005년의 7.3%로 성장하였다.

2005년 중국 상품무역수입총액은 6600억 달러로 2001년 대비 1.7배 성장하였고, 세계
상품무역 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2001년의 3.8% 로부터 2005년의 6.1%로 상승하였다.
중국 무역 수출과 수입총액이 세계에서 점하는 순위가 2001년의 6위로부터 2004년과
2005년에는 모두 미국과 독일 다음인 3위를 점하였다.
2001-2005년 상품무역수출총액 순위 비교
(단위: 억 달러)
2001년
순위

국가와
지역

수출액

2005년

국가와
지역

수입액

국가와
지역

세계총액

61830

세계총합

64740

세계총합

1

미국

7291

미국

11792

독일

2

독일

5716

독일

4861

3

일본

4035

일본

4

프랑스

3234

5

영국

6

중국

7

수출액
103930

국가와
지역

수입액

세계총합

107530

9707

미국

17327

미국

9043

독일

7741

3491

중국

7620

중국

6600

영국

3330

일본

5958

일본

5161

2727

프랑스

3286

프랑스

4592

영국

5012

2661

중국

2436

네덜란드

4013

프랑스

4958

캐나다

2599

이탈리아

2362

영국

3779

이탈리아

3797

8

이탈리아

2445

캐나다

2273

이탈리아

3668

네덜란드

3579

9

네덜란드

2309

네덜란드

2086

캐나다

3596

벨기에

3204

10

홍콩

1911

홍콩

2020

벨기에

3296

캐나다

3201

자료원: 世界贸易组组数据库, 중국자료 출처는 “중국통계년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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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복구와 비교적 빠른 성장 및 중국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으로 2005년 중국의
FDI유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규모는 2004년도와 비슷하며 전년 FDI총액이 638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3위를 점하였다. 지난 16년간 중국은 개도국 중 FDI를 가장 많이 유치
한 국가이었다. 2005년 중국에서 이용한 FDI는 개도국이 이용한 전체 금액의 1/3을 점하
였고, 중국에서 이용한 FDI총액은 2001년 세계 6위로부터 2005년의 세계 3위로 상승
하였다.
2001-2005년 FDI유치 순위 비교
2001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와 지역

FDI

미국
벨기에-룩셈부르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홍콩

1595
882
526
519
505
469
280
275
268
238

2002년
국가와
지역
룩셈부르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2003년
국가와
지역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2004년
국가와
지역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벨기에
홍콩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단위: 억 달러)
2005년
국가와
FDI
지역
영국
1645
미국
994
중국
638
프랑스
636
네덜란드
436
홍콩
359
캐나다
338
독일
327
벨기에
237
스페인
230

자료원: 联合国贸职国贸“세계투자보고”2006년, 중국자료출처는 “중국통계년감”임
중국 대외개방의 지속된 심화와 수출입무역의 신속한 성장으로 중국의 외화저축도 신속히
성장하였다. 1990년 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11억 달러에 이르러서 1996년말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05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1년말에는 2,000억 달러를 초과
하여 2,121억 달러에 달하였고, 2005년말에는 8,189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6년 2월말에
중국 외화보유량은 8,536억 달러로 성장하여 일본을 초과한 전 세계에서 외화저축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2006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중국 외화보유량은 1조달러를 돌파하였다.
2001-2005년 외화보유고 순위 비교

일본
중국
중국대만
한국
홍콩
싱가폴

2003년
국가와
지역
일본
중국
중국대만
한국
중국홍콩
인도

일본
중국
중국대만
한국
인도
홍콩

(단위: 억 달러)
2005년
외화
국가와 지역
보유량
일본
8828
중국
8189
중국대만
2533
한국
2100
러시아연방
1757
인도
1310

453

인도

싱가폴

러시아연방

홍콩

1242

444
437
357

멕시코
러시아연방
독일

러시아연방
멕시코
브라질

싱가폴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1153
730
694

1
2
3
4
5
6

2001년
국가와
외화
지역
보유량
일본
3877
중국
2122
중국대만
1222
홍콩
1112
한국
1025
싱가폴
749

7

인도

8
9
10

멕시코
독일
브라질

순위

2002년
국가와 지역

2004년
국가와 지역

자료원: 연합국“통계월보”在線數據庫, 중국대만성“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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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 도시주민소득은 비교적 큰 성장을 가져와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493위앤 으로 동기대비 실제로 9.6% 성장하였고, 2001년 대비 45.9% 성장하였다.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3,255위앤으로 동기대비 실제로 6.2% 성장하였고, 2001년 대비
24% 성장하였다. 도시주민소비지출도 2001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2005년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7,943위앤, 농촌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2,555위앤에
달하였다.
세계 주요국가 주민소득지출 구성 비교
(단위: %)
년도

식품

한국
일본

2004
2003

15.69
14.39

알코올
음료및
연초
2.43
3.07

미국

2003

6.99

2.16

4.54

17.78

4.75

18.69

13.33

11.58

20.19

프랑스

2004

14.24

3.28

4.95

24.17

5.79

3.32

17.42

10.01

16.82

영국

2004

9.19

3.92

6.01

18.68

5.78

1.75

16.52

13.85

24.3

캐나다

2003

9.88

4.2

5.09

23.73

6.73

4.78

16.89

12.13

16.57

멕시코

2003

24.22

2.55

3.19

13.43

8.03

4.78

18.49

6.59

18.71

호주

2003

10.51

4.09

3.83

19.66

5.67

5.6

14.33

14.46

21.86

중국

2005
34.74
40.83

1.95
4.65

10.08
5.81

10.18
14.49

5.62
4.36

7.56
6.58

12.55
9.59

13.82
11.56

3.5
2.13

국가

도시
농촌

의료
보건

교통
통신

17.23
26.91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3.97
4.05

4.73
3.97

의류

거주

4.27
4.75

16.58
13.22

교육문화
엔터테이
먼트서비스
13.35
11.87

잡항
상품과
서비스
21.74
17.77

자료원: 국가통계국 국제센터
2007년 중국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
지표
GDP
CPI
공업증가액
고정자산 투자액
무역수지 흑자
외화 저축
M2
M1
M0
자료원: 國家統計局

수치
166,043억 위앤
3사분기 동기대비 4.1% 증가
9월달 동기대비 6.2% 증가
3사분기 동기대비 18.5% 증가
9월달 동기대비 18.9% 증가
91,529억 위앤
1,857억 달러
14,336억 달러
39.3조억 위앤
14.3조억 위앤
29,031억 위앤

동기대비
11.5%

동기대비 25.7% 증가
69%
45.1%
18.5%
22.1%
13%

2007년 3사분기 중국 GDP는 166,043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1.5% 증가하였다. 그중
1차산업 증가액은 18,207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4.3% 증가하였고, 2차산업 증가액은
83,478억 위앤 으로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3차산업 증가액은 64,358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1.0% 증가하였다.
2007년 3사분기 중국의 농업생산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전국의 하기 양식생산량은
11,534만 톤에 달하여, 145만 톤 증산했고, 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올벼 생산량은
3,196만 톤으로 작년 동기 생산량과 거의 비슷하고, 가을철 양식은 계속 증산하여,
양식생산은 연속 4년간 풍작을 거둘 것이다. 각항 정책의 실시로 돼지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돼지, 소, 양, 가금고기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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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생산도 신속히 성장하여, 기업이윤이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다. 3사분기 전국 규모
이상의 공업증가액은 동기대비 18.5% 증가하였다. 그 중 국유 및 국유 지주회사증가액
증가율은 14.1%, 집체기업증가율은 11.7%, 주식제기업증가율은 20.4%, 외자 및 홍콩대만
마카오 투자기업증가율은 17.4%, 중공업증가율은 19.6%, 경공업증가율은 16.1% 이다.
39대 산업 중, 증가속도가 빨라진 산업들로는 석유가공, 전기기계, 강철, 교통운송설비,
전력, 건축자재와 화공 및 연초, 의약, 화섬, 음료와 방직 등이고, 증가폭이 떨어진 산업들
로는 유색금속, 농업부산품가공, 통신설비, 비금속광선택, 제지와 석유채굴업 등이다.
3사분기 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91,529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5.7% 증가하였다. 그중 도시,
진고정자산투자액은 78,247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6.4% 증가하였고, 농촌고정자산투자액은
13,282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1.2% 증가하였다. 도시, 진고정자산투자액 중, 1차산업
투자액은 938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41.1%, 2차산업 투자액은 34,522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9.3%, 3차산업 투자액은 42,787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4.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놓고
볼 때, 동부지역 투자액은 40,172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1.4%, 중부지역 투자액은
19,331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36.2%, 서부지역 투자액은 17,539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29.6% 증가하였다. 3사분기 국유 및 국유 지주회사 투자액은 33,951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6.2% 증가하였고,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16,814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30.3% 증가하였다.
3사분기 중국 사회소비품도소매총액은 63,827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5.9% 증가하여,
증가율이 작년 동기대비 2.4%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 놓고 볼 때, 도시 소비품 도소매
총액은 43,331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현 및 현급이하 소비품 도소매
총액은 20,496억 위앤으로 동기대비 14.9%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놓고 볼 때, 도소매업,
숙박업과 음식업은 각각 15.8%와 18.2%, 기타 산업은 4.6% 증가하였다.
상반기 중국 소비자가격지수는 4.1% 증가하였다. 유형을 놓고볼 때, 식품가격은 10.6%,
그중 양식가격이 6.3%, 계란가격이 26.2%, 육류 및 기타 제품가격이 29.1%, 수산품가격이
4.6%, 채소가격이 3.0% 증가하였고, 과일가격이 3.3% 하락하였으며, 기타 상품가격은
오르내림이 있다. 담배와 술 및 용품가격이 1.7%, 가정설비용품 및 수리서비스가격이 2.0%,
의료보건과 개인용품가격이 1.8%, 거주가격이 4.1% 증가하였고, 교통과 통신가격이 0.7%,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가격이 1.1%, 의류가격이 0.3% 하락하였다. 3사분기 상품소매
가격이 3.2% 증가하였고, 공업품 공장출하가격이 2.7% 증가하였으며, 원재료, 연료, 동력
구매가격이 3.8% 증가하였다.
대외무역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무역순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사분기 중국 수출입
총액은 15,708억 달러로 동기대비 23.5% 증가하였고 그중, 수출이 8,782억 달러로 동기
대비 27.1%, 수입이 6,926억 달러로 동기대비 19.1% 증가하였다. 수출입무역순차는 1,857
억 달러로 동기대비 758억 달러 증가하였다. 3사분기 실제 이용한 FDI금액은 472억 달러로
동기대비 10.9% 증가하였고, 9월말 국가외환보유량은 14,33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하였다.
3사분기 중국 도시,진( 鎮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10,346위앤이고,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증가율은 13.2%이다.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3,321위앤이고,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
성장률은 1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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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지로서의 장점
중국은 80년대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개방전략을 취해 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전방위 다원화" 전략을 취하였다. 특히 9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는
(1996-2000) 지역을 7개로 나누어(동북지구, 환발해지구, 장강삼각주 및 연해경제구, 중부
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 경제개발을 추진한 바가 있다.
7대 경제구 개발 계획: 제8기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 자치구 등 행정
구역에 의한 경계선을 타파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7대
경제구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하였으며 단 산업의 획일
화와 중복 투자는 방지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우위성을 감안한 산업정책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1

1999년 11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2000년 주요사업으로 "서부대개발" 계획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1월 하순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팀을 주체로 성, 시대표를 소집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우선 인프라구축을 강화한 다음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배양,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서부는 총 면적이 540만㎢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85억으로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탐사된 매장 자원만해도 전국의 68%에 이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에너지, 관광자원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다국적기업의 700 여개 해외 R&D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에서

활발하게

R&D활동을

전개하는데는

첫째,

제조기반과

근접한것에서

기인되고 다국적기업은 이미 대량의 제조능력을 중국으로 전이시겼다. 둘째, 중국시장에
접근하여 중국시장에 맞게 R&D를 전개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저렴한 R&D 인력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고급인재방면에서는 개발국과 아직 비교적 현저한
거리가

있지만,

중,저급

R&D

인원의

원가는

개발국대비

1/10-1/6에

불과,

일부

다국적기업은 이미 중국에 동 기업의 전 세계 R&D센터를 건립하고, 전 세계 시장을 면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이 점차 WTO가입 약속을 이행하면서, 서비스시장에 따른 외상투자를 점차 개방하고
있다. 이외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조치(CEPA)를 체결하였고, 11.5
계획기간 中國-東盟(ASEAN)自由貿易區, 中國-智利(칠레)自由貿易區, 中國-澳大利亞(호주)
自由貿易區, 中国-新西蘭(뉴질랜드)自由貿易區와의 서비스무역과 투자협정에 관한 담판을
완성하고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국 서비스시장의 진일보 개방을 추동 할 것이다.
중국에서 외주서비스업무를 전개하는 데는 안정적인 정치국면, 양호한 투자환경, 완선화된
기초시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자원 등의 장점이 있다.
1

"서부"란 산시(陕 西), 간쑤우, 칭하이, 닝샤, 신쟝, 시짱, 윈난, 꾸이저우, 스촨, 충칭, 광시,

내이멍구 등지로 정부당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바 있는 '90년
대에는 동부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우선 개발하고 2000년 이후 동부연해 지역
의 발전을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 량개대국- 兩個大
局》' 론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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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미국 “CIO Insight” 잡지에서 2005년 “전 세계 외주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외주제공국의 원가와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2005년 전 세계 외주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인도이고, 두번째가 중국이었다. 미래 외주지수(2015년)에는 중국이 1위를
점할 것이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흡인력이 있는 외주 제공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M&A가 점차 외국투자자들의 주요한 진입 방식이 되면서,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서에서는
2006년 8월 9일에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고, 처음으로
외국그룹이 주식을 사용하여 중국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미래의 장기 경제발전 전망과 투자환경에 대한 신심의 증가와,
중국이 점차 중화학공업화단계로 진입하면서 하류산업이 중화학공업에 비교적 큰 수요를
나타내고,

중국의

인수합병

등

법률환경의

진일보

완선화로

중화학공업

등

자본과

기술밀집정도가 높은 산업에 점차 많은 외자가 진입하고 있다.
초기 중국에 진입한 외국투자기업은 본사의 분공장, 자회사, 계열회사들 이었는데 이러한
기업수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이미
MOTOROLA, NOKIA, MITSUBISHI 등 유명한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본부를 설립하였다.
다. 투자지로서의 단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300여 개의 법령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지난해 행정허가
법을 발표하며 각종 법령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법제시스템의 정비로 투자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노조설립 요구, 제품인증, 소비자 보호 등 각종 법규준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탈세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국가세무 국에서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8만개에 달하는 외자기업 중 41%가 결손상태로 매년
결손규모가 1200억 위앤에 달하고 있어 세무당국은 이를 외자기업의 탈세행위의 결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내자기업의 역차별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각종 우대혜택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과거 지역위주의 세수우대 정책에서 산업과 기술위주로 전환되는 한편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의 세수혜택을 줄어드는 한편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를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력신장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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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통계
개혁개방 표방 이래 반세기를 갓 넘어선 시점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FDI 유치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FDI유치액은 3,952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
하기 시작했고, 투자유입 금액과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내수시장 성장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FDI 유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수는 62만 5천 여개, 실제투자액은 7,499억 달러이었다. 신규 투자건수는 30,826건
으로 동기대비 6.78% 하락 하였고, 투자실행액은 539.95억 달러로 동기대비 11.15% 성장
하였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년도

(단위: US$억, 건)
허가건수
16,918
22,347
26,140
34,171
41,081
43,664
44,001
41,485
30,826
625,826

투자실행액
403.19
407.15
468.78
527.43
535.05
606.3
603.25
735.23
539.95
7,499.4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
누계(1978-2007.10)
자료원: 중국 상무부

대중국 FDI는 2007년 10월말기준 투자방식 별로 독자투자가 422.63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자투자 104.99억 달러, 합작투자 10.51억 달러, 외국인 지분투자
1.82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1-7월 외자이용 통계
(단위: US$억)
외자이용방식
합계
1. 외국인직접투자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독자기업

외자비준 현황
항목수
2007년
동기대비
2006년
(1-10월)
(%)
30,826
41,485
-4.81
30,826
41,485
-4.81
6,292
10,223
-15.04
529
1,036
-38.4
23,977
30,164
-0.23
-18.52

실제외자이용금액
2007년
(1-10월)
571.44
539.95
104.99
10.51
422.63

735.23
694.68
143.78
19.4
462.81

동기대비
(%)
10.92
12.92
-5.75
-25.3
20.76

1.82

4.22

-17.87

2006년

외국투자주식제

28

50

합작개발

0

0

0

0

은행, 보험, 증권영역

0

12

0

64.47

2. 외국인 기타 투자

0

0

31.49

40.55

-14.66

대외 주식 발행

0

0

4.01

13.55

-60.87

국제임대
보상무역
가공장비

0
0
0

0
0
0

1.8
0.18
25.5

0.36
0.21
26.43

4.12

자료원: 商职部外遗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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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별, 업종별, 지역별 투자동향
1) 국별 투자동향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형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 투자기업의 중국 비지니스 노하우 습득 등으로 인해 독자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0%를 상회하고 있다.
2007년 1-10월 미국의 대중국 신설 기업수는 동기대비 15.93% 하락하였고, 실제투자 금액
은 동기대비 5.95% 하락하였다.
원 유럽 15개국의 대중국 신설 기업수는 동기대비 7.28% 하락 하였고, 실제투자금액은
동기 대비 29.54% 하락하였다.
1-10월 대중국 투자 앞 10위 국가/지역(실제투자금액 기준)의 순위는 홍콩(186.55억 달러),
버진군도(129.14억 달러), 한국(29.45억 달러), 일본(28.1억 달러), 싱가폴(22.45억 달러),
미국(19.87억 달러), 케이만 제도(17.88억 달러), 사모아(14.57억 달러), 대만(12.94억
달러), 모리셔스(9.07억 달러)이고, 앞 10위 국가/지역의 실제투자금액은 동기 전국 실제
투자금액의 87.05%를 점하였다.
2007년 1-10월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US$억)
순위

국가 명

건수

실행 액

1

홍콩

12,948

186.55

2

버진군도

1,562

129.14

3

한국

2,865

29.45

4

일본

1,620

28.1

5

싱가폴

878

22.45

6

미국

2,143

19.87

7

케이만제도

277

17.88

8

사모아

662

14.57

9

대만

2,685

12.94

10

모리셔스

198

9.07

25,838

470.02

전체
자료원: 商职部外遗司(2007년 10월 기준)
2) 업종별 투자동향

2007년 상반기 중국의 전체 FDI 유치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년대비
점유율이 9.0% 하락하였고, 대신 서비스업이 작년 동기대비 58.2% 성장하여 차지하는
비중 이 40%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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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7년 상반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실제 투자 통계
(단위: US$억, %)
년도

총계

2002

제조업

서비스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527.4

368.0

69.8

129.59

24.57

2003

535.1

369.4

69.03

131.36

24.54

2004

606.3

430.17

70.95

122.28

20.17

2005

603.2

424.5

70.37

168.04

27.86

2006

694.7

400.77

57.69

211.39

30.43

2007(1-6)

318.89

170

53

138

43.2

자료원: 중국 상무부
서비스 산업은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대민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도소매업과 임대, 부동산, R&D/기술서비스/지질, 호텔/식당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2004-2006년 업종별 외국인 투자 통계
(단위: US$억, %)
년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06.3

13.3

603.2

-0.5

694.7

-4.1

농림어업

11.14

11.3

7.2

-35.5

6

-16.5

채광업

5.38

60.1

3.5

-34

4.6

29.7

제조업

430.17

16.5

424.5

-1.3

400.8

-5.6

전력, 가스, 수도 생산/공급

11.36

-12.3

13.9

22.7

12.8

-8.1

건축업

7.72

26.1

4.9

-36.5

6.9

40.4

운수, 무류, 우정산업

12.73

46.8

18.1

42.4

19.8

9.5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9.16

-

10.1

10.7

10.7

5.5

도소매

7.4

-33.7

10.4

40.4

17.9

72.3

호텔, 식당

8.41

-

5.6

-33.4

8.3

47.8

금융

2.52

8.6

2.2

-13

67.4

-45.2

부동산

59.5

13.6

54.2

-8.9

82.3

51.9

임대, 비지니스 서비스

28.24

64.2

37.5

32.6

42.2

12.8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지질관측

2.94

6.5

3.4

15.8

5

48.1

수질/환경관리, 공공설비 관리

2.29

-

1.4

-39.3

2

40.4

대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1.58

-95

2.6

64.6

5

93.9

교육

0.38

-34.5

0.2

-53.8

0.3

65.6

위생, 사회보장, 복리후생

0.87

-31.5

0.4

-55.1

0.2

-61.4

문화, 체육, 레저

4.48

-

3.1

-31.8

2.4

-21

사회단체활동

0.02

-

0.04

105.6

0.07

91.1

자료원: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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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투자동향
지역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지역이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
한 기업 소득세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중서부 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서부대개발 등 중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중서부로의 외국인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외상 투자현황
(단위: US$억, %)
년도

동부

중부

서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9

354.3

87.9

37.5

9.3

11.4

2.8

2000

357.9

87.9

37

9.1

12.3

3

2001

408.6

87.2

41

8.8

19.2

4.1

2002

457.3

86.7

50.1

9.5

20.1

3.8

2003

459.5

85.9

58.3

10.9

17.2

3.2

2004

522.1

86.1

66.8

11

17.4

2.9

2005

535.69

88.8

48.56

8.1

19

3.1

2006

569.22

90.32

39.22

6.22

21.77

3.45

285

-

19

6

15

52

2007(1-6)

주: 동부는 北京, 天津, 河北, 遼寧, 上海, 江蘇, 浙江, 福建, 山東, 廣東, 海南
중부는 山西, 吉林,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자료원: 중국 상무부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새로운 조류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파트너를 찾거나 독자형태로
기업을 세워 비지니스를 전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기업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M&A 방식의 투자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2005년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M&A 규모는 70억 불로 큰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금융부문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M&A 비중은 전체 FDI의
10%내외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M&A 가 전체 FDI의 70-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아직은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중국에서 M&A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서 대형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자 중국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으나
M&A를 통한 투자가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소개
2006년 12월 초에 발표한 2005-2006년 매출액기준 500대 외자기업 리스트 중, 500대
외자 기업의 매출총액은 36,848.86억위앤으로 2005년 대비 7,150.15억 위앤 증가하였고,
24.08% 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양호하게 발전하여, 2006년
리스트에 오른 제500위 기업의 매출액은 24.12억 위앤으로, 작년 동위 순위의 기업 매출액
에 비해 4.98억 위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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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10위 제조기업의 매출액은 모두 348억 위앤을 초과하고, 1위를 점한 鴻富錦精密工業(深
圳)有限公司의 매출액은 1,255.64억 위앤으로 2005년에 비해 539.87억 위앤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75.43%에 달하였다.
500대 기업의 지역분포는 각지 외상투자기업의 수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동부지역은
여전히 외국대기업의 집결지로 모두 451개 기업(전체의 90.2%)이 있다. 그중 광둥성은
126개의 500강 기업을 유치한 가장 많은 성이다. 이외 30개 이상 선정된 도시로는 상하이
(95개), 쟝수성(84개), 베이징(39개)이고, 중부지역은 34개(전체의 6.6%), 서부지역은 15개
(전체의 3%) 이다.
500대 기업에 열거된 기업이 종사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산업구조가 다원화 되어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전자전기, 자동차, 전력 석유, 강철, 부동산, 상업소매 등 지주 산업과
하이테크기술산업, 서비스 등 영역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수가 점차 늘어나고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 제조업체는 386개로 77.2%를 점하고, 서비스영역 업체는 107개
로 21.4%를 점하며, 서비스무역영역 업체의 점유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이
WTO가업 후 서비스무역영역에 대해 실시하는 개방정책과 관련된다.
500대 외상투자기업은 세계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고, 그중 홍콩
투자기업은 118개로 1위를 점하고, 버진제도투자기업, 일본투자기업이 각기 78개, 76개로 2,
3위를 점하고 있다. 지역분포를 놓고 보면,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주변 국가와 지역의
투자기업 수는 284개로 전체의 56.8%를 점하고, 유럽지역의 투자기업 수는 54개로 10.8%
를 점한다.
2006년 중국 외자기업 500強 상위 10개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명칭

기업형식

1

鴻富錦精密工業(深圳)有限公司

대만 FOXCONN 독자회사

2

摩托羅拉(中國)電子有限公司

미국 MOTOROLA 독자회사

3

中海石油中國有限公司

4

上海通用汽車有限公司

5

聯想國際資訊產品(深圳)有限公司

联想集团 산하기업

6

華能國際電力股份有限公司

China Huaneng Group의 지주 자회사

7

東風汽車有限公司

8

達豐(上海)電腦有限公司

대만廣達集團의 전액자회사

9

英順達科技有限公司

英業達股份有限公司의 산하기업

China national offshore oil의
전액자회사
上海汽車工業集團總公司(50%)
와 미국 GM회사(50%)의 합자회사

東風汽車公司와 日產汽車公司
(NISSAN)의 합작회사

설립년도
1998년3월
1992년
1999년8월
1997년6월
1986년
1994년6월
2003년6월
2000년12월
2003년

長 春 第 一 汽 車 製 造 廠 (60%)과 독일
Volkswagen회사(40%)의 합자회사.
10

一汽大眾汽車有限公司

1995년，Audi회사가Volkswagen회

1991년

사로부터 Faw-volkswagen의
10% 주식을 구매
자료원: 中國商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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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鴻富錦精密工業(深圳)有限公司
FOXCONN기업이 1998년 3월 선쩐시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동 기업은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통신, 소비전자 등 하이테크 관련 부품과 시스템 제품을 생산하고, 현재
중국에는 深圳龍華, 江蘇昆山과 北京 등 3대 과학기술공업성을 설립하였다.
2) 摩托羅拉(中國)電子有限公司
1987년에

중국에

진출한

MOTOROLA사는

1992년

텐징에

동사를

등록

설립하였고,

전면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업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MOTOROLA는 중국 대륙에 3개 독자기업, 1개 지주회사, 16개 R&D센터, 5개
합자기업과 22개 지사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중국에 투자한 총액이 36억 달러로 중국
에서 가장 큰 외상투자기업중 하나이다.
3) 達豐(上海)電腦有限公司
2000년 7월 廣達集團은 상하이에 1.7억 달러를 투자하여 達豐(上海)電腦有限公司를 위주로
하고, 達豐, 達功, 達偉, 達業, 達福, 達利, 達人, 達群 등 8개 자회사와 達研, 達威, 達輝
3개 계열기업을 설립하여 QSMC廣達上海製造城을 설립하였다.
대만廣達集團의 전액 자회사인 동사는 노트북을 위주로 Server(伺服器), 핸드폰, LCD
모니터, LCD TV 등 IT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 투자 통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1988년도부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여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1위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007년 1-9월 대 중국 총투자는 6,869건, 34억 5천만 달러이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43.5%,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31.3%로 2006년에 비해 건수 비중(52.4%)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금액
비중(29.9%)은 다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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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대중투자 추이
(단위: 건, US$백만)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2

2

3

1

10

1990

51

40

56

47

18

1992

314

269

223

370

163

1994

1,298

1,066

827

1,740

684

1996

1,518

927

1,971

2,176

992

1998

594

321

908

1,121

703

2000

1,390

919

1,003

2,146

892

2001

1,741

1,141

1,012

3,214

671

2002

2,508

1,557

2,104

4,427

1,068

2003

3,100

1,833

2,816

5,622

1,700

2004

3,964

2,240

3,708

8,065

2,338

2005

4,609

2,329

3,577

9,532

2,729

2006

4,683

2,293

4,533

9,778

3,348

2007(1-9)

3,490

1,758

4,865

6,869

3,452

Total

33,422

19,639

31,023

60,968

21,143

및

변경.

주:

2007년

9월부터

업종분류

건수기준

기존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를

세분화하여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로 분류. 변경전 신고, 투자건수는 변경후
신규법인수, 현재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하고,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07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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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주요 투자 기업 리스트 정리
2005-2006년 중국 외자기업 500強 중 한국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명칭

매출액 (억 위앤)

14

樂金飛利浦液晶顯示(南京)有限公司

326.38

29

北京現代汽車有限公司

250.02

34

天津三星通信技術有限公司

213.19

44

樂金電子(惠州)有限公司

153.41

74

樂金電子(天津)電器有限公司

103.35

81

樂金飛利浦液晶顯示貿易(上海)有限公司

94.76

94

天津三星電子顯示器有限公司

86.64

95

蘇州三星電子電腦有限公司

86.56

103

上海三星半導體有限公司

83.45

108

南京LG同創彩色顯示系統有限責任公司

80.56

113

三星(中國)投資有限公司

79.44

114

蘇州三星電子有限公司

79.37

132

浪潮樂金數位移動通信有限公司

71.52

134

山東三星通信設備有限公司

70.22

142

惠州三星電子有限公司

67.67

154

深圳三星科健移動通信技術有限公司

65.64

156

北京現代摩比斯汽車零部件有限公司

65.15

168

東莞三星視界有限公司

62.22

184

深圳三星視界有限公司

58.17

228

天津三星電子有限公司

48.38

241

寧波樂金甬興化工有限公司

45.99

263

樂金飛利浦曙光電子有限公司

40.81

273

樂金電子(中國)有限公司

39.61

300

東莞三星電機有限公司

36.31

316

上海樂金廣電電子有限公司

34.87

357

天津通廣三星電子有限公司

31.63

380

天津三星視界有限公司

30.47

388

樂金電子(南京)等離子有限公司

29.53

442

青島樂金浪潮數位通信有限公司

26.80

467

泰州樂金電子冷機有限公司

25.11

478

樂金電子(瀋陽)有限公司

24.79

자료원: 國際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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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樂金飛利浦液晶顯示(南京)有限公司
모기업

LG. Philips LCD주식회사(LPL)

업종

제조업

제품명

TFT-LCD 모듈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4,000여명

투자진출시기

2002년

2) 樂金電子(惠州)有限公司
모기업

LG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VCD, CD Rom, DVD

합작비율

합자기업

종업원수

1,300

투자진출시기

1994년

3) 天津三星通信技術有限公司
모기업

삼성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GSM 핸드폰

합작비율

합자기업

종업원수

5,000명 정도

투자진출시기

2001년

4) 天津三星電子顯示器有限公司
모기업

삼성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칼라모니터

합작비율

한국측지분80%

종업원수

1499명

투자진출시기

1998년

5) 東莞三星視界有限公司
모기업

삼성 SDI(주)

업종

제조업

제품명

전자부품 조립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4,000여명

투자진출시기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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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樂金電子(中國)有限公司
모기업

LG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전자제품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18,000명

투자진출시기

1995년

7) 蘇州三星電子電腦有限公司
모기업

삼성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Notebook PC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1,000여명

투자진출시기

2002년

8) 上海三星半導體有限公司
모기업

삼성전자

업종

무역업

제품명

Memory，System LSI，TFT-LCD，OMS，HDD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30-50명

투자진출시기

2001년

9) 南京LG同創彩色顯示系統有限責任公司
모기업

LG전자

업종

제조업

제품명

디스플레이

합작비율

한국독자기업

종업원수

800여명

투자진출시기

1998년

다. 업종별, 지역별 투자동향
1) 업종별 투자동향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 됐고, 한국 또한 중국의 주요 외자유치 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근래 들어 중국에 투자되는 한국자본은 단일항목에 대한 투자는
적고 투자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점, 투자 산업의 분포가 광범위하다는 점, 환발해지역
특히 산둥(山東)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167

kotra 국가정보

한국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를 볼 때, 전년대비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투자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중 제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부동산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자와 통신설비 제조업이 한국기업이 가장 집중하는 투자 분야이다.
IT산업은 전세계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신흥 산업으로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국기업은
노동집약형의 가공 및 조립 단계를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모회사나 여타 자회사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한 후 가공조립을 거쳐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본국이나 제3국으로 되파는 형식으로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의 특징은 바로 상품의 핵심기술 및 주요 부품의 공급처, 상품의 판로가 모두 모회사에
의해 장악된다는 것이다.
투자자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모두 투자액이 증가하였다. 대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동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이, 개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업종별 투자통계
(단위: 건, US$백만)
업종

2005

2006

2007(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 및 임업

158

9

147

12

102

17

어업

15

1

7

0.8

2

0.3

광업

22

14

47

19

25

14

7,531

2,251

7,464

2,727

5,010

2,728

3

0.3

7

10

10

5

건설업

139

63

217

73

113

69

도, 소매업

616

210

832

240

681

196

숙박 및 음식업

255

25

250

24

222

23

운수업

44

27

45

11

61

41

통신업

13

0.5

13

0.9

8

3

부동산 및 임대업

201

51

139

92

101

120

사업서비스업

259

32

294

63

281

168

교육서비스업

32

2

30

2

23

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

4

13

2

5

0.4

130

18

174

66

141

45

95

6

97

6

74

9

1

15

0

0

0

0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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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투자동향
중국 화동지역의 개방 확대와 경제 성장 등 비지니스 환경 개선에 따라 2002년 이후
쟝수성에 대한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증가한 반면 텐징지역에 대한 가공무역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둥성, 쟝수성, 베이징, 상하이, 텐징, 저쟝성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광둥성, 랴오닝성, 스촨성, 후베이성, 쟝시성 등
일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투자통계
(단위: 건, US$천)
구분

2006년

2007년(1-9월)

누계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합계

9,778

3,348

6,869

3,452

60,968

21,143

강소성

1,173

1,071

833

1,372

6,202

4,983

산동성

4,415

826

2,889

579

26,190

5,431

요녕성

806

185

633

276

6,434

1,598

북경시

676

269

452

258

3,760

2,187

천진시

709

290

459

202

5,379

1,873

상해시

603

220

546

198

3,411

1,337

광동성

317

126

237

167

2,061

851

절강성

294

81

235

105

1,864

810

하북성

183

58

116

93

1,026

371

흑룡강성

84

14

67

53

884

285

호북성

36

10

37

22

134

81

산서성

4

2

10

21

67

30

강서성

28

13

20

20

93

48

길림성

210

21

151

18

2,075

354

사천성

33

11

28

18

217

86

안휘성

20

8

21

12

135

73

해남성

14

5

12

9

102

53

감숙성

12

9

28

9

53

19

복건성

45

12

25

9

330

99

자치구

51

24

23

3

174

195

호남성

12

82

13

3

102

312

하남성

12

7

6

2

81

38

섬서성

18

0.427

12

2

62

12

운남성

12

2

14

1

106

8

귀주성

5

0.755

2

0.51

19

7

청해성

6

1

0

0

7

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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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투자법 내용
2

가. 투자법 개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WTO를 앞둔 2000년 10월 31일 외자기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잇달아 개정하였다.
1)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전국인민대표대회 2000년 10월 31일 개정, 시행》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
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중국
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품
수출에 주력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자기업 설립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한 투자 및 취득한 이윤, 기타 합법적 권리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

상황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
한 기관이 심사 및 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가는 외자기업설립신청에 관한 비준을 얻은 뒤, 허가서류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설립일은 영업허가증 발급일에 준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법은 외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
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세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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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정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계약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예산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대로 회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회계장부설치를 거절할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은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중국국내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후

이윤을

중국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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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하며, 심사비준기관에서 비준한다.
기한 만료후 연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만료 180일전에 이를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고접수일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료는 반드시 적시에 공고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청산 완료전 청산집행을 위한 것 이외에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 종료 후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철수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
《국무원 1990년 10월 28일 제정, 2001년 4월 12일 개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높은 경제효율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고무한다
제4조

외자기업

설립의

금지

혹은

제한항목은

국가에서

“외자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5조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은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중국의 주권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중국의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것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중국-172

kotra 국가정보
제6조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 권한을 가지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설립 절차
제7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심사, 인가한 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計 畫 單 列 市 ),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 허가 및 허가증 발급권한을
위임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허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타의 균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허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 성, 자치구,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비준기관으로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 무역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사용사항
등이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비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원)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신용증명서류
6)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답변서
7)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의 서류는 기타 외국어
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비준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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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앞에 언급한 서류중 미비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부로
보충하거나 수정케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바로 이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서비스기관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제8조, 제9조
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자금조달내역, 출자방식, 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리인
6) 주요생산설비와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원
7) 제품의 수요자, 판매지역, 유통채널, 판매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화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강습,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제15조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엔지니어, 수석회계사 등
요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중지, 청산
9) 정관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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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 행정관
리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단, 허가를 얻으면 기타 조직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
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 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지칭한다. 즉 생산
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을 지칭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지칭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하지만 투자총액과 생
산경영규모 등이 변화되어 등록자본금을 확실히 감소할 경우 반드시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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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5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특허
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가 기계설비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할 경우, 동 기계설비는 외자
기업 생산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이다
동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평가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
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설립
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항구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상품검사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
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비준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부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외자기업비준
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록취소와 영업허가증 반납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
행정관리기관이 직접 영업허가증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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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내에 납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기한을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
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납입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3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상황에 의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5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6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할 때 소재지의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비를 납부
해야 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의 징발, 철거, 안치비용과 외자기업을 위한 기초
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기관에 의해 일회에 징수되거나, 또는
분할 징수된다
제38조

외자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기초시설의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제39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 징수기준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 40 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연한은 허가받은 외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1조 외자기업은 본장의 규정 외에도 토지사용권 취득을 규정한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와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이하 물자라 약칭함)등의 구매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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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 동등한 조건이라면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 43 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생산제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의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비율을 초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국내
무역회사 혹은 국외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수출케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판매케할 수도 있다
제 45 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
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노무, 서비스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노무, 서비스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제47조

외자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통계

규정에

따라

통계

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의 피고용인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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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서 언급한 승인받은 수입물자를 중국내에서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할 경우에는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 52 조 외자기업의 외환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내 외환업무
취급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은행의 외환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계좌
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 경영에 필요하여 국외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출납
상황을 보고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관련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소재지의 재정, 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세후이윤의 10%미만
이어서는 안되며, 공제액의 누계가 등록자본의 50%에 이르면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前)회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기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 회계
연도에 분배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 세무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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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
회계사의 공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내에 재정,세무기관에 회부해야 하며, 아울러 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1조 외국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62조 외자기업은 재정, 세무기관에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여 재정, 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 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영업중지 혹은 영업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사직, 보수, 노동보호, 노동
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규정에 의거하여 말단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67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 과학, 기술,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문화,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양한다
노동조합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
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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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장 기한, 중지,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 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독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180일 전에 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
행정관리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의 2), 3), 4)호의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신청서를 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이 승인한 일자가 해산일이다
제73조 외자기업이 제72조 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비준 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리인,

채권자

대표

및

관련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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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금 회수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관에 등록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제72조 4)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 80 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여타 기업 혹은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국외거주 중국
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 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해 올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전국인민대표대회 1979년 7월 1일 제정, 2001년 3월 15일 2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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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아래 외국합영자로 약칭)이 중국정부의 비준하에 평등호혜의 원칙에
좇아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기구(아래 중국합영자로
약칭)와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좇아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친 협의, 합동, 정관에
의한 합영기업에 대한 투자, 응당 가져야할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
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
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행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하에는 사회공중이익의 수요에 의해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합영기업에 대한 징수를 실행하며 상응한 배상을 가한다
제3조 합영하는 각측이 체결한 합영협의, 합동, 규약은 국가대외경제무역관련부문(아래
심사비준기관으로 약칭)에 올려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안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받은후 국가공상행정관리주관부문에 등록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서 영업을 시작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가운데 외국합영자의
투자비례는 일반적으로 25% 이상을 차지한다. 합영 각측은 등록자본비례에 의해 이윤을
나누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영자의 등록자본양도는 반드시 합영 각측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측은 현금, 실물, 공업자산권 등으로 투자할수 있다. 외국합영자의 투자
로 들여온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에서 확실히 수요하는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일부러 락후한 기술과 설비로 기만행위를 진행해 손해를 조성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경영기간

제공한

장소사용권을

망라할수

있다.

장소

사용권을 중국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분으로 하지 않았다면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각항 투자는 합영기업의 합동과 규약에서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
(장소는 제외)은 합영 각측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이사회 인원구성은 합영 각측에서 협상하고 합동, 규약에서 확정하며 합영
각측에서 위임하거나 해임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 각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선거에 의해 산생된다. 중외합영자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하면 다른 일방이 부이사장
을 담임해야 한다. 이사회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의 정관규정에 의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입지출
예산, 이윤분배, 노임계획, 정업 및 총경리, 부총경리, 총공정사, 총회계사, 심계사 의 임명
혹은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망라한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토론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正副)총경리(혹은 정부공장장)은 합영 각측에서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직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법에 좇아 합동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규정
해야 한다
제7조 합영기업직원은 법에 좇아 공회기구를 설립하고 공회활동은 전개해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공회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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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영기업이 취득한 총이윤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의해 합영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규약에서 규정한 예비기금, 직원장례 및 복리기금, 기업발전기금을 제거
하고 순이윤을 합영 각측의 등록자본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세금징수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감소, 면제의 우대를 향수할수 있다. 외국합영
자가 분배받은 순이윤을 중국경내에서의 재투자에 사용할 때 이미 납부한 부분적 소득세를
반환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경영을 허용하는 은행
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환구좌를 설치해야 한다. 합영기업외환에 관한 사무는 중화 인민
공화국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과정에서 직접 외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항 보험은 중국경내의 보험회사에 신청
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수요되는 원자재, 연료 등 물질은 공평,
합리의 원칙에 의해 국내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국외로 제품
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판매하거나 해당 위탁기구 에서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 기업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국외에 분립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영자는 법률과 협의, 합동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후 나눠받은 순이윤,
합영기업기한이 끝나거나 중지되 나눠받은 자금 및 기타 자금을 합영기업합동에서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의해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국외로 송금할수 있는
외환를 중국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을 가진 직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을 중화 인민
공화국세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다양한 항업,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약속을 할 수 있다.
일부 항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속해야 하고 일부 항업의 합영기업은 합영 기한을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합영기한을 약속한 합영기업은 합영 각측이 합영기한연장에 동의
하면 합영기한이 끝나기 6개월전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심사 비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1개월안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이 심한 손해를 보거나 합영일방이 합동과 규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 요소가 발생된 경우 합영 각측의 협상,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신청하고 국가 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해 합동을 종지할 수 있다.
합동을 위반해 손해를 조성한 경우 합동위반측이 경제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제15조 이사회가 합영 각측의 분쟁을 협상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혹은
중재를 진행하거나 합영 각측이 협의해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받을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국무원 1983년 9월 20일 공포, 2001년 7월 22일 3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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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기업법(이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라고 약칭함)의 순조로운
실시에 편리를 도모하고저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중국경내에서 비준받고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경영기업이라고 함)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경내에서 설립한 합영기업은 마땅히 중국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제고를
추진할 수 있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유리해야 한다. 나라에서 권장, 허용, 제한 또는 금지
하는 합자기업의 업종은 나라에서 “외국인투자지도방향잠정규정” 및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합자경영기업을 신청, 설립함에 있어서 다음 경우의 하나에 해당할 때 비준하지
않는다
1) 중국의 주권에 손해를 줄 경우
2) 중국법률을 위반할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환경오염을 초래할 경우
5) 협의, 계약, 정관이 분명히 공평하지 못하며 합자경영일방의 권익에 손해줄 경우
제5조 중국법률, 법규와 합자경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합자경영 기업
은 자주적으로 경영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각 해당 부문은 지지해주고 도와
주어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록
제6조 중국경내에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 경제
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고 약칭함)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무릇 다음의 조건을 구비할 경우 국무원 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해당 부문에 권한을 부여하여 심사비준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비준권한이내에 있으며 중국경영자의 자금원을
이미 낙착한 것
2) 나라에서 원자재를 증가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료, 동력, 교통운수, 대외무역수입
할당액 등 방면의 전국평형에 영향주지 않는 것
전항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을 비준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올려보내여 등록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해당 부문을 이하 비준기구로 통칭한다
제7조 합자경영기업을 신청, 설립함에 있어서 중외합자경영자가 심사비준기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올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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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신청서
2) 합자경영 각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3) 합자경영 각측에서 대표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체결한 합자경영기업협의, 계약, 정관
4) 합자경영 각측에서 위탁파견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인원명단
5) 심사비준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문건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중 2), 3), 4)항의 서류는 동시에 합자경영 각측에서 상론하여 결정한 한가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두가지 문자로 작성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심사비준
기구에서 올려보낸 서류에 타당하지 못한 곳을 발견했을 경우 기한내에 수개하도록 요구
해야 한다
제8조 심사비준기구는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신청자는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1개월내에 나라의 해당 규정에 좇아
공상행정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구라고

약칭함)에

찾아가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자경영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자가 곧 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날자로 된다
제10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합자경영기업협의는 합자경영 각측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에
대한 요점과 원칙상에서 일치한 의견을 이루어 체결한 서류를 가리키며 이른바 합자
경영기업의 계약이란 합자경영 각측이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권리,
의무관계상에서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여 체결한 서류를 가리킨다. 합자경영기업의 정관은
합자경영기업의 계약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합자경영 각측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 규정한
합자경영기업의 취지, 조직원칙과 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의 서류를 가리킨다. 합자경영 기업
의 협의와 합자경영기업의 계약이 저촉될 때에는 합자경영기업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는다.
합자경영 각측의 동의를 거쳐 합자경영기업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다만 합자경영 기업계약,
정관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제11조 합자경영기업의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 합자경영 각측의 명칭, 등록한 나라, 법정주소와 법정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자경영기업의 명칭, 법정주소, 취지, 경영범위와 규모
3)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자경영 각측의 출자액, 출자비례, 출자방식, 출자
납부기한 및 출자액의 체납과 주권(股權)양도에 관한 규정
4) 합자경영 각측의 이윤분배와 결손을 분담하는 비례
5)합자경영기업이사회의 구성, 이사정원의 분배 및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
인원의 직책, 권한과 초빙임용방법
6) 채용한 주요 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그 공급원
7) 원자재의 구매와 제품판매원칙
8) 재무, 회계, 회계심사에 관한 처리원칙
9) 노동관리, 노임, 복지, 노동보험 등 사항에 관한 규정
10) 합자경영기업의 기한, 해체 및 청산절차
11) 계약을 위반한 책임
12) 합자경영 각측지간의 분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
13) 계약서류에서 채용하는 문자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 합자경영기업계약의
별첨조항은 합자경영기업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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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자경영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분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 합자경영기업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합자경영기업의 명칭 및 법정주소
2) 합자경영기업의 취지, 경영범위와 경영기한
3) 합자경영 각측의 명칭, 등록한 나라, 법정주소, 법정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
4)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자경영 각측의 출자액, 출자비례, 주권양도에
관한 규정, 이윤분배액과 결손을 분담하는 비례
5) 이사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설치, 사무원칙,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일군의 직책과 임명,
해고 방법
7) 재무, 회계, 회계심사제도의 원칙
8) 해체와 청산
9) 정관을 수개하는 절차
제14조

합자경영기업의

협의계약과

정관은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친

뒤

효력을

발생하며 수개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5조 심사비준기구와 등록관리기구는 합자경영기업계약, 정관의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검사하는 책임을 지닌다
제3장 조직형식과 등록자본
제16조

합자경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자경영기업의

책임에

대해

합자경영기업

각측은 각자가 인정하고 납부한 출자액에 한한다
제17조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의 대부금을 포함)이란 합자경영기업의 계약, 정관
에서 규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할 기본 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의 총수를
가리킨다
제18조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자경영기업이 등록관리기구에서 등록한 자본의 총액
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응당 합자경영 각측에서 인정하고 납부해야 하는 출자액의 합의여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인민페로 표시해야 하며 합자경영 각측에서
약정한 외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19조 합자경영기업은 합영기한내에 그 등록자본을 축감시켜서는 안된다.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로 확실히 축감해야 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합자경영일방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

주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합자경영하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비준심사기구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받은 뒤 등록관리기구에 찾아가 변경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자경영일방이 전부 또는
부분적 주권을 양도할 경우 합자경영하는 다른 일방은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 합자경영하는
일방이 제3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조건에 한해 합자경영하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양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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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합자경영기업등록자본의 증가와 감소는 마땅히 이사회회의에서 통과되어야하며
아울러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친 뒤 등록관리기구에 찾아가 변경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2조 합자경영자는 화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또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物料), 공업소유권, 전문기술, 장소사용권을 값으로 쳐서 출자할 수 있다.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 공업소유권, 전문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값은
합자경영 각측이 공평합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 확정해야 하며 또는 합자경영 각측이 동의
하는 제3자를 초빙하여 평가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국외합자경영자가 출자한 외화는 자금을 납부하는 당일에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기준환률에 따라 인민페로 환산하거나 또는 약정한 외화로 환산한다. 중국합자 경영자가
출자한 인민페현금을 외화로 환산해야 할 경우 당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기준환률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제24조 국외의 합자경영자가 출자한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는 응당 합자경영기업의
생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지적한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의
값은 같은 유형의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의 당시의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제25조 국외합자경영자가 출자한 공업소유권 또는 전문기술은 반드시 다음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존 제품의 성능, 품질을 뚜렷하게 개진하여 생산효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2) 원자재, 연료, 동력을 뚜렷하게 절약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국외합자경영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전문기술을 출자로 할 경우 이 공업소유권 또는
전문기술에 관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바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복사본 유효
상황 및 그 기술특성, 실용가치, 값을 계산하는 근거, 중국합자경영자와 체결한 값을 정할데
관한 협의 등 해당 문건을 포함해서 합자경영계약의 별첨조항으로 삼아야 한다
제27조 국외합자경영자가 출자로 삼은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 공업소유권 또는
전문기술은 마땅히 심사비준기구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합자경영 각측은 계약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각자의 출자액을 전부 입금시켜야
한다. 기한내에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전부 입금시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규정에 좇아 지연된
이자를 지불하거나 또는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제29조 합영 각측이 출자액을 입금시킨후 마땅히 중국의 등록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자금검수(驗資)보고를 제출하면 합자경영기업이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류를 발급해준다.
출자증명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합자경영기업의 명칭,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한 년,
월, 일, 합자경영자의 명칭(또는 성명) 및 그 출자액, 출자한 년, 월, 일, 출자증명서류를
발급한 년, 월, 일을 밝혀야 한다

중국-188

kotra 국가정보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제30조 이사회는 합자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이며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성원은 3명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성원의 분배는 합자경영 각측에서 출자한
비례를 참조하여 협상, 확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합자경영 각측의 임명, 파견을
받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회의는 해마다 적어서 1차를 소집해야 하며 이사장이 책임지고 소집,
사회한다. 이사장이 소집하지 못할 때 이사장이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위탁하여
이사회회의를 소집, 사회한다. 1/3이상의 이사가 제의하면 이사장이 이사회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는 2/3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이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탁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기의 대표로 위탁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또는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는 일반적으로 합자경영기업의 법정주소 소재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33조 다음 사항은 이사회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전원일치로 채택해야만 결의를 작성할
수 있다
1) 합자경영기업의 정관에 대한 수정
2) 합자경영기업의 중지, 해산.
3) 합자경영기업등록자본의 증가와 축감
4) 합자경영기업의 합병과 분립 기타 사항은 합자경영기업정관에 밝힌 의사규칙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장은 합자경영기업의 법정대표인이다. 이사장이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장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합자경영기업을 대표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 합자경영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경영관리사업을 책임질 수
있다. 경영관리기구에는 1명 총경리에 여려명 부총경리를 둔다. 부총경리는 총경리를 협조
하여 사업한다
제36조 총경리는 이사회회의의 각항 결의를 집행하며 합자경영기업의 일상경영관리기구를
조직, 지도한다. 이사회가 권리를 부여한 범위내에서 총경리는 대외로 합자경영기업을
대표하고 대내로 부하임직원을 임명, 해임시키며 리사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37조 총경리, 부총경리는 합자경영기업리사회에서 초빙하며 중국공민이든 외국공민이든
모두 담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초빙을 거쳐 리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합자경영기업의
총경리, 부총경리 또는 기타 고급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총경리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부총경리와 협상해야 한다.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는 기타 경제조직의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직을 담임해서는 안되며 기타 경제조직이 본 기업에 대한 상업경쟁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제38조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에게 사리를 도모하고 부정행위 또는 엄중한
실적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시로 그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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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합자경영기업이 외국 및 홍콩, 마카오지구에서 분점(판매기구를 포함)을 설립할 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유치
제40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술유치란 합자경영기업이 기술을 양도하는 방식을 거쳐
제3자 또는 합자경영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1조 합자경영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마땅히 실용적이고 선진적인것으로서 그제품이
국내에서 뚜렷한 사회경제효익이 있거나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기술양도협의를 체결할 때 합자경영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진행하는 권리
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며 아울러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술양도측에서
관련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43조 합자경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협의는 마땅히 심사비준기구에 신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기술양도협의는 반드시 다음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기술사용비는 공평합리해야 한다
2) 쌍방이 별도로 협의가 있는 외에 기술수출측은 기술수입측이 자기의 제품을 수출하는
지구, 수량과 가격에 대해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3) 기술양도협의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기술양도협의가 만기된 후 기술수입측은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술양도협의를 체결하는 쌍방에 한해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개진함에 있어서 그 조건이
대등해야 한다
6) 기술수입측은 자기가 인정하건대 적합하다는 공급원에 따라 필요한 기계설비, 부속품과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7) 중국의 법률, 법규에 금지된 불합리한 제한성조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7장 장소사용권 및 그 비용
제44조 합자경영기업이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용지를 절약하는 원칙을 관철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장소는 합자경영기업이 소재지 시(현)급 토지관련부문에 신청을
제기하여 심사비준을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장소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계약
에는 장소면적, 지점, 용도, 계약기한, 장소사용권의 비용(이하 장소사용비라고 략칭함),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을 위반한 벌칙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45조 합자경영기업에 필요한 장소사용권이 이미 중국합자경영측의 소유로 되어있을 경
우 중국합자경영자는 그것을 합자경영기업의 출자로 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같은 유형의
장소사용권을 취득하는데 납부해야 할 사용비용과 같아야 한다
제46조 장소사용비기준은 그 장소의 용도, 지리환경조건, 토지징용이주배치비용 (徵地瞬
遷安置費用)과 합자경영기업이 기초시설에 대한 요구 등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며 아울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토지주관 부문에
신고, 등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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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자경영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합자경영기업 영업수입의 백분비에 따라 소재지의 토지관련부문에 장소 사용비
를 납부할 수 있다.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구에서 개발성적인 항목에 종사함에 있어서
장소사용비는 소재지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48조 장소사용비는 용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5년내에 조정하지 않는다. 향후 경제의
발전, 공급과 수요의 정황변화, 지리환경조건의 변화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
하는사이(間隔期)가 적어도 3년은 지나야 한다. 장소사용비를 중국경영자의 투자로 할 경우
이 계약기한내에 조정해서는 안된다
제49조 합자경영기업이 본 조례의 제44조에 따라 장소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장소사용비는 계약에 규정된 토지사용시간에 좇아 시작할 때부터 1년을 단위로 납부하며
첫해(第一日歷年)의 토지사용시간이 반년을 초과했으면 반년으로 쳐서 계산하고 반년 미만
이면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기한내에 만약 장소사용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면 당연 히
조정을 실시한 년도로부터 새로운 비용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합자경영기업은 본장의 규정에 좇아 장소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 국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장소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8장 구매와 판매
제51조 합자경영기업이 수요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대설비(配套件), 운수공구와
사무실용품 등 (이하 물자라고 략칭함)에 한해 중국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가를 자체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52조 합자경영기업이 중국에서 사무실용품,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수요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3조 중국정부는 합자경영기업이 제품을 국제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제54조 합자경엉기업은 자체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또 국외합자경영자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도 있다
제55조 합자경영기업은 합자경영계약에 규정한 경영범위내에서 본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속품, 원자재, 연료 등 무릇 나라에서 규정한 수입허가증을 수요하는 물품에
한해 해마다 한차례 계획을 작성하여 반년에 한차례씩 신청해야 한다. 국외합자경영자가
출자로 삼은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적재료에 한해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직접 수입허가수속을 밟아 수입할 수 있다. 합자경영계약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수입
하려는 물자에 한해서는 나라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수출할 수 있다. 무릇
나라의 규정에 좇아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합자경영기업은 본 기업의 년도수출
계획에 좇아 매 반년에 한차례씩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6조 합자경영기업이 국내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가격 및 물, 전기, 가스, 열(熱), 화물
운수, 노무, 공정설계, 자문, 광고 등 봉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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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합자경영기업과 중국 기타 경제조직간의 경제거래는 해당 법률규정과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책임을 부담하고 계약분규를 해결한다
제58조 합자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및 중국이 외자를 이용하는 통계제도
규정에 좇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통계보고를 올려 보내야 한다
제9장 세무
제59조 합자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당 법률규정에 좇아 각종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0조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에 좇아 개인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제61조 합자경영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세무법의 해당 규정에 좇아 감세,
면세한다
1) 계약의 규정에 따라 국외합자경영자가 출자로 삼은 기계설비, 부속품과 기타 물적
재료(물적재료란 합자경영기업이 공장건설 및 기계조립, 고정에 필요한 재료를 가리킴,
이하 모두 같음)
2) 합자격영기업이 투자총액이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속품과 기타 재료
3)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쳐 합자경영기업이 자본을 증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
급을 보장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속품과 기타 물적재료. 상기 감세, 면세하여 수입한 물자
중 비준을 거쳐 중국국내에서 전매되거나 또는 중국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한 제품에
한해 규정에 따라 납세하거나 또는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
제62조 합자경영기업이 생산한 수출제품은 중국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외에 중국세무법의
해당 규정에 좇아 감세, 면세하거나 또는 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장 외화관리
제63조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외화거래는 “중화인민공화국외화관리조례”와 해당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제 64조 합자경영기업은 영업허가증에 근거하여 경내 은행에서 외화계좌와 인민페계좌를
개설 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그 수지를 감독한다
제 65조 합자경영기업이 국내 또는 홍콩, 마카오지역의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려면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그 분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그 분국에
수지상황을 보고하고 은행장부계산서(銀行對帳單)를 제공해야 한다
제66조 합자경영기업이 국외 또는 홍콩 마카오지역에서 설립한 분점의 당해 자산부채표
(資産負債表)와 이윤표는 응당 합자경영기업을 거쳐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그 분국에 올려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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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합자경영기업은 업무경영의 수요에 따라 경내의 금융기구에 외화대부금과 인민
페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국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국외 또는 홍콩, 마카오 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그 분국에
찾아가 등기,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8조 합자경영기업의 외국인 종업원, 홍콩, 마카오지역 종업원의 노임과 기타 정당한
수입에 한해 법에 좇아 세금을 납부한 뒤 중국경내에서의 지출을 감해낸 나머지 부분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외화로 바꾸어 송금할 수 있다
제11장 재무와 회계
제 69 조 합자경영기업의 재무와 회계제도는 응당 중국 해당 법률과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정황에 결합하여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당지 재정부문과 세무
기관에 올려보내여 등록해야 한다
제70 조 합자경영기업은 총회계사, 협조총경리를 설치하여 기업의 재무회계사업을 책임
진다. 필요할 때 부총회계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제71 조 합자경영기업은 회계심사사(審計師司 규모가 작은 기업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를
두어 회계심사, 합자경영기업의 재무수지와 회계장부를 책임지며 이사회, 총경리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72조 합자경영기업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일력년제(日歷年制)를 채용하며 매년의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개 회계년도로 계산한다
제 73 조 합자경영기업은 국제상에서 통용하는 권한과 책임발생제도(權責發生制), 대차장부
기입법(借貸記帳法)을 채용한다. 자체로 제작한 모든 증빙(撛撛), 장부책, 보고서표 (報表)는
반드시 중문이어야 하며 동시에 또 합자경영 각측에서 상의하여 결정한 한가지 외국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74조 합자경영기업은 원칙상에서 인민페를 기장본위페(記帳本位幣)로 하며 합자경영 각측
의 결정을 거쳐 모 한가지 외국화폐를 기장본위페로 채용할 수도 있다
제75조 합자경영기업의 장부는 기장본위페로 기록하는 외에 현금, 은행저금, 기타 화폐경비
및 채권채무, 수익과 비용 등이 기장본위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수지한 화폐에
따라 장부를 적어야 한다.
외국화폐를 기장본위페로 하는 합자경영기업이 작성하여 올려보내야 할 회계보고는 반드시
인민페로 환산해야 한다. 환률의 차이로 발생한 기장 본위페의 차액은 태환의 손익으로
장부에 넣어야 한다.
기장환률의 변동으로 외화 계좌의 장부에 여액이 생겼을 경우 연말에 결산할 때는 중국의
해당 법률과 재무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76조 합자경영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외국상공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뒤의 이익분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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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기금(儲備基金), 동업원상금 및 복지기금(福利基金), 기업발전기금의 인출비례는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2) 비축기금은 합자경영기업의 결손에 입체(焳補)하는 외에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쳐 본
기업에서 자본을 증가하여 생산을 확대시키는데 허용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가지 기금을 공제한 후 분배할수 있는 이윤에 대해 이사회
에서 배분을 확정하였을 경우 합자경영 각측의 출자비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제77조 전년도의 결손을 보충하기전에 이윤을 분배해서는 안된다. 전년도에 아직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본 년도의 이윤에 넣어 분배할 수 있다
제78조 합자경영기업은 합자경영 각측, 당지세무기관과 재정부문에 분기회계보고서표 (季
度會計報表)와 연도회계보고서표를 올려보내야 한다
제79조 합자경영기업의 아래 서류, 증건, 보고서표는 중국등록회계사(注冊會計師)의 검증
을 거치고 증명을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있다
1) 합자경영 각측의 출자증명서(물적재료, 장소사용권, 공업소유권, 전문기술을 출자로 할
경우 합자경영 각측이 싸인하고 동의한 가격계산명세서 및 그 협의서류가 포함된다)
2) 합자경영기업의년도회계보고서표(年度會計報表)
3) 합자경영기업에서 청산한 회계보고서표
제12장 종업원
제80조 합자경영기업종업원의 모집, 채용, 해고, 사직, 노임,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규률 등 사무는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81조 합자경영기업은 응당 종업원에 대한 업무,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평가제도를
건립함으로써 그들이 생산, 관리기능면에서 현대화기업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82조 합자경영기업의 노임, 장려제도는 반드시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을 많이 할수록
보수를 많이 얻는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3조 정부(正副)총경리, 정부총공정사, 정부총회계사, 회계심사사(審計師) 등 고급관리
일군의 노임대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장 공회
제84조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과 “중국공회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층공회조직을 건립하고 공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85조 합자경영기업의 공회는 종업원리익의 대표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합자경영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86조 합자경영기업공회의 기본임무는 법에 따라 종업원의 민주권리와 물질리익을 대표
하고 합자경영기업을 협조하여 복지, 장려기금을 배치하고 합리하게 사용하며, 종업원을
조직하여 정치, 과학, 기술과 업무지식을 학습하고 문체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을 교양하여
노동규률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각항 경제임무를 힘껏 완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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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합자경영기업이사회회의에서 합자경영기업의 발전기획, 생산경영활동 등 중대한
사무를 토론할 때 공회의 대표는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회의에서 종업원에 관한 상벌제도, 노임제도, 생활복지, 노동보호와
보험 등 문제를 토론결정할 때 공회의 대표는 회의를 방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는 응당
공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합자경영기업은 본기업공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의 규정에 좇아 공회조직에 필요한 가옥과 설비를 제공하여 사무를
보고 회의를 소집하며 종업원의 집체복지, 문화, 체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게 해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은 달마다 기업종업원의 실제노임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지불해야
하며 본기업공회는 중화전국총공회에서 제정한 공회경비관리에 관한 방법에 따라 그것을
사용한다
제14장 기한 해산과 청산
제89조 합자경영기업의 합자경영기한은 “중외합자경영기업합자경영기한 잠정규정”에 좇아
집행한다
제90조 합자경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산한다
1) 경영기한이 만기되었을 경우
2) 기업에 엄중한 결손이 생겨 계속 경영할 수 없을 경우
3) 합자경영기업의 일방이 합자경영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없을 경우
4)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엄중한 손실을 받아 계속 경영할 수 없을 경우
5) 합자경영기업이 자기의 경영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고 동시에 또 발전전도가 없을 경우
6) 합자경영기업의 계약,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원인이 이미 나타났을 경우. 전항에 밝힌
제2), 4), 5), 6)항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해산신청서를 제기하여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는다. 제3)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일방이 신청을 심사비준기구에 제기하여 비준
받는다. 본조의 제1항 제3)조목의 정황하에 합자경영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은 합자경영기업이 이로 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합자경영기업이 해산을 선고할 때 청산을 해야 한다. 합자경영기업은 “외국
상공인투자기업청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청산위원회에서 청산
사무를 책임진다
제92조 청산위원회의 성원은 일반적으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의 성원을 담임하지 못하거나 또는 담임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의 등록회계사, 변호사를 초빙하여 담임하게 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다. 청산비용과 청산위원회성원의 보수는 합자
경영기업의 현존 재산중에서 우선 지불해야 한다
제93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자경영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자산부채표(資産負債表)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을 값치고 계산하는 의거를
제공하며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이사회회의에 제기, 채택한 뒤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기간
청산위원회는 이 합자경영기업을 대표하여 기소하고 응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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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합자경영기업은 자기의 전부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합자경영기업이 채무를
청산한 뒤 그 잉여재산에 대해 합자경영 각측이 출자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허나 합자 경영
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합자경영기업이 해산할 때
순수한 자산(資産煖額) 또는 잉여재산으로 기업에서 분배하지 않은 이윤, 각항 기금과 청산
비용을 덜어낸 뒤의 여액이 실제로 납부한 자본의 부분을 초과했다면 그것은 청산에 의해
얻은 소득으로서 당연히 법에 좇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95조 합자경영기업의 청산사업이 결속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결속보고를 이사회회의에
제기하여 채택된후 다시 심사비준기구에 보고한다. 아울러 등록관리기구에 찾아가 등록취소
수속을 밟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96조 합자경영기업이 해산한후 각항 장부책 및 서류는 중국측 경영자가 보관해야 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97조 합자경영 각측이 합자경영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을 해석하거나 또는 이행하면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되도록 우호적으로 협상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경로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협상 또는 조정을 거쳤으나 무효로 되었을 경우 중재 또는 사법기구에 제출하여 해결
한다
제98조 합자경영 각측은 중재에 관한 해당 서면협의에 근거하여 중국의 중재기구에서 중재
할 수 있으며 또 기타 중재기구에서도 중재할 수 있다
제99조 합자경영 각측지간에 중재에 관한 서면협의가 없을 경우 분규를 초래한 임의의
일방에서 법에 좇아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00조 분규를 해결하는 기간 논쟁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합자경영 각측은 합자 경영
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에 규정된 기타 각 조항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16장 부칙
제101조 합자경영기업의 외국적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지역의 종업원(그 가족을 포함)이
경상적으로 중국국경을 출입해야 할 경우 중국의 비자를 주관하는 기관은 수속을 간소화
하여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102조 합자경영기업의 중국 종업원이 사업상의 수요로 출국(변경)하여 고찰, 업무, 상담,
학습 또는 훈련을 접수할 경우 나라의 해당 규정에 좇아 출국(변경)수속을 밟아주어야 한다
제103조 합자경영기업의 외국종업원과 홍콩, 마카오지역의 종업원은 필요한 교통도구와
사무용품을 들여올 수 있으나 중국세무법의 해당 규정에 좇아 납세해야 한다
제104조 경제특별구에서 설립한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5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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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개정, 시행》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함)이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
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함)과 중국역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함)을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대로 합작기업계약서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결손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해산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법률 법인조건의 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관련기관은 법에 따라 합작기업을 감독한다
제4조 국가는 제품수출형 혹은 기술집약적 제조업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5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외합작자가 체결한 협의, 계약, 정관 등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나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와 지방정부(이하 "심사비준
관"이라 함)에 제출하여 비준를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간은 반드시 신청․접수 일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은 허가․비준을 받은 뒤 반드시 비준증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합작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 세무기관에 반드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한내 합의하여 합작기업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동의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적인 공상등록내용,
세무등록내용에 관계되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기타 재산권리일 수도 있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간내에
투자금을 투입해야하고 합작조건의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한이 넘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한 내 이행하도록 한다. 기한 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심사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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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중국등록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합작기업계약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합작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한다.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합작기업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요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면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하여 합작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책임
지도록 할 결정권이 있다. 사장은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에서 책임진다
합작기업 설립 후 중외합작자이외의 타인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
기구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의 직원채용, 해고, 임금,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제정시 규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직원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제출해야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이 앞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의해 국가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역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되는 대출 및 담보는 각자 해결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 항 보험은 반드시 중국내에 있는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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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이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 부자재, 연료 등의 물자는 공평, 합리적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관련세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면세 등 우대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혹은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
을 분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간 만료시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의 소유로 할 경우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에 투자를 먼저
회수하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 부과전에 투자를
회수하려면 먼저 재정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재정세무기관이 국가 관련세수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해야 한다
앞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 투자를 먼저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2조 외국합작자는 법률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받은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과 합작기업 해산시 분배받은 자금을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전 해산시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
채무에 대해 청산해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합작기업계약의 약정대로 합작기업은
재산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전 해산시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은 중외합작자간 상의하에 합작기업계약에 명시한다. 중외
합작자가 합작기한 연장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한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신고접수일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 정관 이행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당 협상 또는 조정
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해 해결을 원치 않거나 혹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작
기업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협의한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사후에도 서면중재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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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1995년 8월7일 국무원 비준, 1995년 9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발전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방향지침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비준한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
를 집행하고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합작기업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국법인자격의 합작기업과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
는 합작기업을 포괄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합작기업은 본 실시세칙 제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중국합작자의 주관부서이다. 합작기업의 중국합작자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부서와 협상하여 그 중의 하나를 확정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관련사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제6조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합작기업 설립시 아래의 경우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투자액
한도내일 경우
2) 자체자금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건설, 생산조건을 균형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
3) 제품수출시 국가의 관련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쿼타, 허가증이 필요없거나 항목 건의
서를 송부하기전에 이미 국가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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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작기업의 설립시 중국합작자는 심사 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을 설립할 항목건의서, 또한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서류
2)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 또한 주관부서에서 심사, 인가한 서류
3) 합작 양측의 법인대표자 또는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합작계약합의, 계약, 정관
4) 합작 양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 자금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분 이력서와 자금 신용상에 관련된
유효증명서류
5) 합작 양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인선 명단
6)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4항에서 열거한 외국합작자가 제출할 서류를
제외하고 전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반드시 중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3호 및 제5호에서
열거한 서류는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정한 일종의 외국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규정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합작
양측에 지정한 기한내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합작기업은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수권한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
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 합작
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1) 국가의 주권 또는 사회공중이익을 훼손 할 경우
2)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3)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10조 본 실시세칙에서 합작기업 합의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에 대한 원칙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계약이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정관이라 함은 합작기업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 양측의 동의를
거쳐 합작기업의 조직원칙, 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을 약정한 서면서류이다
합작기업합의, 정관의 내용이 합작기업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작기업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합작각측은 합작기업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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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기한내에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계약은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외국 합작자가 자연
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2)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3)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양측이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방식, 기한
4)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의 양도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수의
배분,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7) 주요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그 도입처
8) 중국경내와 경외에서의 제품판매계획
9) 합작기업 외환수지계획
10) 합작기업의 기한, 해산과 청산
11) 합작 양측의 기타 의무 및 계약을 위반한 책임
12) 재무, 회계, 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3) 합작 양측간의 쟁의처리
14) 합작기업계약의 개정절차
제13조 합작기업정관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및 주소
2) 합작기업의 경영범위와 합작기한
3)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와 국적(외국합작자가 자연인
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4)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
기한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이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회의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의 직책
7) 경영관리기구의 설치, 직권, 행사규칙,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8) 직원의 채용, 양성, 노동계약, 임금, 사회보험, 복지, 직업안전위생 등 노동관리사항 관련규정
9) 합작기업재무, 회계와 회계감사제도
10)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방법
1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4조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 범위내에서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그 전체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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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합작기업의 총투자액은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투입
하여야 할 자금총액을 말한다
제16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합작 양측이 납부하기로 한 출자총액을 말한다.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며 합작양측이
자유로이 태환할 수 있는 외국화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작기업등록자본은 합작기한내에
감자할 수 없다. 그러나 총투자액과 생산경영규모 등 변화로 인하여 확실히 감자가 요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 합작조건
제17조 합작 양측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제18조 합작 양측은 화폐, 실물 또는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중국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국가소유자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 외국합작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등록자본이 25% 이하가 되지 못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합작기업에서 합작양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구체적 요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규정한다
제19조 합작 양측은 반드시 자기재산 또는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20조 합작 양측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계약에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기한을 약정
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며 기한만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합작기업비준증서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자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측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상대측에 대하여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후 반드시 중국등록회계사로부터 검증
또한 자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합작 양측에 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2) 합작기업 설립날자
3) 합작 양측의 명칭 또는 성명
4)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내용
5)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날짜
6)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심사,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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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명서는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작 양측의 상호양도 또는 합작일방이 상대측 외의 타인에게 합작기업계약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합작 상대측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조직기구
제24조 합작기업은 이사회(법인)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비법인)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권리기구로 합작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성원은 최소 3인이며 그 수의 배분은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참조하여 협상하여 정한다
제26조 이사회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작 양측에서 위임 또는 교환한다. 이사
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 한다
중외합작 일방이 이사장, 주임을 맡을 경우 부이사장, 부주임은 상대측에서 맡는다
제27조 이사 또는 위원회 임기는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매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임기만 후 위임측에서 재 임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주임이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이유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시
에는 이사장 또는 주임이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이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이사 또는 위원 2/3이상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 또는 위원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그를 대표하여 출석과 표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가 결의할 경우 반드시 전체이사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
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회의 소집 10일전에 전체이사 또는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제29조 아래사항은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
2)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감소
3) 합작기업의 해산
4) 합작기업의 자산저당
5) 합작기업의 합병, 분리와 조직 형태의 변경
6) 합작 양측이 약정한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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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사진행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실시세칙의 규정외에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이사장 또는 주임은 합작기업의 법인대표이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대외적
으로 합작기업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합작기업은 총경리 1인을 두어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합작기업의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제33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은 중국공민이 맡을 수도 있고, 외국공민이 맡을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또는 위원은 합작기업의 사장 또는 기타 고급
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심각한
실직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으며 합작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합작기업을 설립한 후 합작 양측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를 할 경우
에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만장일치의 동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가 결의, 체결한 위탁경영관리계약과 수탁인의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심사
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관련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제36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부서는 합작기업에 정부부서가 결정한 생산경영계획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지 못한다
제37조 합작기업은 자주적으로 중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소재, 운송수단과 사무 용품 등
(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구입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작기업은 독자적
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 공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제품판매가격은 합작기업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제39조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및 합작기업에서 투자
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분품과 기타 자재는 수입관세
와 유통세가 면세된다. 위의 면세수입물자를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판매 또는 국내판매
에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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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합작기업은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지 못
하며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자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작기업의 제품 판매는 비준 받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작기업이 수출입허가증, 쿼타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자는 이윤배당, 제품배당 또는 합작 양측이 공동으로 협상한 기타 배당
방법으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품배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에서 약정한 합작기한 만료시 합작기업의 전체 고정
자산이 무상으로 중국합작자의 소유가 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내에 아래 방법으로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에 의거한 배당률을 기초로 하여 합작기업계약에 외국 합작
자의 이익배당비율을 확대하는약정
2) 재정세무기관에서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업 소득세 납부전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3)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타 투자회수방식
외국합작자가 전항규정에 따라 합작기한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45조 외국합작자가 본 실시세칙 제44조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인 투자회수
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회수할 투자의 총액,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합작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 외국합작자는 투자를 우선 회수하지 못한다
제46조 합작기업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은 공동 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등록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장부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한 측에서 부담한다
제7장 기한과 해산
제47조 합작기업의 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정하며 합작기업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 합작기업 계약 집행상황, 합작기업의 연기사유
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작 양측이 연기한 기한내 각측의 권리, 의무 등의 사항에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합작기업이 비준을 거쳐 합작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변경등록 수속을 하여야 하며 연기한 기한은 기한만료후의 첫날부터
계산한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우선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이미
투자의 회수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연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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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합작 양측이 협상 동의하여 본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삼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합작기업은 다음 사항중 하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작기한 만료
2) 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의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 합작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경영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항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작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전항 제3호에서 열거한 상황하에 합작
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측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방 또는 쌍방은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은 국가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합작기업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50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및 합작 양측은 중국민사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1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의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제공할 합작조건을
합작 양측에서 구별하여 소유한다. 합작 양측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도 있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은 합작기업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상대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처리
하지 못한다
제53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 양측이 위임한 대표로 구성하며 합작 양측을 대표하여 합작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54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합작기업 소재지에 통일 회계장부를 비치
하며 합작 양측도 각자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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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칙
제55조 합작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기타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
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 합작기업의 재무, 회계, 회계감사, 외환,
세무, 노무관리, 노조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
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며 1995년 6월 처음 공포하였다. 이후 3차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 판이다.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7년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2007년 12월 시행)
▣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리스트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산출량이 적은 농지의 개조
2. 목본 식용류, 조미류, 공업원료등의 재배 및 개발, 생산
3. 채소(식용균, 멜론과일 포함), 말린 과일류나 신선한 과일류, 차등의 무공해 재배기술 및
개발, 생산
4. 설탕작물, 과수, 화훼, 목초 등 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신기술개발(유전자 변환 품종
제외)
5. 화훼 생산과 묘포기지 건설 및 경영
6. 천연고무, 사이잘마(sisal), 커피 재배
7. 한약재 재배, 양식(합자, 합작에 국한)
8. 농작물 줄기(폐기물)의 재활용, 유기비료자원의 개발 생산
9. 임목(대나무 포함) 조림 및 우량종 재양, 배수체 육종, 유전자 변환 품종 재양
10. 수산물 우량종 번식(중국 고유의 진귀한 우량품종은 제외)
11. 사막화 수토 유실을 예방하는 목초 재배 등 생태환경보호 건설공정 및 경영
12. 수산품 양식,심수(深水)그물양식,수산품 공장화 양식(육상수조식), 해양생물의 생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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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업
1. 석탄층가스 탐사 및 개발, 갱내에서 발생하는 가스 이용(합자, 합작에 국한)
2. 석유․천연가스의 리스크 탐사 및 발굴(합자, 합작에 국한)
3. 저 침투 유전 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4. 원유 채취율 제고 신기술의 개발 및 응용(합자, 합작에 국한)
5. 油井측정 등 석유 탐사와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합작에 국한)
6. 오일셰일(oil shale), 오일샌드(oil sand), 일반중유 및 고급중유 등 석유자원 탐사 및
발굴(합작에 국한)
7. 철, 망간 광산의 채굴 및 광산 선정 작업
8. 폐광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기술 개발 및 응용, 광산 생태환경 복구 기술 등의
종합적응용
9. 심해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합작에 국한)
□ 제조업
ㅇ 농(農) 부식품 가공업
1. 생물사료, 볏짚사료, 수산사료의 개발 및 생산
2. 수산물 가공, 조개류 정화 및 가공, 해조 기능식품의 개발
3. 야채, 과일(말리거나 신선한), 조류가축 제품의 저장 및 가공
ㅇ 식품 가공업
1. 유아, 노년 식품 등 기능식품의 개발과 생산
2. 산림 식품의 개발, 생산 및 가공 천연 유기농식품
3. 첨가제, 식품 조미료 생산(합자, 합작에 국한)
ㅇ 음료 제조업
1. 과일야채 음료, 단백질 음료, 차음료, 커피음료, 식물성 음료의 개발 및 생산
ㅇ 담배 제조업
1.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가공(합자, 합작에 국한)
2. 제지법을 이용한 연초 박편 생산(합자, 합작에 국한)
3. 담배필터 가공생산(합자, 합작에 국한)
ㅇ 방직업
1. 첨단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특수 섬유제품 생산
2. 고급 직물 원단의 염색 및 후기 가공
3. 친환경적 특수 천연섬유(양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성 섬유, 마섬유, 대나무 섬유, 견사,
색깔있는 면화 등) 제품 생산
4. 집적회로(IC) 제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한 복장
5. 고급 융단, 자수품, 수놓아서 만든 공예품(커튼, 책상보, 손수건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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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혁, 모피, 우모(융) 및 기타 제조업
1. 피혁, 모피 정화기술 가공
2. 피혁 후기공정 신기술 가공
3. 고급피혁(쇼파, 자동차 시트) 가공
ㅇ 목재가공 및 목, 죽, 등, 종려, 초 제품업
1. 임업지역의 “저급” 목재 및 대나무 종합이용 신기술, 신상품 개발 및 생산
ㅇ 제지 및 종이 제품
1. 임업원료기지와 목재펄프 단일화 체제로 건설된 연간 생산능력 30만톤 이상의 화학
목재펄프 연간 생산능력 10만톤 이상의 화학 기계펄프, 또한 고급제지와 판지 생산 (합자와
합작에 국한)
ㅇ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침상(針狀) 코크스와 콜타르의 재가공
ㅇ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1. 연간 생산능력 80만톤급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중국측이 대주주)
2. 에틸렌원료 파생물의 가공제조, 에틸렌 부대제품 C4～C9 제품(부타디엔 합성고무
제외)의 종합이용
3. 연간 생산능력 20만톤급 이상 규모의 폴리염화비닐(PVC)수지(에틸렌법)
4. (Ca(Cl)2H2O), 폴리염화비닐, 유기 정밀가공품 생산
5. 벤졸 톨루엔 디메틸벤젠 등 기본원료 및 파생물 생산
6. 합성재료의 배합원료: 비스페놀A,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법으로 생산한 에톡시 프로판
7. 합성 섬유원료: 테레후탈산, 카프라락탐, 나일론 66염, melt-spun 스판덱스 수지 생산
8. 합성고무: SOR라텍스(열가소성 라텍스 제외), 부틸고무, 이소아밀고무, 폴리우레탄고무,
아크릴고무, 클로로히드린고무, EPR, NBR, 플루오르고무, SR 등 특수고무 생산
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합금

생산:

PPO,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일론11과 나일론12, 폴리이미드(PI), PSF(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아릴레이트(PAR), 액정
폴리에스테르(LCP) 등 생산
10. 정밀화공: 촉매제, 조제 및 석유첨가제 신제품․신기술, 염료 상품화 가공기술, 전자 및
제지용 첨단 화학제품,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 피혁 화학품(N-N DMF (Dimethy lforma
mide)제외), 유전 보조제, 표면 활성제, 수처리제, 접착제, 무기 나노재료, 도표 표면 처리
가공
11. 低정제 高내구성의 카본블랙(Carbon black)생산
12. 친환경 인쇄 잉크, 친환경 방향족 탄화수소 오일(arene oil) 생산
13.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단리 향료(isolate) 생산
14. 고성능 페인트, 자동차용 수성도료, 수성수지 조성물 생산
15. 염화불화탄소(CFC, chloro fluoro carbon) 대체물 생산
16. 유기염소 화학물 생산(염화불화탄소(CFC) 및 수소화 염화불화탄소(HCFC, hydro chloro
fluor carbon), 4불화에틸렌 수지(PTFE)제외)
17 인(p) 화공, 아연 제련 중 불소원소 추출 생산
18 대형 석탄원료 화공제품 생산(중국측이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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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업 화학제품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생산
20. 가성소다용 하이드로니엄 이온막 무기 분리막 기능성 격막 생산 (Hydronium) , ,
21. 환경보호용 유기, 무기, 생물막 개발 및 생산
22. 신형 비료 개발 및 생산: 생물비료, 고농도 화학비료, 복합비료, 복합미생물 접종제,
복합 미생물 비료, 짚 및 쓰레기 개량제, 특수기능의 미생물 조제제
23. 고효능․저독성 화학약품 잔존율이 낮은 농약원료 개발 및 생산
24. 생물농약 및 병해 방제제 개발, 생산: 미생물 살충제, 미생물 균제제, 농업용 항생제,
천적 곤충, 미생물 제초제
25. 폐가스, 폐액체와 폐찌꺼기 종합이용 및 처리
26. 유기 고분자 재료 생산: 유기 변성 실리콘 선박 외곽 도료, 비행기 기낭 도료, 희토류
가황 세륨 붉은색 연료, 무연화의 전자 포장재료, 색채 등 이온 모니터 전용 계열의 광학
펄프, 소직 경대비표면적 미세섬유질, 고정밀도 연유 여과기, 리튬 이온전지 격막, 플라스틱
가공용 다용도 복합 보제, 구연산 다이글리세리드(citric acid diglyceride), 후루디옥소닐
(fludioxonil), 시아조파미드 (Cyazofamid)
ㅇ 의약 제조업
1. 신형 화합물 약물 및 활성 성분 약물 생산(원료약품 및 제조제 포함)
2. 아미노산류: 세린, 트립토페인, 히스타딘, 사료용 메티오닌(methionine)등 생산
3. 신형 항암약물 및 신형 심․뇌 혈관약, 신형 정신신경계 약 생산
4. 신형․고효능․경제적 피임약․도구 생산
5. 생물 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형 약물 생산
6. 불소치환기 함유 헤테로고리화합물등 불소치환기가 함유된 高생리활성약품 및 의약 합성
중간체 생산
7. 高기술에 의한 백신 생산(에이즈병 백신, B형 간염 백신, 피임백신 등)
8. 생물 항체 생산
9. B.C.G. 백신, 척수 회백질염 백신 생산
10. 해양약물 개발 및 생산
11. 약품 제조제: (방출조절, 미사일요법, 피부흡수 등 신기술을 도입한 新劑型, 신제품)
12. 신형 약용 보조제의 개발 응용
13. 생물의학재료 및 제품 생산(시체 및 그 표본, 인체기관조직 및 그 표본 가공은 제외)
14. 동물용 항생 원료약 생산(항생 물질, 화학합성류 포함)
15. 동물용 항생제, 구충약, 살충약, 신제품 및 신제형 개발 및 생산
16. 신형 진단시약 생산
ㅇ 화학섬유 제조업
1. 차별화 화학섬유 및 방향섬유, 탄산섬유, 고강도 폴리에틸렌, PPS(POLY PHENYLENE
SULFIDE)수지 등 고기술 화학섬유 생산
2. 新용제법 섬유소섬유(LYOCELL)등 친환경 화섬 생산
3. 섬유용 및 非섬유용 신형 폴리에스테르 생산 : PTT(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섬유,
PEN(Polyethylene 2,6-Naphthalate)섬유, (PBT; Polybutylene Terephthalate)섬유
4. 재활용 자원이용, 생분해 기술로 신형 섬유재료 생산: 폴리유산(PLA)섬유, 프로판디올
(PDO)계 섬유 등
5. 1대 생산라인 당 일일 100톤 혹은 그 이상 폴리아미드(PA) 생산
6. 자오선 타이어용 아라미드 섬유 및 타이어 코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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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플라스틱 제조업
1. 신기술, 신형 농업용 막(광분해, 다기능 막 및 원료 등) 개발 및 생산
2. 폐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3. 플라스틱 연포장 신기술, 신상품 (高봉합기술, 다기능 막 및 원료)개발, 생산
ㅇ 비금속광물 제조업
1. 신형 절전, 친환경 건축재료 개발 생산: 경질 고강력의 다기능 벽체재료, 고급 친환경
장식재료, 양질의 방수밀봉 재료, 고효율 보온재료
2. 철강 대체 플라스틱, 토목 대체 플라스틱, 절전 고효율 화학 건축제품 생산
3. 연간 1000톤 평방미터 및 그 이상의 탄성체, 가소성 개질 아스팔트(Modifying asphalt)
방수재료, 넓이 2미터 이상의 3성분계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Ternary ethylene propylene
rubber) 고분자 방수재 및 부속재료, 내구성을 갖춘 폴리염화비닐(PVC) 필름재, 열가소성
폴리올레핀(TPO) 방수성 필름재 생산
4. 전자파차폐유리, 마이크로 전자용 유리기반, 적외선투과 무연유리, 대형 석영유리 확산판,
2-3차원의 미세채널판(Micro Channel Plate: MCP), 광섬유 면판, 도립상(倒立像)기기, 유리
광추(光錐) 생산
5. 연간 50,000톤 이상 유리섬유(가마공예 생산라인) 및 FRP(강화유리)제품생산
6. 유리섬유 연속 원사(原絲) 모전(毛氈), 유리섬유 표면 모전(毛氈), 마이크로 전자용 유리
섬유 포, 초박 모전 毛氈) 생산
7. Image bundles 및 레이저 의료용 광섬유 생산
8. 연간 100만 건 혹은 그 이상의 위생도기 생산
9. 도자기원료용 표준화 정제품, 도자기용 고급 장식재료 생산
10. 시멘트 가마(Lime kiln, cement kiln), 고급 유리(전자용), 도자기, 유리섬유, 미소공성의
탄소벽돌(Microporous carbon brick) 등 가마화로에서 제조된 내열성재료 생산
자동차 촉매장치용
11. 세라믹(도자기)분체, 질화알루미늄 세라믹 기판(AIN Ceramic Base material), 다공도
도자기 생산
12. 무기 비금속재료 및 제품 생산(인공 크리스털, 탄소/탄소합성재료, 특수유리, 고속의
오일씰(oil seals), 특수도자기, 특수 밀폐재료, 특수 겔(GEL)재료, 특수 라텍스(latex)재료,
수성고무제품, 열전도 0.025W/mk 혹은 그 이하의 절열재료 등)
13. 고기술 복합(합성)재료 생산: 연속섬유 열경화성 복합재료 및 프리플레그(Prepreg),
내온도>300°C 합성수지 성형(成型) 공예용 보조재료, 합성수지재료의 패들, 합성수지 재료
의 고급 체육용품, 특수 유리 강철 파이프(압력>1.2MPa), 특수기능용 복합재료 및 제품,
심수 및 지하수용 복합 재료제품, 의료 및 재활용 복합재료 제품, 탄소/탄소합성재료 및
브레이크 블록, 고성능 세라믹 합성제품, 금속 합성재료 및 제품, 금속 층상 합성재료 및
제품, 압력≥320MPa의 초고압합성고무관, 대형여객 비행기 타이어
14. 정밀고성능 세리믹(도자기) 및 기능성 세리믹 원료 생산: 탄화규소(SiC) 초정밀분체(순
도>99%, 평균 직경<1um), 질화규소(Si3N4) 초정밀분체(순도>99%, 평균 직경<1um), 고순
도 초정밀 알루미늄 미세가루(순도>99.9%), 평균 직경<0.5um), 저온 소결(Sintering)된
지코니아(zirconia, Zr02)분체(소결온도<1350°C), 고순도질화알루미늄(AIN)분체 (순도> 99%,
평균

직경<1um),

금홍석(金紅石)형

이상화티타늄(TI02)(순도>98.5%),

백색

카본

블랙

(carbon black)(직경<100nm), 티탄산바륨(BaTiO3)(순도>99%, 평균 직경<1um)
15. 금강석 석막 공구, 두께 0.3mm 및 그 이하의 초박 인공 금강석 톱양 생산
16. 비금속광 정밀 재가공(극세 분쇄, 정화, 정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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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고공률 흑연 전극 생산
18. 주광운모 생산(직경 3-150um)
19. 편직 방직물, 모방형 방직품 생산
20. 신형 건조법을 이용한 시멘트 가마로 공업폐기물 및 쓰레기의 무공해처리
ㅇ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직경 200mm이상 실리콘 단결정(silicon single crystal) 및 실리콘 웨이퍼링 공정
(polished wafers), 다결정(Poly) Silicon 생산
2. 고기술 비철금속 재료 생산: 신형 고성능 수소저장 재료, 리튬 이온(Li+) 전지재료, 화합
물 반도체재료(GaAs, InAs, InP, GaN), 고온 초전도 재료, 형상기억 합금재료(Ti-Ni, Cu합금,
Fe합금 등 형상기억 합금), 초밀도(nano) CaC2, 초밀도(nano) WC-Co, 초강도 합성재료,
귀금속합성재료, 라이에이터(radiator)용 알루미늄박, 중고압 캐소드용량 (cathode capac
itance)용 알루미늄박, 특수 대형 알루미늄 합금 금형재료, 알루미늄합금 정밀 형단조
(型鍛造, die forging), 전기화 철도 가공선로(overhead line), 초박형 구리(Cu)벨트, 고온내
식성 치환기 구리합금 재료, 고성능 Cu-Ni, Cu-Fe 합금 벨트, Be-Cu 벨트․선․관 등 가공재,
내고온 텅스텐 필라멘트(tungsten filament), 마그네슘 합금, 무연 솔더(lead free solder),
마그네슘 합금 및 응용 생산물, 베릴륨-구리(Beryllium Copper, BeCu)발포 알루미늄(foam
aluminum), 티타늄 합금 봉(titanium alloy strip) 및 용접 튜브(welding connecting tube),
원자 레벨급 sponge zirconium, 텅스텐 및 몰리브덴(Mo) 정밀 가공품
ㅇ 금속 제품업
1. 자동차, 오토바이 경양화 및 친환경 소재 제조(알류미늄 차체, 알루미늄-구리 합금재료,
오토바이용 알루미늄합금 차체 등)
2. 건설용 금속기계류, 온수기 자재, 금속기계류 개발, 생산
3. 각종 식물성유지, 식품, 과일, 음료 및 일상품등의 포장재 중 금속 포장제품(두께: 0.3)
제조 및 가공(제조품 포장내외의 인쇄 가공도 포함)
ㅇ 일반기계 제조업
1. 디지털 기계선반 및 핵심 부품제조: 5축 베어링 연동 디지털 기계선반, 디지털 표준 트로
웰링․밀링 가공센터(digital programmed coordinated troweling and milling processing
center), 디지털 표준 연삭기, 5축 베어링 연동 제어 시스템 및 보조장치, 정밀 디지털 가공
용 고속 초강력 절단 도구
2. 1000톤 및 그 이상 몰딩 기계(moulding machine)
3. 자동차 폐기처분 설비 제조
4. FTL 생산라인 제조
5. 공업용 로봇, 용접용 로봇 및 그 용접 장비설비 제조
6. 특수 가공기계 제조: 레이저 컷팅․용접 설비(laser cutting and welding equipment set),
레이저 정밀가공설비(accuracy laser processing), numerical control LSWEDM Machine Tool,
subnanometer단계 초정밀 분쇄기
7. 300톤 이상 바퀴식, 괘도식 크레인(기중기) 제조
8. 압력(35-42MPa)인 고압용적형 펌프 및 모터, 압력(35-42MPa)인low speed high torque
hydraulic motor의 디자인과 제조
9. 전기 유압식 서보기계(Electric Hydraulic prportion servo component) 제조

중국-213

kotra 국가정보
10. 압력(21-31.5MPa) 복합벨브, 공률 0.35W이하 기동 전자석 벨트, 200Hz이상 고주파
전기제어벨브 설계 및 제조
11. 수압 구동장비(Static Hydraulic driving device) 설계 및 제조
12. 압력 10MPa이상 비 접촉식 봉합 씰(non-contact film seal), 압력 10MPa이상 건기
봉합(실험장비 포함)의 개발 및 제조
13. 자동차용 고분자재료(마찰편, 페놀-알데하이드 피스톤(phenolic aldehyde piston),
비금속 수압마스터실린더(Master Cylinder) 등) 설비 개발 및 제조
14. 제3․4대 승용차 바퀴통 축(축 내․외 고리의 플랜지 및 전감기의 바퀴통 축 기능 부품),
중고급 디지털 선반과 가공 중심축(가공중심은 3축 이상의 연동 기능, 중복 정위치의 정밀
도 3-4um 고속선재, 판재 압연기축(선재 압연기의 압축속도 120m/s 이상, 박판 압연기
가공판 두께 2mm 이상 지탱, 작업 가능한 롤러축), 고속철로축(2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 진동수 24이하의 저소음 축(Z4, Z4P, V4, V4P 소음급), 각 종류 축 P4, P2 급
축제조
15. 내고온 절연재료(절연등급 F,H 급) 및 절연가공 제품 제조
16. 액압 작동용 고무재질 밀봉 제품 개발 및 제조
17. 12.9 급 이상 고강도 견고물 제조
18. 자동차, 오토바이용 정밀주조 및 반가공품 정밀 제조
19. 공작기계, 자동차 부속품(5대 기계본체 제외), 공정 기계 재(再)제조
ㅇ 전문 설비 제조업
1. 무궤도(Rampway system)식 채굴․적재, 운반설비, 100톤 및 그 이상 기계전동 광산
덤프트럭, 이동식 분쇄기, 3,000㎥ /h 이상 굴착기, 5㎥ 이상 광산용 페이로더, 2000 Kw
이상 전기 견인 석탄 체굴기 설비 등
2. 물리 탐사, 시추 탐사 설비 제조: MEME 지진검파기, 원격 디지털 지진계, 디지털 영상,
디지털시추 탐사 시스템, 수평정, 정향정, 착정기 설치 및 기구, MWD LWD
3. 석유 탐사, 착정, 집수 설비 제조: 수심 500M 이상 수심의 부유식 착정 시스템과 부유식
생산시스템, 600미터 이상 수심의 해저 채유 및 집수설비, 3000kw 이상 공률의 권양기,
부팅 최고속도 850 kw 이상, 착정의 펌프률 1800kw 이상의 심해용 석유착정기, 심도
9000미터 이상의 육지석유착정기와 사막석유착정기. 1000만톤/y 정유설비용 80통 이상의
피스톤 반복 압축기, 디지털 석유 탐정 측정기, 석유 착정시 진흙 구멍 고정 설비 직경
미터 이상의 쉴드 머신 시스템 집성
4. 직경 6미터 이상 차폐 IC디자인과 제조, 직경 5미터 이상의 전단면 터널 굴착기계(TBM)
IC 설계 및 제조. 구경 1미터 이상 심도 30 미터 이상의 대 구경용 로터리 드릴링기계
제작, 직경 1.2미터 이상 추진 공법 기계 장치 설계 및 제작. 예향력(towing power) 200톤
이상의 대형 비채굴 지하관선 배치 플랜트 제조, 지하 연속벽 시공 착정기 제조, 자동 수직
착정 시스템 제조
5. 100톤이상 대형 조관기, 320 마력 이상 대형 도랑 굴착기의 설계 제조
6. 접지압력 0.03MPa 이하, 공률 220마력이상의 무한궤도 불도저, 520 마력 이상 대형
불도저 설계 및 제조
7. 100 입방미터/h 이상 규모의 준설기, 1000톤 이상의 준설선의 준설 장치 설계, 제조
8. 홍수 예방의 제방용 파이핑현상방지용 콘크리트 벽 시공 장치 설계, 제조
9. 수하(水下) 토석방 시공 기계 제조: 수심 9미터 이하의 불도저, 페이로더, 굴착기 등
10. 도로․교량 보수, 자동 검측설비 제조
11. 도로․터널 운영통제시스템, 통풍, 방화 및 긴급구조 시스템 설비 제조
12. 철도 대형시공 및 보수 설비 설계 및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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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스팔트)리놀륨기와 설비, 도금 아연 강판 등 금속 지붕 생산 설비 제조
14.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형 스프레이 우레탄 수지 방수 보온 시스템 설비, 우레탄 수지
밀봉 연고형 조제 기술, 생산 설비 제작. 변성 실리콘 접착제 제조 기술, 생산 설비 제조
15. 박판 연속주조기, 고정밀도 압면기(정밀도 두께 10 미크롱) 설계 제조
16. 직접 환원철과 용해 환원철 설비 제작
17. 50톤 이상의 대공률 직류 전호로 제조
18. 색도금, 판재 도금 설비 제조
19. 다원소, 미립자, 분별 및 처리가 어려운 금속 광산의 선광 장치 제조
20. 80만톤/년 이상 에틸렌 플랜트 중의 매우 중요한 설비 제조: 열분해 기체,에틸렌프로필렌 원심 압축기, 연간 10만톤 이상의 처리 능력 혼합 분쇄기，직경 800mm이상의
원심분리기, 250도씨 이상 온도, 15Mpa 이상 압력의 고온고압의 부식 방지 펌프, 밸브, 55도씨 이하의 저온, 초저온 펌프 등(합작, 합자에 국한)
21. 대형 탄화공정 플랜트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22. 금속 제품 틀(동, 알루미늄, 티타늄, 지르코늄의 관, 막대기 형체 압력 틀) 설계, 제조,
수리
23. 자동차 차제 덮개 압력 틀 설계, 제조.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고정, 검사 기구 설계와
제조
24. 0.02 mm 보다 높은 정밀도(0.02mm 포함)의 정밀 압력 틀, 0.05mm보다 높은(0.02mm
포함) 정밀도 형강을 압연하는 틀 표준규격품 설계, 제조
25. 비금속품 틀 설계, 제조
26. 6만병/h이상의 맥주병 포장 가공 설비, 5만병/h 이상의 음료 온, 열 병 포장 설비,
3.6만병/h이상의 무균병 포장 가공 설비 제조
27. 아미노산, 효소제, 식품첨가제 등 생산기술 및 핵심 설비 제조
28. 10톤/h 및 이상 사료 가공 플랜트설비, 핵심부품 생산
29. 0.75mm 이하 높이의 가벼운 기왓고랑 판지 및 종이 상자 설비 제조
30. 반절지 한장의 다색 오프셋 인쇄속도가 16000 장/h(720×1020mm)이상, 양면 반절지
한 장의 다색 오프셋 인쇄속도가 13000 장/h(720×1020mm), 전지 한장의 다색 오프셋
인쇄속도 13000 장/h(1000×1400mm)인 인쇄기 제조
31. 한 폭 신문 인쇄용 종이오프셋 인쇄속도가 75000반절지 한장/h(787×880mm)이상 더블 폭
신문 인쇄용 종이오프셋 인쇄속도가 170000반절지 한장/h(787×880mm) 이상, 상업용 신문
인쇄용 종이오프셋 인쇄속도가 50000 반절지 한장/h(787×880mm)인인쇄기 제조
32. 속도 300m/분 이상, 폭 1000mm 이상의 다색 유판 인쇄기 제조
33. 컴퓨터 배진동 원격제어장치(overtone remote-control), 배진동 설계장치(overtone
perset), 인쇄품 품질 자동검사, 추적 시스템, shaft-less drive, 75000장/h 속도의 고속자동
접지기, 급지기와 자동 원격 조종 조절 가능한 고속 접지기, 자동 중복 인쇄 시스템, 냉각
장치, 실리콘 적용 시스템 제조
34. 평판 유리 심가공 기술 및 설비 제조
35. 고기술의 특수 공업 재봉기 제조
36. 신형의 제지 기계(펄프 포함) 등 플랜트 제조
37. 피혁 후 정리 신기술 설비 제조
38. 농산품 가공 및 저장 신 설비 개발, 제조: 양식, 식물유 원료, 채소, 건과 및 청과류,
육류품, 수산품 등 상품의 가공 저축, 보관, 등급 구별, 포장, 건조 등 신 설비, 농산품 품질
측정기 설비, 농산품 품질 무손상 검측기기 설비, 레오미터, 패리노크래프, 초미분쇄기,
고효율 탈수 설비, 5개 이상 기능의 고 효율 과즙 농축 설비, 가루 종류 식품 살균 설비,
고체, 반고체 식품의 무균 포장설비, 무균 포장용 포장 재료, 유제품 생산용의 DVS 스타터,
탁상형 원심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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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 기계 제조: 농업시설설비(온실 자동 관개 설비, 영양액 자동 배치와 시비 설비,
고효율 채소 모종 설비, 토양 양분 분석기계), 발동기 부품 120 kw 이상 공률의 트랙터 및
부품 농업공구, 높은 연비, 저소음 저배출 디젤 및 엔진 기구. 대형 트랙터 부품 중의 먼지
회수 장치의 분무기, 고성능 벼 이앙기, 목화기계, 면화기계，자동식 옥수수 수확기(액체
압력 부팅, 기계 부팅)
40. 농업, 임업 기계 신기술 설비 제조
41. 농작물 줄기대의 밭에 재활용 및 종합이용 설비 제조
42. 농업용 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규모화 가축․가금 양육 폐물의 종합이용 설비 제조
43. 비료 절약, (농)약 절약, 물 절약형 농업기술 설비 제조
44. 유전 관련 전기기계 세척설비 및 세척 약물 생산 설비 제조
45. 전자 내시경 제조
46. 안저(眼底)촬영기 제조
47. 의학용 영상 장비(MRI, CT, X선 컴퓨터단층, B선 등)
48. 의학용 초음파 변환기(3D) 제조
49. 중성자빔 이용 암치료 장치 시설 제조
50. X선 입체원격방사치료 시스템 제조
51.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제조
52. 전 자동 효소 면제 시스템(샘플 채집, 표본, 부화, 데이터 사후 처리 등 성능 포함)
설비 제조
53. 약품 품질 제어 신기술, 신 설비 제조
54. 중약 유효 물질 분석의 신기술, 채출 신기술, 신 설비 개발, 제조
55. 신형 약품 포장 재료, 영기, 선진 제약 설비 제조
56. 신형 방직 기계, 중요 부속품과 방직 검측 및 실험기기 개발, 제조
57. 컴퓨터 도안 인조 모피기 제조
58. 태양 에너지 건전지 생산 전문 설비 제조
59. 오염 방지 설비 개발 제조
60. 도시 쓰레기 처리 설비 및 농촌의 유기물 쓰레기 종합 이용 설비 제조
61. 폐 비닐, 전기 기구, 필름, 건전기의 회수 처리 재생 이용 설비 제조
62. 수생생태계의 환경 보호 기술, 설비제조
63. 하루 생산량 10만 입방미터 이상 해수 담화 및 순환 냉각 기술 플랜트 개발 제조
64. 기상 이변 관측, 분석 설비 제조
65. 지진관측소, 지진관측망, 유동 지진 관측기 시스템 개발, 기기 설비 제조
66. 3 drum 이상의 자오선 타이어 제조기기 제조
67. 회전 저항력 실험기, 타이어 소음 실험실 제조
68. 열공급 계량, 온도 제어 장치의 신기술 설비제조
69. 소수 에너지 설비, 저장 운송 설비, 검사 시스템 제조
70. 아스팔트유 기화 노즐, 공기누설률 0.5% 이하의 고효율 증기 트랩, 1000도씨 이상
고온 도자기 환열기 제조
71. 폐타이어의 종합 이용 장치 제조
ㅇ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 자동차 완성차 제조(외자비율의 50% 초과 못함)및 자동차 연구개발센터 건설
2. 자동차 엔진 제조, 엔진 재생제조 및 엔진 연구개발 기구 건설; 엔진(승공률(power per
liter)≥50 킬로와트), 디젤유 엔진(승공률≥40 킬로와트, 배출량≤3리터), 디젤유 엔진 (승공
률≥30킬로와트, 배출량≥3리터), 연료전지와 혼합연료 등 新에너지형 엔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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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디스크 브레이크 전체, 드라이브 브리지
전체, 자동변속장치, 디젤기연료펌프, 엔진인레트밸브증압기(职发机进气增压器）, 점성연
축기(粘性连连器)(네 바퀴 기동용), 액압 태핏(液压挺杆), 전자조합계기, 자동차용 구축 및
태핏(车用曲连及连杆)(8리터이상의 디젤엔진), Anti-lock break system（ABS, ECU, VELVE,
센서), ESP, BBW, EBD, 견인력공제시스템, 자동차에어백용기체발생기, 디젤유전 자제트
시스템, 연유공궤분사기술(燃油共轨轨射技艺(최대분사압력이 1600파스칼 이상), 가변 단면
터보 증압 기술(VGT), 중국IV계단오염물배출표준에 달하는 엔진방출공제장치, ITM 및 커플
러전체, 전선조종시스템(线控转向系传), 디젤유 과립포착기, 지능실린더, 자동차용 특종
고무부품
4. 자동차 전자설비 장치 제조 및 연구개발: 엔진과 전자통제시스템 및 주요부품, 자동
차기재전자기술(자동차정보시스템 및 네비게이션시 스템), 자동차전자네트워크기술 (합작에
국한),

전자통제시스템의

입력(센서

및 견본추출시스템) 및 출력(집행기계)부품,

전동

조력전향시스템 전자통제기(电发助力转向系传电子控制器)(합작에 국한), 삽입식 전자 합성
시스템(합작, 합자에 국한), 전 기통제식공기스프링, Electronic control-suspension system
(电子悬挂系传), 전자 베기문 시스템장치, 전자브레이크, 동력전지(니켈수소 및 리 튬이온)
및 통제시스템(합작에 국한), 일체화전기기계(电机） 및 통제 시스템(합작에 국한), 바퀴
통전기기계(轮轮电机), 다공능 통제기(多功能控制器)(합작에 국한), 연료전지 및 부품, 자동
차용 수소저장시스템, 자동차, 오토바이 시험 및 수리용 검측 시스템
5. 오토바이 핵심부품제도: 오토바이 전공(电控)연유분사기술(합자와 합작에 국한), 중국
오토바이Ⅲ 계단 오염방출표준에 도달한 엔진방출통제장비
6. 궤도교통운수설비(합자와 합작에 국한): 고속철도, 철도 객운 전용선, 도시주변철도, 철도
간선 및 도시궤도교통운수설비의 완성품 및 핵심부품(견인전동시스템, 공제시스템, 제동
시스템)의 연구개발, 설계 및 제조; 고속철도, 철도고객운수전용선, 도시주변철도 및 도시
궤도 교통 여객복무시설 및 설비의 연구개발, 설계 및 제조, 정보화 건설 중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연구개발; 고속철도 철도고객운수전용선, 도시주변철도의 궤도와 교량설비
연구개발 설계 및 제조, 궤도교통운수통신신회시스템의 연구개발 설계 및 제조, 전기화
철도설비와 기재의 제조, 철도소음 및 진동공제기술의 연구개발, 철도객차 오염배출 설비
제조, 철도 운수 안전 감측 설비제조
7. 민용 비행기 설계, 제조 및 수리; 간선, 지선비행기(중국측 대주주), 통용비행기(합자와
합작에 국한)
8. 민용 비행기 부품제조 및 수리
9. 민용 헬기 설계 및 제조; 3톤급 이상 시(중국측 대주주), 3톤급 이하(합작,합자에만 한함)
10. 민용 헬기 부품제조
11. 지면, 수면효과 비행기제조(중국측 대주주)
12. 무인비행기, 부공기(浮空器) 설계 및 제조(중국측 대주주)
13. 항공엔진 및 부품, 항공보조엔진시스템설계, 제조 및 수리(합자와 합작에 국한)
14. 민용 항공기재설비 설계 및 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15. 민용 탑재로켓 설계 및 제조(중국측 대주주)
16. 항공지면설비제조: 민용공항시설, 민용공상운행보장설비, 비행실험지면설비, 비행시
뮬레이션 및 훈련설비 항공지면테스트 및 계량설비 항공지면시험설비, 기재설비 종합테스
트설비, 항공제조 전용설비, 항공재료시험제작전용설비, 민용항공 기지면접수 및 응용설비,
탑재로켓지면테스트설비, 탑재로켓 력학 및 환경실험설비
17. 항공우주용 센서 제품(航天器光机电识品), 항공기 온도통제제품, 천체(星)상 제품테스
트설비, 항공기 구조 및 기구제품제조
18. 경연기 터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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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이테크선박 및 해양공정장비의 설기(합자와 합작에 국한)
20. 선박 선박의 일부분도 포함 및 해양공정설비의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 대주주)
21. 선박 저, 중, 고속 디젤기의 설계(합자와 합작에 국한)
22. 선박디젤기 부품의 설계 및 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23. 선박 저, 중속 디젤기 및 구축의 설계 및 제조 (중국측 대주주)
24. 선박 선실기계, 갑판기계의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상대적 대주주)
25. 선박 통신 네비게이션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선박통신시스템 설비, 선박 전자 네비
게이션 설비, 선용레이더,자이로콤파스(gyro compass) 자동제어, 선박내부 라디오시스템 등
26. 원양고기잡이선박, 유람선의 설계 및 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ㅇ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1. 60만킬로와트초 임계, 100만킬로와트초 임계 화력발전소용 핵심설비제조(합작, 합자에만
한함): 보일러급수펌프, 순환물 펌프, 작업온도 400℃이상, 작업압력이 20MPa이상의 주
증기회로고온고압밸브
2.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선소용 핵심설비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핵Ⅰ급,핵Ⅱ급 펌프
와 밸브
3. 화력발전소 탈류, 탈초(脱硝), 부대진공청소기기술 및 설비제조
4.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밀봉 설계 및 제조
5. 원자력설비용 대형 금속주형(casting and forging) 제조
6. 출력변전설비(합작, 합자에만 한함): 비정태 합금변압기, 500킬로와트 이상 고압전기용
대선도파이프, 고압 스위치용 조작기구 및 자주형전체접촉호, 직류전기주입용건성리액턴스
(直流输电用干式电抗器), 6인치 직류교환 펌프용 대공률정체펌프관(6英寸直流换流阀用大功
率晶阀管) 의 설비 및 제조, EU RoHS의 지령에 부합되는 전기접촉두재료(电器触头材料) 및
Pb, Cd가 없는 땜납제조
7. 新에너지발전플랜트 및 핵심설비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전기발전, 지열발전, 조수발
전, 파도발전, 쓰레기발전, 소택지발전, 1.5메가와트이상의 풍력발전 설비
8. Stirling 발전세트제조
9. 직선 및 평면전기 및 구공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
10. 태양에너지 에어콘, 난방시스템, 태양에너지 건조장치 제조
11. 생물건조 열분해 시스템, 생물 기화장치 제조
12. 교류주파수 변조 압력조절 견인장치제조
13. 지능화플라스틱하우징단로기(智能化塑壳壳路器 전압380v, 전류1000A), 대형 공정 지능
화 탱크식 및 서랍식 단로기, 전기모선을 지닌 지능화전기공제 배전세트장치 제조 (带带
线式 智能化电控配电成套装置制造）
ㅇ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기설비제조업
1.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음향설비 및 디지털비디오 제작, 편집, 방영설비제조
2. TFT-LCD, PDP, OLED, FED (SED등 포함)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재료제조
3. 대형 스크린 컬러 투영디스플레이용 광학엔진, 광원, 투영스크린, 고선명도 투영관 및
마이크로 투영설비모듈 등 핵심부품 제조
4. 디지털가청주파수, 가시주파수코드프로그램, 디지털라디오TV스튜디오 설비, 디지털 유선
TV시스템설비, 디지털가청주파수라디오 발사설비, 디지털TV상하변환기, 디지털TV지면 라디
오 SFN설비, 디지털 위성TV UP LINK STATION설비, SMATV 앞부분 (前端)설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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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00만화소 이상 고성능 디지털일 안리플랙스카메라 제조
6. 합성전조설계, 선의 너비가 0.18마이크로미터 및 그 이하 대규모 디지털합성전기회로제
조, 0.8마이크로미터 및 그 이하 시뮬레이터, 디지털 시뮬레이터 합성전기회로 제조 및
BGA, PGA, CSP, MCM 등 선진밀봉포장 및 검측
7. 대․중형 컴퓨터, 백만 억 차 고성능 컴퓨터, 휴대용미니컴퓨터, 매 초 1만 억 차이상의
서버, 대형모의모방시스템(大型模拟仿真系传), 대형공업공제기 및 공제기 제조
8. 컴퓨터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 및 보드제조
9. 도형 영상 식별 처리 시스템 제조
10. 대용양의 빛, 디스크드라이브 및 부품개발 제조
11. 고속, 용량이 100TB이상인 저장시스템 및 지능화저장설비제조
12. 폭 넓이가 900mm이상인 고화질 컬러프린트설비, 정밀도가 2400dbi 및 이상인 고화질
컬러 프린트설비의 헤드(机头), 폭 넓이가 900mm이상인 고화질 컬러 프린트 설비 제조
13. 컴퓨터 보조설계(3D CAD), 보조측정(CAT), 보조제조(CAM), 보조공정(CAE)시스템 및
기타 컴퓨터응용시스템제조
14. 소프트웨어제품 개발, 생산
15. 전자 전용 재료개발 및 제조 (광섬유예비제조봉(光纤纤制榜)의 개발 및 제조 제외)
16. 전자전용설비테스트의기, 공구모듈제조
17. 신형 전자원부품(电子元器件)제조: 카드식부품, 민감원부품 및 감응전달기, 주파수공제
및 부품선택, 혼합합성전로, 전력전자부품, 광전자부품, 신형기전부품, 고밀도 적층품, 다층
탄력판, 탄성인쇄 전로판 및 포장제판
18. 하이테크녹색전지제조, 동력니켈수소전지, 아연니켈축전지, 아연은 축전지, 리튬이온
전지, 대용량 밀페용 수리면제 연산축전지, 태양에너지전지, 연료전지, 원주형아연공지전지
19. 발광효율이 501m/W이상 high brightness LED(高亮度职光二级管), 발광효율이 501m/W
이상인

high

brightness

LED(高亮度职光二级管)

외연판(푸른빛),

발광효율이

501m/W

이상이고 공률이 200mW 이상인 백색 발광관 제조
20. RFID 제조칩 개발과 제조
21. 고밀도 디지털 CD-ROM용 핵심부품개발 및 생산
22. Read-only CD 복제 및 녹화가능 유형의 CD생산
23. 민용 위성 설계 및 제조(중국측 대주주)
24. 민용 위성 탑재제조(중국측 대주주)
25. 민용 위성 부품제조
26. 위성통신 시스템설비제조
27. 위성 네비게이션 위치확정접수설비 및 핵심부품제조
28. 광통신측정기, 속률이 10GB/S이상인 빛 접수 트랜스 서버
29. UWB 통신설비제조
30. 무선LAN 설비제조
31. 0XC, ASON, 40G/sSDH 이상인 광섬유통신트랜스설비, CWDM설비제조
32. ATM 및 IP 데이터통신시스템제조
33. 제3대 및 그 후속인 이동통신시스템 핸드폰, 베이스 스테이션, 핵심인터넷설비 및
인터넷 검측설비개발제조
34. 최첨단 루터, 기가비트이상의 인터넷교환기개발, 제조
35. 공중교통관제시스템설비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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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측기 및 문화, 사무용기계제조업
1. 현장 총라인 통제 시스템 및 핵심 부품 제조
2. 대형정밀 계측기 개발 및 제조: 전자현미경, 레이저 스캔 현미경, 스캔터널현미경,
공률이 2Kw이상인 레이저기계. 전자 탐지기. 광전직독 분광기, 라만분광기, 질량분석장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공업 크로마토그래피, 액 크로마토그래프법-질량 분광측정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원자력 자석공진파기, 에너지분광기, X선형광분광기,
회절기, 공업CT, 대형동평행시험기. 온라인기계량자동측정시스템. 회전속도가 100000r/min
이상인 초고속 이심기, 대형금상현미경, 삼좌표측량기, 레이저벤치콤퍼레이터(激光比长长),
전기탐측기(电法勘探长), 500m이상 airborne gamma spectrometer(500m以上航空电法及
伽玛能谱谱量长器）, 우물속중력 및 삼분량자기측정기(井中重力及三分量磁力长）, 고정도
마이크로중역

및

항공중력경사도측정기(高精度微伽重力及航空重力梯度谱量

长器），지구

화학원소야외현장속보분석기, 휴대용지질레이더
3. 고정도디지털전압계, 전료계 제조(표시측정범위가 7파라위 이상)
4. 무공공률자동보상장치제조
5. Two phase flow container(两相流量计), 고체흐름량측정기제조
6. 전자총자동코팅기 제조
7. 800킬로볼트 및 그 이상의 전압을 공제하는 공업 X레이 탐상기(X射线探伤机)제조
8. 안전생산 및 환경보호검측기계 신기술설비 제조
9. VXI 총 선 및 자동탐측시스템(IEEE1155국제표준에 부합)제조
10. 탄광,우물 밑 탐측 및 재해경보시스템. 메탄안전측검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제조
11. 공정측량과 지구물리 관측설비 제조(디지털 삼각형(数字三角)측량 시스템, 3D지형모델
제어성영시스템(면적>1000×1000mm, 수평오차<1mm, 폭오차<0.5mm), 이상의 규격초과
주파수

대지진계(Ф<5cm,

주파수대

0.01~50Hz,

지진등가속도

소음<10~9m/s),

지진

데이터 집합처리 시스템, 갱내지진과 징조 종합관측시스템, 정밀 진동원 제어시스템, 공정
가속도 측량 시스템, 첨단정밀 GPS수신기(정밀도 1mm~1ppm), INSAR 형상접수 및
처리시스템,

정밀도

<1microgal의

절대

중력계(gravimeter),

위성

중력계,

코히런트

(Coherent)혹은 이(双)편광 기술을 이용한 도플러(Doppler)레이다, 가시도 측량계, 날씨
센서(온도, 압력, 습도, 바람, 강수, 구름, 가시도, 방사, 동토, 적설량), 벼락방지 시스템,
다계층 공중 먼지 견본 추출 계, 3-D 초음파 풍속측량계, 첨단 정밀도 종합 측량기기(Total
Station),

3D레이저

스캐너,

보링용

고성능

금강석

드릴,

비합치식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LASER RANGEFINDER WITHOUT COOPERANT TARGET), 수직측풍 레이다 (RASS
부대), GPS 전자 탐사제어기 시스템, CO2/H2O 유량관측시스템, 주변층 (边界层)도플러
레이저레이다, 과립물 과립분석계기(颗粒经谱长器) (3nm~20μm), 고 성능 데이터 수집기,
수중 글라이더(glider))
12. 환경보호 검사계기의 신기술 설비제조(공기 품질검사, 수질검사, 온라인 안개검사
계기의 신기술 설비, 응급처리 필요계기와 플랜트 시스템으로 새로운 미분광학 다중분석
시스템과 자체 조정, 조합식,표류가 적고,네트워킹 원격 측정, 원격 조정 계기 및 시스템 등
13. 대기오염방지설비제조(내고온 내부식성 여과재, 연료용 석탄)
14. 물 오염방지설비제조(수평식 나선원심 탈수기, 필름 및 원재료, 10kg/h이상의 오존
발생기, 10kg/h 이상의 이산화염소 산생기, 자외선 소독장치, 농촌 소형 생활오수처리설비)
15. 고체폐기물처리설비제조(쓰레기 매립공장의 방침투용 Geomembrane, 위험폐기물 처리
장치, 쓰레기 매립장 바이오가스(Biogas) 발전장치, 가축과 짐승폐기물 종합이용설비
16. 환경감사와 측정계기 제조(SO2 견본 자동추출기 및 측정계기, NOX및 NO2자동견본
자동추출기 및 측정계기, O3자동감사와 측정계기, CO 자동 감사와 측정계기, 연기 및 먼지
견본 자동추출기 및 측정계기, 연기 견본 자동추출기 및 측정계기, 휴대식 유독유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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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계기, 공기중 유기오염물질 자동분석계기, COD 온라인 자동 측정계기, BOD 온라인
자동 측정계기, 오염도(浊度) 온라인 감시측정계기, DO온라인 감시측정계기, TOC온라인
감시 측정계기, 암모니아질소 온라인 감시측정계시, 방사선량 검측계기, 방사선 분석 측정
계기
17. 수맥데이타 수집, 처리와 전송, 홍수예방 경보계기 및 설비 제조
18. 해양탐사, 측량계기와 설비제조(중·심층(中深)해양 수중캠코더와 수중 카메라, 다중
반사음향측심기(Multibeam Echosounder), 저·중층(中浅)지하 절단면 탐측계기, 항행식 온도,
염분, 심도탐측계(salinity-temperature-deepness system), 특수금속탐지기(fluxgate magnet
ometer), 유압권양기, 수중밀폐 전자커넥터(Connector), 효율>90%인 반침투 해수 담수화용
에너지회수장치, 효율>85%인 반침투 해수담수화용 고압펌프, 반침투 해수담수화 막(탈염
비율>99.7%), 일생산량이 2만톤 이상인 저온 다 효율 증류해수 담수화장치, 해양생태
시스템 감시측정부표, 절단면 탐측부표, 일회용 전도율 온도와 깊이 측량계기 (XCTD), 현장
수질 측량계기, 지능형 해양수질 감시측정용 화학센서(연속 3~6개월 작동), 전자해류계,
음향학

도플러(Doppler)

해류

절단면

측량계(Self-

containing,

Direct

reading,

For

ship)전도율 온도, 깊이 단면 측량계, 음향학 응답방출기, 원양심층해양 조석측량 시스템
(해저 설치)
ㅇ 기타 제조업
1. 석탄 세척 기술제품의 개발 이용 및 설비제조(석탄의 기화와 액화, 석탄․물 슬러리 생산,
공업형 석탄의 생산)
2. 석탄 세정 선별 및 분말 석탄(탈유황 석고 포함), 선탄(選炭)후 부스러기 종합이용
3. 생물 분해재 생산
ㅇ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업
1. 석탄가스화복합화력(IGCC), 30만톤 이상의 CFB(CirculationFluidized-Bed), 10만톤 이상
의 가압 유동층 연소로(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or:PFBC)를 채택한 정화 연소
기술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2. 배압형 열 및 전기 병합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3. 발전위주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4. 핵발전소건설과 경영 (중국측 대주주)
5. 신규 에너지발전소(태양에너지, 풍력, 자기력, 지열 에너지, 조석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포함)의 건설과 경영
6. 해수 이용(해수직접이용, 해수 담수화), 공업폐수처리 회수이용 산업화
7. 도시 급수시설의 건설과 경영
ㅇ

교통운수, 창고 및 통신업

1. 철도주간선망의 건설과 경영(중국측 대주주)
2. 지선철도, 지방철도 및 교량, 터널, 페리시설 건설과 경영(합자와 합작에 국한)
3. 고속철도, 철로 여객운송 전용선, 도시철도 기초시설 종합보수(중국측 대주주)
4.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의 건설과 경영
5. 육상 도로화물 운송회사
6. 항구 내 공용부두시설의 건설과 경영
7. 민간 비행장의 건설과 경영(중국측이 상대적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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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운수회사(중국측 대주주)
9. 농업, 임업, 어업 범용 항공회사(합자와 합작에 국한)
10.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송 업무(중국측 대주주)
11. 국제선 컨테이너 다수단 복합운송 업무
12.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가스)저장탱크의 건설과 경영
13. 석탄 파이프 라인 수송설비의 건설과 경영
14. 운수업무 관련 창고저장 설비의 건설과 경영
ㅇ 도, 소매 유통업
1. 일반 상품의 배송
2. 현대물류
ㅇ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 회계와 회계감사
2. 국제 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의 컨설팅 서비스
3. 시스템 응용관리와 보수, 정보기술 관리, 은행 지원서비스, 재무결산, 인력자원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콜센터, 데이터 처리 등 정보기술 및 업무절차 등의 아웃소싱 서비스
ㅇ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1. 생물공정과 생명의학 공정기술,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기수
2. 동위소, 발사 및 레이저기술
3.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개발기술, 해양화학자원 종합이용기술, 관련제품의 개발과 정밀
가공기술 해양의약과 생물화학 제품개발 기술
4. 해양측정기술(해양의 파도와 조수, 날씨, 환경측정), 해저탐측과 대양자원 탐사평가기술
5. 해수 담수화후의 농후한 해수를 이용하여 제염하고, 칼륨, 브롬, 마그네슘, 리튬 축출 및
심가공 등 해수화학자원 고부가가치 이용기술
6. 에너지절약, 개발 기술
7. 재생에너지 및 종합이용 기술, 기업 생산라인에서 산생된 배출물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응용
8.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9. 화학섬유 생산 중 에너지 절약 및 3종 폐기물 동시 처리의 신기술
10. 사막화 방지 및 사막 퇴치기술
11. 풀과 가축평형 종합관리기술
12. 민용 위성 응용기술
13. 연구개발(R&D) 센터
14. 첨단기술, 신제품 개발 및 창업 인큐베터 센터
ㅇ 수리(水利),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1. 종합수리 주요 시설의 건설과 경영(중국측 대주주)
2. 도시의 도로 건설과 경영
3. 도시 지하철 및 전철 등 선로의 건설과 경영(중국측 대주주)
4. 오수, 쓰레기 처리공장, 위험물, 폐기물 처리공장(폐기물 소각공장, 매각장) 및 환경
오염처리설비의 건설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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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1. 고등 교육기구(합자, 합작에 국한)
ㅇ 위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1. 노인과 장애인과 어린이 서비스 기구
ㅇ 문화, 체육과 오락업
1. 공연 장소 운영(중국측 대주주)
2. 체육장 경영, 헬스, 경기 및 체육훈련과 중개서비스
▣ 외국인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농작물 신품종 선택 및 종자 개발과 생산(중국측 대주주)
2. 진귀한 나무종자(樹種)과 원목 가공(합자와 합작에 국한)
3. 면화(목화씨) 가공
□ 채굴업
1. 특종 희소 결핍한 석탄의 탐사, 채취(중국측 대주주)
2. 중정석 탐사, 채취(합자와 합작에 국한)
3. 귀금속(금, 은, 백금류) 탐사, 채취
4. 금강석 등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와 채굴
5. 인(磷, phosphorus)의 채취와 선광작업
6. 보론 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BORON-MAGNESIA) 철광 채굴
7. 천청석(天靑石, Celestite) 채굴
8. 바다망간(Mn)결핵, 바닷모래 채취(중국 측 대주주)
□ 제조업
ㅇ 농부식품 가공업
1. 콩, 유채씨식용유지(油脂) 가공(중국측 대주주), 옥수수재가공
2. 생물액체연료(연료 에틸알코올, 생물디젤유)의 생산(중국측 대주주)
ㅇ 음료제조업
1. 황주, 유명 브랜드 백주 생산(중국측 대주주)
2. 탄산음료 생산
ㅇ 담배제품업
1. 잎담배(Threshing and Redryin)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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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쇄업과 복사업

1. 출판물 인쇄(중국측 대주주, 포장 장식용 인쇄 제외)
ㅇ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1. 연간생산량 800만 톤 이하 정유(oil refining)공장의 건설과 경영
ㅇ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1.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탄산칼륨(수산화칼륨) 생산
2. 감광재료 생산
3. 벤지딘 생산
4. 제독용이 화학제품생산 (에페드린,유사에페드린,에르고메드린,에르고타민, 리세르 가이드)
5. 플레온(freon) 혹은 수소 포함 플레온, 4불화 에틸렌, 불화알루미늄, 불화수소(HF) 생산
6. 부타디엔 고무(butadiene rubber), 유액(乳液)중합, 열가소성 에이스바이르(SB_R) 생산
7. 염화메탄화물(염화메탄 CH3Cl은 제외), 탄화칼슘으로 폴리염화비닐 생산
8. 황산 티타늄분말 생산, 평로 과망간산칼륨(KMnO4) 생산
9. 보론마그네시아 철광석의 가공
10. 바륨염 생산
ㅇ

의약제조업

1. 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켄타마이신, 다히이드로스트렙마이신, 아미카
신, 염산테도라싸이클린, 테라마이신, 아세틸나선마이신, 마이데카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시푸로후로키사신, 놀후로키사신, 로메호루키사신 생산
2.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 B1, B2, C, E 등 다양한 비타민제제와 칼슘보충제의 생산
3. 국가 예방접종의 면역백신, (BCG, 소아마비, DPT, 홍역, B형 뇌막염, 유행성 뇌막염
백신 등) 생산
4. 마취약품 및 부분적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중국측 대주주)
5. 혈액제품의 생산
6. 1회용 주사기, 수맥기, 수혈기 및 혈액 주머니의 생산
ㅇ

화학섬유 제조업

1. 보통 칩을 사용하는 화섬방사
2. 비즈코즈 레이온 생산
ㅇ

고무제품업

1. 구 타이어(레이디얼 타이어 제외) 재생 및 저 성능의 공업용 고무부품 생산
ㅇ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텅스텐(W), 몰리브덴(Mo), 주석(Sn, 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Sb, 산화안티몬과 유황
안티몬 포함) 등 희유금속 제련
2. 전해알루미늄, 동, 연, 아연 등 유색금속 제련
3. 텅그희토금속의 제련과 분리(합자와 합작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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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속제품업
1. 컨테이너 제조
ㅇ 통용설비 제조업
1. 각종 보통급(PO) 베어링 및 부품 소재(스틸 볼, maintenance frame), 반제품제조
2. 300톤 이하 Wheeled 방식, 캐터필터 장착용 기중기(크레인))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ㅇ 전용설비 제조업
1. 중저급 B형 초음파 디스플레이
2. 일반 폴리에스테르 長섬유, 短섬유 설비 제조
3. 320마력 이하 불도저, 30톤급 이하 액체압력 굴착기, 6톤급 이하 Wheeled 방식 적재기,
220마력 이하 그레이더、로드 롤러、포크리프트, 135톤급 이하 비도로 덤프트럭, 평면
프레이즈기계설비, 정원에서 사용기계와 기구, 상품콘크리트기계(펌프, 믹서차, 믹서식 펌프
차) 제조(합자와 합작에 국한)
ㅇ 교통운수 설비제조업
1. 일반선박(분단식의 선박 포함)수리, 설계와 제조(중국측 대주주)
ㅇ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1. 위성 TV방송 지면접수시설 및 핵심 부품 생산
2. 자동결제기 제조
ㅇ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1. 씨장（西藏). 씬장(新藏), 하이난(海南) 등 小전력망 내에서 단기출력 30만kw 이하
석탄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출력 10만kw 이하 석탄응축 및 추출 두개 이용 기계세트의
종합적 화력발전소 건설과 경영
2. 송전망의 건설과 경영(중국측 대주주)
ㅇ 교통운수, 창고보관 및 우정업
1. 철로 화물 운송회사
2. 철로 여객 운송회사(중국측 대주주)
3. 도로 여객 운송회사
4. 국경출입 자동차 운송회사
5. 수상 운송회사(중국측 대주주)
6. 촬영, 鑛山탐사, 공업 등 통용 항공회사(중국측 대주주)
7. 정보통신 회사: 모바일서비스 등 컨텐츠 관련 정보통신 업무(외자비율 50% 초과 못함),
정보통신 기본업무 중 이동전화 및 문자서비스(외자비율 49% 초과 못함), 정보통신 기본업
무 중 국내업무와 국제업무(외자비율 35% 초과 못함, 2007년 12월 11일까지 외자비례
49% 허용 조치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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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매 및 소매업
1.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 판매, 프랜차이즈(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 등 상업회사
2.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약, 비닐하우스, 화학비료의 도매,
소매, 배송(30개 분점 이상 설립, 다양한 공급루트로 다양한 브랜드상품을 판매하는 체인
점의 경우 중국측 대주주)
3. 음향제품(영화 제외)의 유통(합작에 국한, 중국측 대주주)
4. 상품경매
5. 선박대리(중국측 대주주), 외국기선(합자와 합작에 국한)
6.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동일한 외국투자자 30개 분점 이상 설립, 판매가 많은 공급상의
부동한 종류와 브랜드정제유의 주유소 체인점, 중국측 대주주)의 건설과 경영
ㅇ 금융업
1. 은행, 금융임대회사,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화폐 중개대리회사
2.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외자비율 50% 초과 못함)
3. 증권회사(A주식 위탁판매, B주식과 H주식 및 정부와 회사채권의 위탁판매와 교역 등에
국한, 외자비례 1/3 초과 못함), 증권투자기금관리 회사(외자비율 49% 초과 못함)
4. 외환 중개대리회사
5. 선물 회사(중국측 대주주)
ㅇ 부동산업
1. 토지 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 호텔, 빌라, 고급 오피스,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3. 부동산 2급시장 교역 및 부동산 중개대리회사
ㅇ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 법률 자문
2. 시장조사(합자와 합작에 국한)
3. 신용조사와 등급평정 서비스 회사
ㅇ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탐사업
1. 측량회사(중국 측이 주도적 지위)
2. 수출입 상품검사 및 감정, 인증회사
3. 촬영서비스(공중촬영등특수기술촬영서비스포함,항공측량촬영 포함하지 않음,합자에 국한)
ㅇ 수리(水利), 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1. 대도시의 가스, 열에너지와 배수관공급망의 건설과 경영(중국측 대주주)
ㅇ 교육
1. 일반 고등학교(高中)교육기구(합자와 합작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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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1. 의료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ㅇ 문화, 체육과 오락업
1. 방송, TV프로그램 제작과 영화제작 프로젝트(합작에 국한)
2.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중국측이 주도적 지위)
3. 대형 공원의 건설과 경영
4. 공연중개대리기구(중국 측이 주도적 지위)
5. 오락장소 경영 (합자와 합작에 국한)
ㅇ 국가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이 제한하는 기타 산업
▣ 외국인투자 금지산업 리스트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양식과 재배종식(種植)업,목축업,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
2. 유전자 변형 식물종자, 가축과 짐승 양식, 수산 종자 동식물의 개발과 생산
3. 중국의 관할 해양지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로
□ 채광업
1. 텅스텐(W), 몰리브덴(Mo), 주석(Sn)), 안티몬(Sb) 형석(螢石)의 탐사와 채굴
2. 희토금속의 탐사, 채굴과 선광(選鑛)
3. 방사(放射)성 관산의 탐사, 채굴과 선광(選鑛)
□ 제조업
ㅇ 음료 가공업
1. 중국 전통공업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각 지역 특산차, 흑차 등)
ㅇ 의약제조업
1. “야생약재자원보호조례”와 “중국 희귀하거나 절멸위기의 동식물 목록”에 열거된 중약재
가공
2. 전통 음용 한약재 제조기술의 응용 및 제조방법 기밀인 한약제품의 제조
ㅇ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방사성 광산의 제련과 가공
ㅇ 전문 설비제조업
1. 무기, 탄약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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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 개구식(산성안개를 직접 배출하는 방식) 인산전지, 수은 버튼(button)식 산화은전지,
PASTE식 아연-망간전지, 카드륨-니켈 전지 제조
ㅇ 공업품 및 기타 제조업
1. 상아 조각
2. 호랑이뼈 가공
3. 탈태(脫胎) 칠기 생산
4. 법랑제품 생산
5. 화선지 및 먹 제조
6. 암 또는 기형,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제품과 내구성 유기오염물 제품생산
ㅇ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업
1. 씨장(西藏), 신장(新藏), 하이난(海南) 등 소규모 송전망이외 단기 용량 30만천와트 이하
석탄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용량 10만천와트 이하 석탄응축 및 추출 겸용 발전소 건설,
운영
ㅇ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항공 교통 관제회사
2. 우정(우편 행정) 회사
ㅇ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 사회 리서치
ㅇ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 탐사업
1.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의료기술 개발, 응용
2. 토지 측량, 해양 측량, 항공촬영 측량, 행정지역 경계선 측량, 지도제작 중 지형 그림 및
도표제작, 일반 지도제작 중 항공 및 항해 유도형 전자지도제작
ㅇ 수리, 환경, 공공설비 관리업
1. 자연보호구, 국가급 중요 습지의 건설, 경영
2. 국가보호지역의 원산지인 중국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
ㅇ 교육
1. 기초교육(의무교육) 기구, 군사, 경찰, 정치 및 당 교육기관 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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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 체육 및 오락업
1. 신문사
2.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출판, 총괄발행과 수입(importing)
3.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괄발행과 수입
4. 각급 방송국, TV사, 라디오TV 전송 네트워크(발사대, 중계소, 방송. TV네트워크 및 송신
국 등 포함)
5.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회사
6. 영화 제작, 발행,
7. 뉴스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문화 운영
8. 비디오녹화 방송회사
9. 골프장 건설, 경영
10. 도박업(경마장 포함)
11. 퇴폐․향락업소
ㅇ 기타 분야
1.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해를 끼치는 산업
ㅇ 중국정부나 중국이 체결 EH 는 가입한 국제조약이 금지하는 기타 산업
6) 투자 인센티브(세제 인센티브, 지역 인센티브 등)
□ 산업정책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2004년수정)은 구체적으로 중국정부가 외상투자에 대한 산업정책
을 체현하였고, 외상투자항목을 권장, 허가, 제한과 금지 4개류로 나누었다. 권장류, 제한류
와 금지류에 속하는 외상투자항목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열거된다. 권장류, 제한류와
금지류에 속하지 않는 외상투자항목은 외상투자허가항목에 속한다.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허가류 외상투자항목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권장류와 제한류에 부합되고, 기술양도하는 외상투자항목은 투자
총액내에서 수입한 개인용설비를 “외상투자항목중 면세할 수 없는 수입상품 목록”에 열거
된 상품외,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권장류 외상투자항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데로 특혜대우를 향수하는 외,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한이 긴 에너지,
교통, 도시기초시설(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도로, 항구, 비행장, 도시길, 오수
처리, 쓰레기처리 등)건설과 운영에 종사하고 비준을 받은 것은 이와 관련된 경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999년 중국에서 서부대개발전략을 실시하였고, 내외자기업이 서부로 투자
하는 것을 권장하였는데, 정부관련 부문에서는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 산업 목록”을 발표
하였다. 2004년 새로 수정한 “중서부지역외상투자산업목록”을 발표 하였 는데, 목록에 열거
된 투자항목은 권장류 외상투자항목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 권장류산업의 외상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내 15% 세율의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민족자치주지방의 기업이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으면 정기적으로
기업소득세를 면제 혹은 할인징수할 수 있고, 서부지역에서 새로운 교통, 전력, 수력, 우편
행정, 텔레비젼방송 등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 기업소득세 면제, 3년 절반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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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보호를 위해 경작지를 생태림,초로 되돌려서 산출한 농업특산품 소득에 대해서는
10년 내 농업특산세를 면제한다. 서부지역의 도로국도( 國 道 ), 성급 간선 도로( 省 道 )건설
용지는 철도, 민항용지와 같이 경작지점용세를 면제하고, 기타 도로 건설 용지의 경작지점
용세징수여부는 성, 자치구와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서부 지역 의 내자권장
류산업, 외상투자권장류산업 및 우세산업의 항목은 투자총액 내 개인용 선진 기술설비 수입
은 국가에서 규정한 면제할 수 없는 상품 외 관세와 수입관련 증치세를 면제 한다.
ㅇ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에 근거하여, 아래 정황중 하나에 속하는 것은 고뮤 류외상
투자 항목에 속한다.
- 농업신기술, 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 교통, 중요한 원자재 공업
- 하이테크, 선진적용기술, 제품기능 개선, 기업의 기술경제효익제고 혹은 생산국내 생산
능력이 모자라는 신기술, 신자재
-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제품등급을 올릴수 있으며, 신흥시장개척 혹는 제품의 국제 경쟁
력 증가시키는 것
- 신기술, 신설비, 에너지 혹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고 자원과 재생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
-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세를 발휘할 수 있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
ㅇ 아래 정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는 제한류 외상투자항목이다.
- 기술수준이 낙후한 것
- 자원절약과 생태환경개선에 불리한 것
- 국가에서 규정한 보호성 채굴을 시행하는 특정 광상종류의 탐측과 채굴에 종사하는 것
- 국가에서 점차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
ㅇ 아래 정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는 금지류 외상투자항목이다.
- 국가안전 혹은 사회공공이익에 손상주는 것
- 환경오염손해를 조성하고, 자연자원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손상주는 것
- 대량경작지를 점용하여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것
- 군사시설안전과 사용효능에 손해주는 것
- 중국특유방식 혹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
-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
상술 3개 항목외 기타 항목은 외상투자허가항목에 속한다.
제품이 100% 직접 수출하는 허가류 외상투자항목은 권장류 외상투자항목으로 한다. 제품
수출판매액이 제품 판매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제한류 외상투자항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허가한 것은 허가류 외상투자항목으로
한다.
중서부지역우세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류와 제한류 외상투자항목에 있어서는 조건을 적당히
느슨하게 할 수 있고, 그중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에 속하는 것은 권장류 외상
투자항목의 특혜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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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외국인하이테크영역투자를 권장하는 특혜정책
ㅇ 외상투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인입하는 것을 권장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건강발전을 위해,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 에서는
외국인하이테크영역투자를 권장하는 특혜정책을 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미 설립된 고뮤류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R&D 센터,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상
투자기업기술개조에 있어서 원래 비준한 생산경영범위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개인용 설비 및 관련 기술, 부속품, 예비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상투자기업이 “국가하이테크제품목록”에 속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용
설비 혹은 계약규정에 근거하여 설비와 함께 수입한 기술 및 부속품, 예비품에 대해
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상투자기업이 “국가하이테크제품목록”에 열거한 선진기술을 수입할 경우, 계약 규정
에 근거하여 경외에 소프트웨어비용을 지불하고,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R&D 센터는 투자총액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용설비 및 관련 기술, 부속품, 예비품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중국하이테크제품수출목록”에 열거된 제품에 있어, 수출퇴세율이 징세세율에 도달
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세무총국의 비준을 받고 제품이 수출된 후 징세율 및 현행 수출
퇴세율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퇴세를 처리할 수 있다
- 권장류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 국산설비를 구매할 때, 동류 수입설비가
수입면세범위에 속할 경우 국산설비증치세를 전액 반환한다
- 외상투자기업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술개조 및 하이테크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설비를 구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감소 혹은 면제할 수 있다
-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R&D 센터, 국외기업과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 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와 관련기술 컨설팅, 기술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발비용이 전년도대비 10% 및 그 이상 성장하였을 경우 세무
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술개발비용 실제 발생한 금액의 50% 대로 그해 응당 징수해야할
소득세를 공제한다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비 관련 R&D 기구와 고등학교 R&D 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의 기여관련 세무처리방법을 참조
하여 지원기업이 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액 제한다
□ 지역정책
ㅇ 개혁개방이래, 중국에서는 연해로부터 내륙으로 이르는 점진적인 전체 전략을 취하여
현재 각류 경제성특수지역으로는 아래와 같다.
- 경제특구: 선쩐(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廈門), 산터우(汕頭), 하이난(海南) 및 상하이
푸둥신취(上海浦东新区)
- 연해개방도시: 상하이(上海) 텐징(天津), 따렌(大连), 친황도(秦皇岛), 엔타이(워이 하이
포함)(煙臺包括威海), 칭도우(青島), 렌윈강(連雲港), 난퉁(南通), 닝바오 (寧波), 원저우
(溫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짠쟝(湛江), 베이하이(北海) 모두 14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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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가 49 개 및 5 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정책을 향수하는 공업원구,
각 성, 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가 53 개, 각 성, 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ㅇ 서부대개발전략에 근거하여 외자를 포함한 투자가 중서부내륙지역에로 심입할 것을
권장 한다. 관련 외상투자정책조치는 아래와 같다.
-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내의 항목은 권장류 외상투자항목정책을 향수한다
- 외국인이 서부지역 기초시설과 우세산업을 투자하는 항목에 대해 적당히 외상투자 주식
제한을 느슨하게 한다
- 외국인이 서부지역 농업, 수리, 생태,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친환경, 광산물, 관광 등
기초시설건설과 자원개발 및 기술 R&D 센터의 투자를 권장한다
- 서부지역 서비스무역영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외국인이 은행에 대한 시범점을
직할시, 성회와 자치구 소재지도시로 확대하고, 서부지역의 외자은행이 점차 인민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외국인이 서부지역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신,
보험, 관광업에 투자하고, 중외합자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도시행정공용기업과 기타
개방하기로 승낙한 영역의 기업설립을 허락하고, 일부영역에 대한 대외개방을 서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외자경로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서부지역에서 BOT, TOT 방식의 시범을 진행하도록 허락
하고, 외상투자항목이 인민페를 포함한 융자를 전개하도록 허락하며, 조건에 부합 되는
외상투자기업이 경내외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서부지역에서 국가
권장류와 허가류에 속하는 산업의 기업이 경영권양도, 주권양도, 합병재조합 등 방식
으로 외상투자를 흡인하는것을 지지하며, 중외합자산업기금, 위험투자기금방식에 외자를
인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재투자항목중 외자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외상투자기업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
□ 세수정책
<주요한 세금종류>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포함)이 중국
에서 적용되는 세금종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통절차세금(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
세), 토지부가가치세, 인지세, 차와 배 사용 면허증세, 도시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수출입 화물은 해관관세조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납입
한다.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및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의
소득세는 응당 납세소득액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30%이며, 지방소득세율은 3%이다.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경내의 이윤(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에 있어서는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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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중국경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노무 및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인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7%(양식, 식용식물유, 수돗물, 도서,
신문, 잡지, 사료,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세율은 13%)이다.
<영업세>
중국경내에서 교통운송, 체신통신, 금융보험, 건축, 문화체육, 엔터테이먼트, 서비스업, 무형
자산양도 혹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혹 개인은 영업세 납세인이다, 영업세는 모두 3등급
세율이 있는데 최저 3%(예를들면 교통운송비)로부터 최고 20%(엔터테이먼트산업)가 있다.
<인지세>
중국경내에서 구입과 판매, 가공, 도급, 재산임대, 화물운송, 창고저장보관, 대여, 재산 보험,
기술계약 및 재산권어음이전, 영업장부, 권력허가증조는 모두 규정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제세 세율은 최저 0.005%이고, 최고0.05%이다. 권력허가증조와 영업장부 (자금을
기입하는 장부를 포함하지 않음)는 건마다 贴花하고 매건당 5위앤이다.
<수출입관세>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 평균세율은 12%이다. 개별 몇항 중요한 자원성 상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하는 외, 중국에서 기타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비세>
중국경내에서 담배, 술, 알콜, 화장품, 피부와 두발보호제, 귀중한 장신구 및 진주옥, 폭죽,
불꽃, 가스, 디젤유, 승용차타이어, 모터사이클, 자동차 등 소비품을 생산, 위탁가공과 수입
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 납세인이다.
소비세는 모두 11개 세목과 14개 등급의 세율이 있는데 최저 3%로부터 최고 45%까지
있다. 소비세는 양으로부터 금액을 정해서 징수하는 것과 가격으로부터 비율을 정해서 징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약세>
중국경내에서 토지, 건물소속을 전이할 때 접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세의 납세인이다.
토지, 건물소속전이란 (1)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농촌집체토지도급경영권전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토지사용권양도, 매각, 증여와 교환을 포함한다. (3) 건물매매 (4) 건물 증여 (5)
건물교환 등이 포한된다. 계약세 세율은 3-5%이다.
<도시부동산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소유한 건물재산권은 반드시 도시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부동산의 원래 가격에 1차성으로 10-30%를 뺀 나머지 잔액으로 계산하여
납세하는데, 연간 세율은 1.2%이다. 혹은 부동산 임대의 임대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세율은
12%이다. 부동산세는 년을 단위로 계산하고, 분할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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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배 사용 면허증세>
외상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차량, 선박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차와 배 사용
면허증세 잠행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와배 사용 면허증세를 지불한다. 적재량자동차,
발동선과 비 발동선은 차례대로 적재 혹은 네트 톤 수량으로 세금 계산하고, 기타 기동차와
비 기동차는 차례대로 차량 댓수에 따라 세금 계산한다.
<개인 소득세>
중국경내에 체재지가 있거나 혹은 체재지가 없어도 경내에 1년 동안 생활한 개인이 중국경
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
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 체재지가 있는 개인은 호적, 가정, 경제이익관계로 중국 경내에 습관성 거주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중국경내에 체재지가 없지만 1년이상 5년이하 거주한 개인의 중국
경외에서 오는 소득은 관련 세무기관의 비준을 통해 단 중국경외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기구 혹은 개인이 지불한 부분으로 개인소득세를 지불할수 있고,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
하는 사람은 제6년부터 중국경외에서 오는 전체 소득에 있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 체재지가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체재지가 없고 경내에 거주기한이 1년
미만인 개인의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동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경내에 체재지가 없지만 한개 납세년도 중 중국 경내에 연속 혹는 누계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의 중국 경내로부터 오는 소득은 경외고용주가 지불하고 동 고용주가
중국경내에 있는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임금, 장금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누진제계산을 취하고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누며 최저는 5%, 최고가 45%이다. 임금, 장금
소득은 매달 소득액에서 1,600위앤을 감한 후의 잔액을 소득세납세 범위로 한다. 중국
경내에 체재지가 업고 중국 경내에서 임금, 장금을 획득한 납세의무인과 중국경내에
체재지가 있고 중국 경외에서 임금, 장금을 획득한 납세의무인은 3,200위앤의 부가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노무에 종사하여 획득한 보수,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율, 순익소득 등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고료소득은 비율세율을 적용 하고 세율은 20%이며, 응당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30%를
적게 납부한다.
노무보수소득은 비율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은 20%이다. 개인의 1차성 취득한 노무보수의
응당 납부해야할 소득액이 2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노무보수 소득 1차소득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에 속한다.
응당이 납세해야할 금액이 2만 위앤-5만위앤의 부분을 초과할 경우, 응당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금액을 계산한 후, 응당 납세해야할 금액에 5%를 더 징수해야 한다.
5만 위앤을 초과하는 부분은 10%를 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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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사용요금소득, 이자율, 주식배당율, 순익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과 기타소득은 비율세율을 적용하고 세율은 20%이다.
노동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매번 소득이 4천위앤을 초과
하지 않을 경우 800위앤 비용을 감하고, 4천위앤이상일 경우 20%의 비용을 감하며 잔액을
납세소득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인이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응당 납세해야 할 금액중 경외에서 납세한
개인소득세를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제거한 금액은 동 납세의무인이 경외소득이 동 법규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해낸 응당
밥세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임금, 장금소득)
등급

한달에 납세해야할 소득액(세금소득액을 포함)

세율(%)

1

>500위앤

5

2

≤ 500 - ≥ 2,000위앤

10

3

<2,000 - ≥5,000위앤

15

4

<5,000 - ≥20,000위앤

20

5

<20,000 - ≥40,000위앤

25

6

<40,000 - ≥60,000위앤

30

7

<60,000 - ≥80,000위앤

35

8

<80,000 - ≥100,000위앤

40

9

<100,000위앤

45

注：동표가 가리키는 한달에 납세해야할 소득액은 동 법률 제 6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달
소득액에서 1,600위앤을 제한 후 잔액 혹은 부가감소비용을 제한 후의 잔액이다
□ 세수정책
중국정부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세수특혜정책의 주요한 조치는 특혜기업 소득세
율을 시행하고, 기업소득세를 감소 혹은 면제하며, 수입설비에 있어 관세와 수입관련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ㅇ 기업소득세특혜세율: 외상투자기업소득세율은 보통 33%이지만 아래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그중 15% 세율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 적용된다.
-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 푸둥신취에 설립한 생산형 외상투자기업
-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 국가하이테크산업지에 설립하고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은 외상투자기업
-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등 기초시설영역의 외상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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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 세율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연해경제개방구, 연해, 연강, 경계개방도시, 성회도시의 생산성외상투자기업
- 경제특구와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낡은 시가지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ㅇ 기업소득세의 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경영기한이 10 년이상인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이 이윤을 획득하는 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 년 면제, 3 년 절반 면제한다
- 선진기술형외상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2 년 면제, 6 년 절반 면제받는다
- 수출형외상투자기업은 상술한 “2 면 3 감소”의 특혜 외, 기업 당해의 수출금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을 점할 경우 기업소득세 절반 납부하는 특혜를 계속 누릴수
있다 (하지만 기업소득세 세율은 10%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먼 변경지대의
외상투자기업은 5 년 감면제 기한이 만기된 후,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앞으로
10 년간 계속 15%-30%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에서 권장하는 외상투자기업은 5 년 감면기가 만료된 후 3 년
내, 1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서부지역은 201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재투자퇴세.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에서 획득한 이윤으로 재투자를
진행할 때 경영기한이 5 년보다 적지않을 경우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재투자 부분의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투자하여 제품수출하는
기업은 재투자부분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얻은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 지방소득세의 감면. 외국 투자를 권장하는 산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면제,
감소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외상투자기업 소득세율 표

세수 종류
이윤 획득 후 제 1, 2년
이윤획득 후 제 3 - 5년
기
업
소
득
세

지속 세금 감소기간
당해 세금 감소

정상 년도
지 이윤획득 후 제 1, 2년
방
소 당해 세금 감소
득
세 정상 년도
소득 이윤 송금

세율
연해개방도시, 성소재지도시,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낡은 시내지역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
경영기가 10년 이상인 생산성 기업은 면제
24%*0.5=12%
10%
선진기술기업은 이윤 획득 후 제 6-8년에 적용
24%*0.5=12%

10%

제품수출기업의 당해 제품수출금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인 기업 소득세
24%*0.5=12%
10%
24%
15%
면제
제품수출기업의 당해 제품수출금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인 기업 소득세
3%
외국기업소득세 면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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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과 외환관리
현재 중국의 금융조직은 국유상업은행을 위주로 다양한 금융기구가 병존하고,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과 신탁에 대해 분업감독을 한다. 국가의 금융감독은 중앙은행이 화페공제 관리
수단을 통해 금융시장을 조절한다.
중국의 환율은 시장공급을 기초로하고 바스켓화페를 참고로 변동 인민페환율을 조절 관리
하고 있다.
인민페자유항목하의 자유태환, 자본항목 하의 외화는 여전히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 외화
수지에 대해 은행 結 售 匯 제도를 실시하고 수출입 수납송금에 대해 자세히 심사한 후 장부
에서 삭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외화등기
외상투자기업은 영업집조발급일 부터 30일 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복사
본을 갖고 외환관리부문에 가서 “외상투자기업외화등기증”을 영취하고, “외상투자 기업
기본정황표”를 기입하며, 증명서를 갖고 기업등록지 외환지정은행에 계좌개설 수속을 처리
해야 한다. 객지 혹은 경외 계좌개설은 반드시 현지 외환관리부문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은행結售匯제도
기업의 각종 외화소득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외환지정은행에 개설한 은행계좌를 개설
하거나 혹은 외환지정은행에 팔고, 기업의 각종 대외지불용 외화는 반드시 유효증거 혹은
외환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동 외환계좌로부터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태환을 처리
해야 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장소 외에서 외화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 인민페경상항목하에서 자유태환 가능
경내기구(외상투자기업)경상항목용

외화는

유효증거를

갖고

인민페로

외환지정은행에

외화를 구매하거나 외환계좌로부터 대외지불 할 수 있다. 선지불물품금액, 수수료 등 일정
비율 혹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외환관리부문을 통해 진실성검사를 진행한 후 은행에서
태환수속을 할 수 있다.
□ 정부가 자본항 아래의 외화수지관리
하나는 국무원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자본항목 아래의 외화소득은 모두 경내로 소환
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 자본항목 아래의 외화소득은 응당 모두 은행에 전문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외환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 외환지정은행에 팔 수 있다.
셋째는 자본항목하의 외화구매와 대외지불은 외환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비준
증서를 갖고 은행에서 외화 판매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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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채관리
중국정부가 외채에 등기관리를 실시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직접 경외은행 혹은 기업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데, 대외로부터 차용한 중장기외채의 누계금액은 계약 혹은 정관
중 규정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기업이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모두 즉시로 외환관리부문에 정기 혹은 건마다 외채등록을 처리해야 하고, 비준을
거친 후 외환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외환자금을 사용한 후 규정대로 외환관리부문에
피드백해주어야 한다. 모든 외채의 원금갚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모두 외환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제외)
□ 외화수지보고표
동 표는 반년보고표로 매년 7월 10이전 관련 부문에 본년도 상반년 보고표를 보내고, 매년
3월 10일이전 상년도 전년의 보고표를 보내서 문자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년말제무보고표
매년 3월 31일이전 관련 부문에 전년도의 년말재무보고표를 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등록등기한 회계사의 장부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8) 토지사용권 유상획득
중국에서 도시토지는 국가소유이고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적 국가소유로 규정한 외
집체소유에 속한다. 국가가 법률규정의 범위내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분하는 외 국가는 국유
토지에 대해 유상사용제도를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유상과 기한있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도시향진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이전

잠행

조례”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는 지방정부가 국가소유의 토지 지정된 땅을 기한,
용도와 기타 조건에 따라 토지사용권 수양인이 토지사용권 양도금과 사용금을 지불한 후
토지사용권 수양인이 개발경영하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후 토지사용권수양인이 토지사용권을 재차 이전하는 행위이다.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기간, 모든 권력은 여전히 국가에 있고, 지하 각종 자연자원 및 매장물, 숨긴물건 등은
유상양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규정대로 토지비용을 납부하면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는 협의, 입찰, 경배 3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유상
양도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는 토자양도계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따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에 신청, 비준, 공상등기와 납세 등 기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은 최고 사용 년한이 거주지 용지는 70년, 공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는 50년, 상업, 관광, 엔터테이먼트 용지는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 이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양도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도시계획이 허용하지 않는 외 수양인은 재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등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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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원모집, 직원임금, 보험복리, 노동시간제도
□ 인원모집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등 규정에 근거하면, 외상투자기업은 생산경영 수요에 근거하여
자체로 기구설치와 인원 편집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인원모집을 자체로 진행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다양한 경로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현지 노동부문에서 확인
된 인재시장중개기구, 다양한 인재교류회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각 신문매체상 인재모집
광고를 거재하는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혹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인원을 채용할 경우 국가관련 규정
에 근거하여 현지 노동부문의 비준을 거쳐 취업증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 직원임금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임금배분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준수
하고,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실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와 현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직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기업 경제
발전의 기초상 점차 제고되어야 한다. 동 기업의 경제효익, 노동생산율 및 현지 도시 주민
소비가격지수와 임금지도선 등을 참고하여 동사회에서 확정 혹은 기업 집체 상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 보험 및 복리
외상투자기업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양노, 실업, 의료, 공상, 생육 등 사회보험에 참가
하고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표준대로 사회보험기구에 재때에 정확한 금액의 사회 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비용은 응당 국가규정대로 지불해야 한다.
직원개인도 관련 규정대로 양노보험비, 의료보험비와 실업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사회보험외, 주택기금, 직원 교육양성, 수당 보조금, 법정휴가 등 복리대우가 포함된다.
□ 노동시간제도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정부현행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는데 즉: 매일 노동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고, 매 주 노동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다.
기업이 생산특징으로 표준 노동시간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부문의 심사를 거쳐 비
표준 노동시간을 시행할 수 있는데, 즉 규정된 시간이 없는 공작제와 종합적으로 노동시간
을 계산하는 공작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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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현지 법인 투자 절차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 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意向書 또는 協議書 체결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有償讓受 또는 有償配定 의향서 체결)

투자 예비허가 신청(項目建議書 또는 外資企業設立報告書 제출)

기업명칭 등기 신청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書) 작성

계약(合同) 체결 및 정관(章程) 제정

투자허가 신청(한국, 중국)

기업통계 등기 신청

기업설립 등기 신청
□ 투자준비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한 후, 동 목적 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과 투자 방
식에 따른 투자선이나 대리인을 물색하고 이와 동시에 투자 지역을 선정한다.
우리 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따른 투자선과 지역 선정은 계획적 의사결정과 정보에 따르기
보다 기존 거래선의 연장 선상이나 친분과 연고 관계에 의한 것이 적지 않아 투자의 사전
준비단계 과정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투자선이나 투자 지역을 접하게 되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들 대상을 평가하고 확인
한 후 결정하는 것이다.
□ 의향서
투자의향서는 중국 투자에 있어 문서화되는 최초의 서류로서, 중국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나 중국 투자 관련 국내 절차 시에는 반드시 제출할 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측 투자선은 의향서를 통해 우리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투자 내용의
대강을 파악 하여 중국의 투자 허가 기관으로부터 우리 투자자 측과의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 적인 조치의 착수를 허가받는 예비 허가신청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투자하는
우리 측보다는 중국 측에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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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통상 독자기업 설립지 관할 지방 정부의 주무 부서와 의향서를 체결
하게 된다. 만약 개발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 관리 위원회 혹은 개발구 총
공사 측이 우리 투자자 측에 대해 의향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의향서와 협의서는 문서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형화된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반드시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투자 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투자의 예비허가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절차는 우리
나라에는 없으나 중국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중국에서의 투자 예비 허가는 소위 項目立項이라고 하는데, 투자의향서 작성 후 중국 측
합자·합작선이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또는 투자제안서, 중국어로는 項目建議書임)를 작성
하여 ①중국 측 합자∙합작선 해당기업 행정감독 주무부서의 일차 심사를 거쳐 ②동 주무
부서가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허가 위임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 정부의
투자 허가기관에 예비허가를 신청한다.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중국 투자 사업의 정식 허가를 위해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의 투자허가 기관은 동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를 판단
하게 되므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서류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형화
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 투자 사업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중국 투자 허가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하는 주안점은 ①시장 조사 ②기술
분석 ③ 경영 관리 연구 등 세 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 보고서의 심사 결과
투자 사업의 이윤 미흡, 낮은 외환가득액 창출 효과, 높은 차입금 사용 비율, 원자재나
에너지 다량 사용, 과다한 공해 배출 등의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 투자자가 국내에서 중국 투자 신고 시 제출을 요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근거도 되는 것이므로 ①작성 시 필히 우리 측의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을 포함시키며 ②보고서가 중국측 합자/합작선이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더라도 그 내
용은 반드시 사전 충분한 협의∙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계약 체결
앞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와 회사 정관을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투자 허가신청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계약서와 정관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세부 항목과 내용 작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계약을 合同이라 부르고 계약서를
合同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합동과 합 동서를 구분하지 않아 통상 '합동'하면 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서까지를 합하여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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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 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 기업을 설립∙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
합의, 결정하여 그에 대해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우리 국내의 금융 기관의 허가 (신고 수리)와 감독 그리고 현지 설립 기업의
경영관리와 투자자 쌍방간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중국 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계약과 정관이나 의향서 혹은
협의서 내용이 상이할 때는 일단 계약서에 근거 하여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내용
중에는 이 같은 준거 조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 서명하며, 필요 시 공증을 받아서 투자자 쌍방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를 각 1부
씩 가지도록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되는 내용이
중국어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정관 제정
중국에서는 회사 정관을 章程이라고 부른다. 표기하는 명칭만 다를 뿐 우리나라의 회사
정관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중국에서는 정관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
사의 규칙으로서 법인 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작 계약을
근거로 계약 내용을 모체로 하여 제정되지만 계약이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제정한 문서라면
정관은 투자 쌍방 명의가 아니라 기업 법인 명의로 제정된 것이 다르다.
따라서 계약서는 투자자 쌍방 간의 내부 문서이고,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정관은
합자∙합작∙독자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관은 투자 측의 개별 명의가 아니라 투자
기업의 법인 명의로 제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국 측과 한국 측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독자투자인 경우는
투자자 법정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때 법정대표가 투자자 법정대표로부터 위임된
대표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첨부해야 한다.
□ 투자 허가 신청
중국 투자를 위한 투자 목적의 설정, 투자 방식의 결정, 투자 지역의 선정, 중국 측 파트
너의 선정, 의향서 작성, 투자 프로젝트 건의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국 측의 예비 허가를 받고 중국 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이 제정되면 비로소 투자 허가 신청의 준비 작업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독 투자의 경우에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 측의 예비 허가를
득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두 중국에서의 절차이며 이와 함께 국내
에서도 해외 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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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등기 신청
국내와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서 각각 소정의 투자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득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중국 관할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工商行政管理局에 각각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통계 등기와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통상 통계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그 즉시 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 통계 등기를 하면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① 주요경제지표 월중 보고표(獨立核算工業企業主要經濟指標月報)
② 생산경영현황 월중 보고표 (外商投資企業生産經營情況月報表)
③ 월 중 수출통계보고표 (外商投資企業輸出商品統計月報表)
④ 월 중 수입통계보고표 (外商投資企業進口商品統計月報表)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 정
부 통계국에 보고 한다.
한편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단 기업 설립 등기등록을 마친 후 이에 근거하여
영업 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기업 설립 등기절차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등기등록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업 설립 등기등록 신청에서부터 영업허가 발급까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상행정관리국은 중앙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및 시 지역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하 급 지역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현지 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의 공상행정
관리국에서 등기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 대중 투자방식 및 장단점 비교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
출자와 경영 방식이나 이윤 배분 방식 등이 복잡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투자 방식의 선택이 중국 투자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말을 통해
대 중국 투자 방식 선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먼저 ①중국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②가용한 투자 자원이 무엇인가 ③
경영 확보 능력은 구비되어 있는가 등으로 우리 측의 투자 능력을 스스로 진단한 후, 각
투자 방식에 따른 ①중국의 투자허가 업종 제한 여부 ②중국 현지의 조세감면 등의 투자
장려책 수혜폭 여부 ③출자 방식의 차이 ④경영관리 방식의 차이 ⑤이윤 배분 방식의 차이
⑥투자 자본 회수방식의 차이 ⑦투자 기업 청산 방식의 차이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유리한
투자 방식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외 중국 측 투자자의 능력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원
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자산 평가가 관례상 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기계 설비 등의 자본 규모보다는
종업원 규모를 우선 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회계 보고서 상으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확인하면 넓은 공장 부지에 낡은 공장 건물과 노후한 기계 설비
만 가득 하고 조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인 경우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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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방식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넓은 의미에서 외자 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 이용 방식은 ①차관 도입 ②외국인 직접 투자 ③상품 신용
거래 ④원조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우리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상품 신용 거래 방식이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방식은 合資投資, 合作投資, 獨資投資로 중국에서는 합자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각각 中外合資經營企業과 中外合作經營企業, 獨資企業
등으로 부르고 이들 세 가지 기업을 통칭하여 三資企業이라고 한다. '외자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합작∙합자∙독자기업 모두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독자기업만을 의미한다.
ㅇ 중국의 외국인 투자방식
-

직접 투자 방식

-

상품 거래 방식

-

합자 투자

-

임가공 위탁 생산(대외가공장배)

-

합작 투자

-

상품거래 방식

-

독자 투자

-

합작 생산

-

합작 개발

-

합자 투자

합자 투자는 1979년 7월 1일 공포, 1990년 4월 개정된 <中華人民共和 國中外合資 經營
企業法> 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에
근거한 투자 방 식으로 1979년 10월 중국의 제1호 외국인 투자가 허가된 이래 2002년 말
현재 투자 건 수가 225,883여 건에 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 투자 방식이다. 즉
2002년 말 현재 중국 내 등록된 424,1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42.9%라는 상당수가
합자 투자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자 투자방식은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투자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이다. 즉 우리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책임지며 공동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有限責任會社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합자 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되는 중외합자기업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중국 내 설립 등기 된 중국 법인：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해 중국 내에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동 중외합자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국의 관련 법규들을 준수함
ㅇ 공동 투자：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적 재산권, 공업 기술, 토지 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함.
ㅇ 공동 경영：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董事會(우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 사
회의 결정을 總經理(우리의 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
ㅇ 공동 손익부담：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함
ㅇ 유한책임회사：회사 채무의 부담 책임은 회사 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간의 연대 책임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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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
합작투자에 관한 법규는 88년 4월 13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중
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으로 통상 合作法이라 하며, 2000년 10월 31일 개정되
었다. 합작 투자는 이 법규 및 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中華人民共和 國中
外合作 經 營企業法實施細則>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비교적 낯선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를 하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합작 투자 방식에 의해 설립되는 중외 합작 투자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계약주의：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ㅇ 출자의 다양성：합작투자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
자원, 노동력, 용역,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 자원을 활용하여 출
자할 수 있음.
ㅇ 기업 형태의 융통성：합작투자 기업은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구비하지 않은 연합
경영체 형태가 모두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사회(우리나라의 이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며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ㅇ 이윤 분배의 융통성：중국과 외국 투자자 쌍방의 출자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 방식에 의한 이윤 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생산
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 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가능함.
ㅇ 유한책임회사：합작투자기업의 형태가 회사 형태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투자 자본의 회수：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 자본의 조기 회수가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 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음. 외국인 투자 자본
의 조기 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
상각액으로 처리하거나 이윤분배 비율을 외국인 투자자 측의 것을 크게 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 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
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동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 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것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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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자
독자 투자는 86년 4월 12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통상 外資法이라 하며 WTO 가입을 위해 2003년 10월 31일 개정됨)>, 중화인민공 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2001년 4월 12일 개정, 시행)과 90년 12월 공포된 <中華人民 共和國
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 투자하여 중국 내에 외자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外資企業, 獨資企業 심지어는 外國
企業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점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독자
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우리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사업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합자나 합작 등의 소위 합영 기업과는 달리 별도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한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전적으로 외국인 투
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대출금이어야 함.
ㅇ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은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
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 설립된 중국의
기업 법인임.
ㅇ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 관리 조직을
갖추며 손익과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ㅇ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對外加工裝配)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는 1979년 9월 3일 공포된 <關於頒發 對外加工裝配和中小型補
償貿易辦法的通知> 와 1987년 11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海關關於對外加工裝配業務
的管理規定> 에 근거한 투자 방식이다. 1979년 중국이 외국인 투자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홍콩 기업인들에
의해 개발된 가장 오래된 대 중국 투자 방식의 하나이다. 따라서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는 지금도 본격적인 중국 투자에 앞서 학습 효과를 얻으려는 경우나 우리 투자자의
투자 자원이 제한된 경우 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안정적 수입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효과적인 중국 투자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①외국 위탁가공자 측이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 측이 조립 가공하여 소정의 완성
품을 외국 위탁 가공자 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料加工 ②외국 위탁 가공자 측이 완성품의
디자인과 규격, 상표, 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면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 측이 필요한 원부자
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 소정의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가공자 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樣加工 ③외국 위탁가공자 측으로부터 KD 혹은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
설비를 공급 받은 후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생산하여 완성품을 외국 위탁
가공자 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件裝配의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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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생산방식의 투자에 있어 우리 투자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제일 큰 어려움은
제품의 운송과 품질 확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점은 중국 현지의 무역 회사(進出口公司)를
거쳐 임가공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들은 전체의 3/4 정도가 도시에 인접한 농촌 지역의 鄕鎭企
業들인 바, 이들 향진기업들은 직접 수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송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로서는 중국 무역 회사와 임가공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무역
회사는 다시 실제로 가공 생산을 맡을 공장에 대해 동 임가공 위탁생산 계약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운송 문제와 원자재의 적기 공급 및 품질까지도 간접적으로나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통상 중국 측 임가공료는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30%,
중국 무역 회사 30%, 생산 공장 30%의 비율로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홍콩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공장을 선정하고 홍콩에 대표사무소나 현지 법인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본사-홍콩지사-중국 생산공장으로 연결되는 3각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의 활용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지사는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금융, 원자재 공급, 생산품 선적,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우리 투자자가 중국의 생산공장과 직접 임가공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측 임가공료는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40%, 생산공장 50%의
비율로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의 활용에 있어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의 투자 요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내료 가공을 제한하는
업종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투자자가 중국 내 임가공 위탁생산공장에 기계 설비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현
행 대외무역 관리규정과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해 해외 직접투자와 연계무역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이들 방식이 모두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한다.
특히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임가공료로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는 ①외국환 관리규
정 7-6조 1항에 의거 임가공 위탁생산 3년 이내에 대금 상각이 완료되어야 하고 ②대외
무역 관리규정 제3-2-9조에 의해 대금상각이 전액 이루어져야 하며 임가공 위탁생산품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1988년
부터 대외경제무역부를 통해 다음 17개 품목들에 대한 來料加工을 금지하였으므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다음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중국 현지의 내료가공공장 관할
지방정부 측에 대해 허가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ㅇ 면사, 면직물 生地, T/C사, T/C 직물 生地
ㅇ 표백 면직물, 표백 T/C 직물
ㅇ 아라비안 로브
ㅇ 기계 생사, 실크 웨이스트
ㅇ 레이스
ㅇ 진주
ㅇ 토끼털(토끼털 함량 50% 이하의 혼합모 제외)
ㅇ 순양모 카페트
ㅇ 염적 버섯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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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제 작업용 장갑(작업용 장갑용 재단 피혁 포함)
ㅇ 텅스텐 제품
ㅇ 산화 안티몬
ㅇ 산화 이트륨을 포함한 희토류 제품
ㅇ 홍콩 및 마카오 지역 공급용 위생지, 골판지, 마사, 마직물 생지(저마 50% 이상의
혼방 마직물 생지 포함)
ㅇ 홍콩 및 마카오 지역 수출에 대해 수출쿼터관리를 실시하는 활선냉동 상품
ㅇ 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금지나 수출쿼터관리를 행하는 상품
ㅇ 식염
□ 기타
ㅇ 보상무역
- 보상무역은 중국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가공 위탁생산과 연계되어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보상무역도 임가공 위탁생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9월 3일 공포된 <關於頒發
對外加工裝配和中小型補償貿易辦法的通知>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보상무역을
한데 묶어 三來一補라고 통칭하고 있다.
-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무역 방식은 ①상환 대상액을 전부 상환 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産品返銷 ②상환 대
상액을 상환 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상환 대상액과 등가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방식
즉 商品 換購 ③상환 대상액을 직접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측에
상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상환하는 多邊補償의 세가지로 나뉜다.
- 보상무역 방식에 의한 상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제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때는 상환 대상액의 15%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 또한 중국 내에서도 보상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중국
측의 소정의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 측에 기계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통상 3,000만 달러 이상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상무부(구 대외무역경제 합작
부)의 허가를 요하며 3,000만 달러 이하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각 지방 정부별로 3,000만 달러 이내에서 구체적인 허가범위를 위임받고 있는데
이 때는 계약기간 별로도 허가위임권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건성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4년 이상 보상무역 건은 성 정부에서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4년 미만 2년 이
상인 것은 시 정부에서 허가하며,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것은 현 정부에서 허가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厦門經濟特區는 복건성 정부와 동등한 허가권을 행사한다.
ㅇ 합작 개발
- 합작 개발은 합작투자방식의 하나로서 해양 석유 개발 등 막대한 자금이 들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 또한 큰 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중국정부 측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합작 개발은 <中華人民
共和國對外合作開發開採海洋石油資源條例>에 따른 해양석유 합작 개발로서 해양 석유
이외에 자원의 합작 개발은 동 조례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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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중요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입
장에서는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해양 석유 합작 개발을 통해 본 합작 개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 자원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소유의 자원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는 中國海洋
石油總公司에서 담당함.
② 중국 영내에 합작 개발을 위한 법인격의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 합작
선과 외국 투자선이 법인 신분으로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관리를 실시함.
③ 중국 합작선과 외국 투자선이 체결한 합작개발계약은 중국 해양석유 총 공사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 규정에 부합돼야 하며 특히 동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국
해양석유 총 공사에서 실시한 해양석유탐사 입찰에서 낙찰된 자만이 해양석유 합작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족시켜야 함.
④ 중국 영내의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따른 초기 탐사비용은 외국 투자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탐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투자선 독자적으로 탐사 리스
크를 부담함.
⑤ 탐사에 성공하여 원유 채취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 중국 합작선은 노무와 보급 지원
제공 등을 책임지며 외국 투자선은 기술과 장비 제공 등을 책임지게 됨.
⑥ 원유 채취 작업은 초기 단계에는 외국 투자선이 관리를 책임지며 훈련을 통해 중국
합작선이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후 중국 합작선에게 관리를 이전함.
ㅇ 합작 생산
- 합작 생산 역시 합작투자방식의 일종인데 중국 측이 굳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합작 생산이 기술 도입 및 이전이 수반되며 일정한 수량의 제품만을 제한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합작 투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작 생산은 별도의 준거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作經營企業法> 규정을 준용하면 되고 만약 중국 내 준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라이센스 방식에 준하면 될 것이다.
- 중국의 일반적인 합작생산방식 투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기나 대형 정밀 기계 등의 생산에 많이 사용되며 반드시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
을 수반하고 외국 투자선은 중국 합작선에 대한 기술 이전과 기술 지도를 책임진다.
② 외국 투자선과 중국 합작선이 각각 법인 신분으로 대등한 조건 아래 합작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영내에 독자적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음.
③ 합작 계약에는 투자 쌍방의 책임 및 권익과 함께 합작 생산하는 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품질 기준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④ 합작 생산에 따른 외국 투자선의 핵심부품 공급은 중국 합작선의 기술 숙련도와
합작 생산의 진행에 따라 점차로 중국 내에서 조달 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합작선에 의해 전량 중국 내에서 조달 공급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⑤ 합작생산품은 중국 국내외에 판매하며 판매에 따른 이익은 계약에 따라 외국 투자선
과 중국 합작선이 배분하며 합작생산에 따른 리스크 역시 계약에 따라 쌍방이 분담.
⑥ 합작생산 기간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임.
자료원：중국 상무부 2005년 최신 투자정보, 涉外企業管理(南開大學 출판사), 中國涉外經
濟法律實務(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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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절차
단계

1

2

3

4

5

기업명
사전신청

프로젝트
인허가

설립 신청
(투자허가
신청)

통계등기

설립등기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명칭 사전
신청신청서(투자자 서명)
- 투자자 신분증∙비자사본
- 위탁대리인 증명서
(위탁대리인이 대신 신청
할 경우)

지역별

연락기관

베이징

공상행정관리국

86-10-8269-1919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86-20-8559-6566-3666
86-532-8575-3968
86-21-6422-0000-5446
86-27-8563-3126
86-411-8435-2533

샤먼

공상행정관리국

86-592-220-0536

발전 및
개혁위원회

北京市西城区月坛南街38号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합작국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10--8516-3089
86-20-8890-2306
86-532-8591-8122
上海市累山關路新虹橋大廈
1707/1707室

우한

공상행정관리국

TEL: 86-27-86 72-1041
FAX: 86-27-86 78-3031

다롄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411-8369-8 000

샤먼

외상투자국
(外商投遗局)

厦门市湖滨西路9号
大西洋中心A座16C
TEL: 86-592-23 8-6736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통계국
통계국
통계국
통계국
통계국
통계국

86-10-8354-7075
86-20-8312-6338
86-592-8591-2241
86-21-6323-1100
86-27-8283-2993
86-411-8376-6800

샤먼
베이징

통계국
공상행정관리국

86-592-588-7263
86-10-8269-1919

광저우

공상행정관리국

86-20-8559-6566-3666

칭다오

공상행정관리국

86-532-8575-3968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

86-21-6422-0000-5446

우한

공상행정관리국

86-27-8563-3126

다롄

공상행정관리국

86-411-8435-2533

샤먼

공상행정관리국

86-592-220-0536

-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 투자자들의 기업등록증
(본국 영업허가증)
- 감사필 재무제표
- 자금신용증명서
- 투자의향서(증자, 인수의
경우 회사, 이사회 결의서)
- 은행의 융자의향서
-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 프로젝트 지역선정 의견서
- 프로젝트 용지 예비 허가
의견서 등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투자자 서명)
- 사업타당성보고서
- 계약서(합작, 합자)(장소
임대계약서, 재산권 증명서)
- 정관
- 자산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
출자자금 증명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신분증 사본(공증, 인증필요)
- 기업대표임명서,신분증 사본
- 이사회 명단, 감사, 총경리
위임장,및신분증사본,이력서
- 수입설비 명세서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 기타 요구서류

- 기업통계등기표(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증서)

- 외국인투자기업 신청등기표
- 외국인투자기업설립 허가서
(비준증서)(영업일 기준)
- 기업명칭 예비허가통지서
- 정관
- 투자자의 사업자 등록증명서,
신분증 사본
- 기업대표 임명 서류,신분증
사본
- 동사, 감사, 경리의
임명서류 및 신분증 사본
- 회사주소증명서(부동산
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회사 대표 사진 2매)
- 기타 요구서류

연락처

중국-250

kotra 국가정보

6

7

8

9

10

11

12

영업허가증
신청
(영업집조)

인감제작

기업번호
등기
(기업코드
신청)

외환
등기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등기

세관
등기

- 기업 설립 등기와 동시에 진행

- 투자허가부서(또는 공안국)의
소개 서신
- 인감제작신청 및 설명서
(인감양식 첨부)
-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사본:대리인
신청시)

- 기업번호(기업코드)신청서
(대표인 서명 및인감 날인)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서
(비준 증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법정대표 신분증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 기타 요구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기표(외환관리국 지정양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사본)
- 정관(원본,사본)
- 계약서(합자,합작)
- 기업번호증서 기타 요구 서류
계좌개설 신청서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기업번호 증서 (원본, 사본)
수탁위임서 및 대리인신분증
(원본,사본:대리인 신청시)
- 세무등기증
- 외환등기증

-

- 외국인투자기업 세무 등기표
(기업 인감 날인)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정관(원본, 사본)
- 계약서(합자, 합작)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비준증서 사본)
- 기업번호 증서(원본, 사본)
- 기업대표, 재무담당자,
세금담당자(회계사)신분증사본
- 세무국이요구하는기타필요서류
영업허가증 사본
세무등기증서 사본
은행 계좌 증명서 사본
기업번호(코드) 등기증 사본
통관업체 상황 등기표,
통관업체관리자 상황등기표
- 기업정관 사본

-

베이징

공상행정관리국

86-10-8269-1919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공상행정관리국

86-20-8559-6566-3666
86-532-8575-3968
86-21-6422-0000-5446
86-27-8563-3126
86-411-8435-2533

샤먼

공상행정관리국

86-592-220-0536

베이징

공안국

86-10-8522-5050

광저우

공안국

86-20-8311-6465

칭다오

공안국

86-532-8286-6287

상하이

공안국

86-21-6231-0110

우한

공안국 지정
인감제작소

86-27-8539-7346

다롄

공안국

86-411-8379-3178

샤먼

공안국

86-592-203-4304

베이징

기술감독국

86-10-6428-9128-1052

광저우

기술감독국

86-20-2835-8000

칭다오

기술감독국

86-532-8309-5555

상하이

기술감독국

86-21-6474-9568

우한

기술감독국

86-27-8588-1380

다롄

기술감독국

86-411-8275-0573

샤먼

기술감독국

86-592-269-9502

베이징

외환관리국

86-10-6855-9699

광저우

외환관리국

칭다오

외환관리국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86-20-8383-8000
山东省青岛市延安二路
２０８号
86-21-5884-5000
86-27-8732-7145
86-411-8280-0875
86-592-585-7550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95555/95588 등

베이징

세무국

86-10-8837-2266

광저우

세무국

86-20-3800-6100/12366

칭다오

세무국

86-532-8389-1252

상하이

세무국

86-21-5467-9568

우한

세무국

86-27-8549-2111

다롄

세무국

86-411-12366

샤먼
베이징

세무국
세관(海關)

광저우

세관(海關)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세관(海關)
세관(海關)
세관(海關)
세관(海關)
세관(海關)

86-592-12366
86-10-6539-6114
86-20-8110-2000
/8121-8333
86-532-8295-5112
86-21-6329-2455
86-27-8276-8112
86-411-8379-3178
86-592-205-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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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재정
등기

취업
허가증

거류증

복수
비자
(Z비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서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기업번호 증서(원본, 사본)
- 정관 원본, 사본 혹은
계약서 원본, 사본(합자,합작)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
인서 사본
- 재무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서
(비준증서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
- 외국인고용신청표
- 외국인이력서
- 고용의향서
- 외국인 고용사유 설명서
- 관련자격증서
- 건강검진서
- 외국인 거류신청표(지정양식)
- 신청인 여권, 비자(단기Z비자
는 취업허가증취득 후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
- 건강증명서(건강검진서)
- 외국인위업증
- 주재원사진 2매
- 고용계약서(또는 임명장) 사본
-

고용주의 비자발급통지서
외국인취업허가증
건강증명서(건강검진서)
비자신청표
여권
주재원사진 2매

베이징

재정국

광저우

재정국

86-20-8319-8035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재정국
재정국
재정국
재정국

86-532-8585-5999
86-21-5467-9568
86-27-8579-4498
86-411-8264-2793

86-10-8854-9114

샤먼

재정국

86-592-505-2363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노동국
노동국
노동국
노동국
노동국
노동국

86-10-12333
86-20-8333-0385
86-532-8571-9191
86-21-6277-4770/12333
86-27-8576-4191
86-411-8363-8230

샤먼

노동국

86-592-532-7743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86-10-8402-0101
86-20-8311-5808
86-532-8286-6287
86-21-6854-1199
86-27-8539-5370
86-411-8280-2718

샤먼

공안국

86-592-202-2329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우한
다롄
샤먼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공안국

86-10-8402-0101
86-20-8311-5808
86-532-8286-6287
86-21-6854-1199
86-27-8539-5370
86-411-8280-2718
86-592-202-2329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중국 진출 예정 기업이 본격적으로 법인을 세우기 전에 중국의
시장조사, 정보 수집, 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지원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므로 사무소 대표자나 직원이 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에서 수출입 업
무 지원 활동이나 본사에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보지않지만, 타
기업의 거래를 지원하거나 사무소 자체적으로 수수료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
處: 代表處란 외국기업이 직접 세운 연락사무소를 말한며, 辦事處는 외국인 투자기업, 즉 현
지 법인이 별도로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일컫는다.)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다. 중국이 이른바 죽의 장막을 걷어 올리던 80년에 ≪외국기업 상주대표
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關于管理外國企業常駐代表 機構的暫行規程)≫ 의 발표를 시
작으로 관련 법규가 잇달아 제정되면서 사무소의 체계적인 법적 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무소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외국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다. 여기서는 대표처로 불리는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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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장소 확보
우리 기업은 우선 연락사무소 설립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상하이(上海)를 예로 들면 상
하이 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정한 빌딩이나 호텔이어야 한다. 부동산 혹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장소를 물색하고 업무 편리성, 임대료, 관리비, 주차장 유무, 통신 시스템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사무소 장소를 정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다. 임차할 때 보증금은 1년 임차료의 2~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보통이다. 건물주는 단순히 허가 및 등기 절차를 위해서 돈을
받고 주소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합법적이 아니므로 후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 사무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도 각종 변경 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개설 시 시일을 요하더라도 신중히 사무소
설치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은 기업 명의로 하고 기업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기업 대표가 계약을 제3자(수탁자)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서류와 함께 수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사무소의 소유주가 반드시 기업이어야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 소유주 회사 인감이 날인된
연락사무소 주재 증명서(이 사무소는 이 회사에 주재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지정사무소 증
명서(임차 사무소는 정부가 지정한 빌딩으로 사무소 등기자로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받
아야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사무소 개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를 설득하여 의향서라도 작성하여 사전에 임대
차 계약서를 준비한 후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 설립 허가 신청
사무소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계에서 요구
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 국가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며 경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할 것이 요구된다.
사무소의 허가 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 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 회사 및 관련 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행기관은 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를 비롯해서 대외무역경제 부문 산하의
수출입회사(進出口公司), 각 행정부서의 대외관련 부서 등이다. 상하이의 경우 대표적인
대행기관으로는 대외복무공사(FESCO), 국제복무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이 기관 들에 직접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컨설턴트
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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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행기관은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연락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을 한다. 최대 허가
기간은 3년이며 이 범위 내에서 허가기관은 외국기업의 재정상태, 중국 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결정한다.
허가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업종별로 다르며, 각 허가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법규에 따라
사무소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다.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업

종

허 가 기 관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금융업, 보험업

중국인민은행,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해운업

국가교통부

항공운수업

중국민간항공항공국

기타

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 국

사무소 설립 신청 시, 설립신청서에는 반드시 기업 본사 대표가 서명 날인(서명은 반드시
만년필 등 펜을 이용, 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여권 서명이 영어일 경우 별도
한자 사인을 요구하기도 한다.)해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는 분명한 사무소 설립 의사, 회
사의 간략한 소개, 회사명, 사무소 대표나 직원의 이름, 사무소의 활동 범위, 사무소 설치
기간, 사무소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사무소의 이름은 국가 명, 외국 기업 명,
도시 명 다음에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를 붙인다. 예를 들어 '명랑'이라는 한국
기업이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한다면 '韓國명랑北京代表處'를 사무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업명이 들어간 용지를 사용하여 기업 대표의
직필 서명과 개인 인감, 회사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임명서 상의 서명은 사무소 설립신청
서의 서명과 동일해야 한다.
자산신용증명서는 각 은행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반드시 은행명이 들어간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책임자의 서명과 함께 개인 인감, 은행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허가 기간은 허가증을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며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원래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
연장신청서, 본사의 자산신용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 사무소 설립 허가증 및 등기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또는 판사기구 신고서 (申
報表) '와 함께 제출한다. 만일 기간 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때는 활동
종료 30일 전에 '철회신청서 (撤消申請書)'를 작성하여 종료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변경신청서' 및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무소의 등기(공상행정등기)
사무소 설립 허가를 얻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고 등기증과 주재원의
대표증을 발급받는다. 단 등기가 필요한 사무소는 대표처(代表處), 즉 외국기업이 직접 설치
한 연락사무소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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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중국 내 현지법인)이 중국 내 설치한 연락사무소인 판사처(辦事處)는 등기
할 필요가 없다. 2006년 5월1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기에 관한 집행의견(關于外商投資企業登記管理适用公司登記管理法規有關問題的執行意見)≫
에 따르면, 판사처(辦事處)를 신설하거나 갱신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증 없는 판사
처'는 원칙상 설치·운영이 가능하나 이 경우는 원래의 취지대로 현지 법인과의 연락 및
정보 수집에만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공상행정관리국의 방침이 달라서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 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등기증 없는 연락사
무소가 운영 불가능한 지역은 반드시 분공사(分公司)를 설립해야 한다. 분공사는 보통 영업
활동이 가능한 판매 거점 형태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비영업성 분공사의 형태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 관련 기관과의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대표처(사무소)는 등기와 동시에 정식으로 설립되며 대표처의 명칭과 주재원의 직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 등기 수속을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는 취소된다.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므로 연기가 필요하면 만기 30일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 연기신청서,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 원래 등기증 대표처(사무소) 대표증이다.
여기서 등기 연기신청서는 대표 주재원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소개서, 계약서, 계약액, 고용원 수도 포함시켜야 한다. 등기가
연장되면 원래의 등기증은 반납하고 새 등기증을 수령한다.
대표처(사무소)의 명칭, 주재원 수나 성명, 업무 범위,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 변경신청서와 허가증을 제출하여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편, 대표처(사무소)의
대표를 바꿀 때도 본사의 임명서(또는 위임증서)와 대표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대표처(사무소)의 주재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전에 미리 업무를 종결할 때, 또는 본사가
파산했을 때는 등기 말소 수속을 밟는다. 이때에는 세무서나 은행, 세관에서 관련 의무 사
항을 청산했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기타 등기
ㅇ 인감 제작
- 대표처(사무소)의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우선 대표처 회사 인감, 재무 인감, 책임자
인감을 공안국이 지정한 곳에서 제작한다. 이 인감 제작 후에는 공안국에 등록해야
한다.
ㅇ 기업번호(코드) 등기
- 다음으로 공상행정관리국 등기증 원본과 사본 등을 지참하여 기술감독국에 가서 기업
번호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기업번호(코드)는 외자관리국에서 외환구좌 개설시와
세무등기 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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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환신고수리(備案)
- 연락사무소 설립 후 사무소 설립허가서와 사무소 등기증을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서
외환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표기구 외환계좌 신고수리표(駐華機構外換帳戶備
案表)를 수령한다.
ㅇ 외환구좌 개설
- 위 절차를 마친 후 대표기구 외환계좌 신고수리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외환
구좌를 개설한다. 이때 외환계좌신고수리표 외에도 사무소 설립허가증, 사무소 등기증,
세무등기증 등이 필요하다. 외환구좌는 중국계 은행, 외국 은행 지점 모두 가능하며
1개의 구좌만 보유 가능하다.
ㅇ 세무등기
-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표처(사무소)의 세무등기를 하여
세무 등기증을 받는다. 이때 주재원 개인의 세무등기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거류증 취득 및 취업비자 취득
- 중국에서 상주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Z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이나
중국 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는 노동국으로부터
취업증을 받아야 하며,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류증을 받아야 한다.
- 지역에 따라서 공안국 등기 전에 노동국의 취업허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거류증 발급 대신 여권에 거류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해
주거나, 거류증 절차를 생략하고 비자 연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 사무소 설립 이후 절차
이상의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무실 운영을 시작한다. 우선 사무실을 열어 사무용품
반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사로부터 외환구좌로 송금받고, 사무용품과 주재원의 이삿
짐을 들여오기 위해 세관에서 수속을 한다. 필요에 따라 현지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송금된 외화를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위안(元)화로
교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무소는 영업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인민폐는
모두 국외에서 유입된 외화를 교환한 것이므로, 외화태환증명서가 있으면 교환한 인민폐를
언제든지 외화로 다시 바꿀 수 있다.
ㅇ 세관 통관
-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무용품과 이사짐을 들여가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이사짐의 통관은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거류증명서를 지참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무소 설치 허가서류의 준비가 지연되면 거류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므로
화물이 도착해도 통관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비싼 창고료를 지불해야 될 뿐 아니라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삿짐 발송 시기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무소 이사짐은 종래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누려왔으나 1995년 1월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및 증치세 부과대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사 화물의 통관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상 용품이라도 중국인의 기준으로 사치품(특히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악기류 등)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중고품을 막론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
시 입국 당시 들여왔던 물건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므로 이사짐을 들여올 때의 통관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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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단계

1

2

3

4

5

설립신청
(투자허가신청)

기업등기
(기업대표증신청)

인감제작
(사무소, 재무,
사무소대표)

사무소 번호등기

외환비안
(신고수리)

필요서류
대행기관 제출서류
- 사무소설립 신청서
(지정양식)
- 대행기관허가신청
대행의뢰서
- 대행기관 동의서
- 기업대표 증명서
- 수권위탁서, 위탁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재원 임명장,이력서
- 본사 영업허가증
- 자산 신용증명서

- 사무소등기 신청서
(지정양식)
- 허가 신청시 제출
했던 각종 서류 사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 주재원 사진 2매
- 주재원 신분증과
여권사본
- 허가부서 소개서신
- 인감제작신청및 설명서
(사무소대표인감 날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원본, 사본)
- 수권위탁서,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행기관)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원본, 사본)
- 사무소 등기증
(원본, 사본)
- 사무소 번호등기신청서
(사무소, 사무소 대표
인감 날인)
- 사무소대표신분증
(원본, 사본)
- 수권 위탁서, 위탁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행기관)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 사무소 등기증
(원본,사본)

지역별

연락기관

연락처

베이징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10--8516-3089

광저우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20-8890-2306

칭다오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532-8591-8122

상하이

공상행정관리국

上海市累山關路新虹橋大廈
1707/1707室

다롄

대외경제무역위원회

86-411-8369-8000

샤먼

외상투자국

厦门市湖滨西路9号大西洋中心
A座16C
TEL:86-592-238-6736

우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TEL: 86-27-8672-1041
FAX: 86-27-8678-3031

베이징

공상행정관리국

86-10-8269-1919

광저우

공상행정관리국

86-20-8559-6566-3666

칭다오

공상행정관리국

86-532-8575-3968

상하이

대외경제무역위원회

上海市累山關路新虹橋大廈
1707/1707室

다롄

공상행정관리국

86-411-8435-2533

샤먼

공상행정관리국

86-592-220-0536

우한

공상행정관리국

86-27-8563-3126

베이징

공안국

86-10-8522-5050

광저우

공안국

86-20-8311-6465

칭다오

공안국지정인감제작소

86-532-8286-6287

상하이

공안국

86-21-6231-0110

다롄

공안국

86-411-8379-3178

샤먼

공안국

86-592-203-4304

우한

공안국지정인감제작소

86-27-8539-7346

베이징

기술감독국

86-10-6428-9128-1052

광저우

기술감독국

86-20-2835-8000

칭다오

기술감독국

86-532-8309-5555

상하이

기술감독국

86-21-6474-9568

다롄

기술감독국

86-411-8275-0573

샤먼

기술감독국

86-592-269-9502

우한

기술감독국

86-27-8588-1380

베이징

외환관리국

86-10-6855-9699

광저우

외환관리국

86-20-8383-8000

칭다오

외환관리국

山东省青岛市延安二路
２０８号

상하이

외환관리국

86-21-5884-5000

다롄

외환관리국

86-411-8280-0875

샤먼

외환관리국

86-592-585-7550

우한

외환관리국

86-27-873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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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은행계좌개설

세무등기

세관임시등기

취업허가증

복수비자(Z비자)

베이징

은행

95555/95588 등

광저우

은행

95555/95588 등

칭다오

은행

95555/95588 등

상하이

은행

95555/95588 등

다롄

은행

95555/95588 등

샤먼

은행

95555/95588 등

우한

은행

95555/95588 등

베이징

세무국

86-10-8837-2266

광저우

세무국

86-20-3800-6100/12366

칭다오

세무국

86-532-8389-1252

상하이

세무국

86-21-5467-9568

다롄

세무국

86-411-12366

샤먼

세무국

86-592-12366

우한

세무국

86-27-8549-2111

베이징

세관

86-10-6539-6114

광저우

세관

86-20-8110-2000/
8121-8333

칭다오

세관

86-532-8295-5112

다롄

세관

86-411-8379-3178

샤먼

세관

86-592-205-8809

우한

세관

86-27-8276-8112

- 외국인취업신청표
(지정양식, 본사
대표 서명, 날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준증서)
- 사무소 등기증 사본
- 사무소번호 등기증서
- 주재원 여권(원본,사본)
이력서,파견 위임서
- 주재원 사진 3매
- 건강진단서(건강검진서)

베이징

노동국

86-10-12333

광저우

노동국

86-20-8333-0385

칭다오

노동국

86-532-8571-9191

상하이

노동국

86-21-6277-4770/12333

다롄

노동국

86-411-8363-8230

샤먼

노동국

86-592-532-7743

우한

노동국

86-27-8576-4191

사무소 설립 허가증
사무소 등기증
사무소 대표증
건강증명서(건강검진서)
비자신청표
여권
주재원사진 2매

베이징

공안국

86-10-8402-0101

광저우

공안국

86-20-8311-5808

칭다오

공안국

86-532-8286-6287

상하이

공안국

86-21-6854-1199

다롄

공안국

86-411-8280-2718

샤먼

공안국(出入境)

86-592-202-2329

우한

공안국

86-27-8539-5370

- 계좌개설 신청서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원본, 사본)
- 사무소 등기증
- 사무소 외환계좌 신고
수리표
- 세무등기증
- 세무등기표
- 사무소 설립 허가증 (비
준증서 원본, 사본)
- 사무소 등기증
(원본, 사본)
- 사무소번호등기증서사본
- 사무소대표신분증,여권
또는 기타 증명서

- 위임증명서
- 비 무역활동
증명자료

-

나. 공장설립 절차
중국에서의 현금 출자는 중국 현지 투자기업 명의로 개설된 외화예금 계좌(자본금계좌)에
소정의 기한 내 필요한 출자 금액이 송금되어 납입되면 된다. 현물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상 장려업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 (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
口商品目錄)≫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허가 업종에 속하면서 100% 수출하는 기업일 경우 기업 자체설비 수입 시 관세와 증치
세를 납부 후 5년간 분할 환급받는다. 장려항목에 해당하는 투자 법인의 현물 출자분은
관할 세관에 계약서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표에 명기된 출자 설비에 대해 투자
허가증, 영업허가증, 세관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 증명을 발급받아서 선적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 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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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는 관세,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통관해야 하고,
통관 후 공장 내로 반입하면 포장을 개봉하기 전 반드시 상품 검역국에 신고, 검사를 받은
후 개봉·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고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2003년부터 시행하는 '선적 전 예비검사 제도'에 의해
품질검사검역국(質量監督檢驗檢疫局)에서 선적 전과 도착 후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중고 설비로 현물 출자한다면, 투자 신고 시 현물(설비) 출자액과 도착 후 중국 상품
검사기관에서의 평가액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기업은 현금 출자를 하고, 중고설비는 국내 모기업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투자자측과 중국 투자자측(합자·합작 계약의 경우)의 출자가 이루어지면, 매 출자 시
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
施條例)≫ 제 29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 外合作經營企
業法)≫ 제 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實施
細則)≫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공인회계사에게 출자 사실의 검사를 의뢰하여 출자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투자 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 출자검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 현지 투자기업은 기업명의의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출자증명서에는 기업 명칭, 기업 설립일, 출자자 및 출자자별 출자액과 출자일, 출자
증명서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출자증명서는 주권에 상당하는 것이나, 동 출자증명서는 우리법 상의 주권과는 달리 유가
증권이 아니므로 유통과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우리측 투자자는 출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투자금액 납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자 파견
근무자의 파견은 일단 중국 현지에 투자 기업이 성립되면 소재지 관할 투자 허가 기관에
대해 파견 인원에 대한 초청을 요청하고, 이 투자허가기관은 파견자에 대해 우리 국내
투자자 측의 파견 위임장을 근거로 하여 소재지 관할 인민정부의 외사판공실(外事辦公室)에
외국인 입국심사 신청표(申請外國人入境審批表)를 작성, 제출한다.
이를 근거로 우리 측 파견 근무자에 대해 비자 통지서(簽證通知)가 발급되면 주한 중국대사
관에서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현지에 부임하고 중국 현지 도착 후 통상 10일 이
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 정부의 공안국에 거주 신고를 하여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증 발급 시에는 대개 해당 공안국에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데, 통상 해당 지역 내의
지정 병원에서 검사비를 내고 중문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참고로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거주증 대신 여권에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지급하거나 거주증 절차를 없애고
비자 연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때 우리 투자자 측이 주의할 점은,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비자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시 급 이상 인민정부로 제한되어 있고, 비자통지서가 중국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에 통보되므로 근무자 파견이 예상 외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파견근무자의 가족도 파견근무자에 준해 소정의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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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입국비자 종류
① D비자: 중국에 定住하려는 외국인
② Z비자: 중국에 파견 근무하거나 중국 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③ X비자: 중국에 6개월 이상 유학 혹은 연수하려는 외국인
④ F비자: 중국에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하려는 외국인
⑤ L비자: 관광비자
⑥ G비자: 통과비자
⑦ C비자: 선박, 항공, 열차 승무원과 운송원 및 가족
□ 토지 및 공장 확보
ㅇ 토지 확보
중국에 투자하면서 우리 투자자 측이 당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중국 특유의 토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토지는 국유 토지와 집단소유 토지로 나누어지며, 국유 토지는 또 건설용지와 비건
설용지로 나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설용지뿐이며 건설 용지는
유상용지와 무상용지로 나뉜다. 유상용지의 사용방식은 출양(出讓) 또는 전양(轉讓), 임대,
국가의 출자 등이 있다. 출양(出讓)은 국가가 토지사용자(기업)에게 최초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전양(轉讓)은 토지를 출양 받은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 건설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기업은 '국유토지 사용증'이라는
권리증서를 발급받으며, 토지 사용 기간동안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임대는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직접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를 출양받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가가 출자하는 방식은 국가가 토지를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이며, 국가는 이 방법으로 국유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무상용지는 특
수한 경우,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BOT 방식으로 설립하는 기업 등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할당(割當)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건설용지는 용도에 따라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택용지, 관광용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출양받을 때 정부와 협의에 따라 공업용지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업용지, 주택용지, 관광용지 등의 토지는 출양 시점부터
경매, 입찰 등의 방식으로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집단 소유토지는 농촌용지와 농촌건설용지로 나뉜다. 농촌건설용지는 농민이 향진기업을
설립하는 등 농민의 사용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중국 정부(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는 2006년 ≪新 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 정
책에 관한 통지 48호(關於調整新增建設用地土地有償使用費政策等問題的通知)≫를 발표, 20
07년부터 新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비를 2배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통지는
농업용지, 미 이용토지를 국유 건설용지로 전환한 新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비 표준을
정하고, 징수한 토지사용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30:70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70%는 모두 성 급 정부 국고에 들어가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투자자는 신규 토지확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표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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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시 유의사항
ㅇ 해당토지의 합법적 취득 여부 확인
- 우리 투자자가 토지를 확보할 때는 사용하려는 토지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사용하려는 토지가 농촌 집단소유 토지 또는 할당
토지 (무상임대토지)일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가 본래의 사용목적(농업
용지, 공공 용지)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설령 지방정부나 개발구에서
'공업용지로 인정되고 있다.' 또는 '바로 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해 공장 건설이 연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관할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권이나 임대에 관한 등기
여부를 열람하거나,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해주려는 소유주에게 '국유 토지 사용
증'을 교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려는 토지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유토지사용증' 상 기재된 토지용도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지, 그리고 해당 부지에 관한 도시계획 허가서류나 건설공사허가 서류상
기재된 사항이 본 건의 부지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토지에 저당권과 담보권이나 유치권 등의 우선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ㅇ 투자 진출 절차 진행시 유의
- 개발구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개발구와 교섭 시 약속했던 내용이 토지구입
단계에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발구는 성·시 지방정부
토지관리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집단 소유토지를 공업용지를 국유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을 위해 투자허가 수속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특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초상국 등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부서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심사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나 국가 상무
부(총 투자액이 장려 업종의 경우 1억 달러 이상, 제한 업종의 경우 5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에서 담당하며, 토지사용권 취득 인가는 각 지방 토지관리국에서
관할하고, 건물 건축은 건설규제국이 담당하는 등 절차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 투자 교섭을 했을 때 해당 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제시
했던 우대사항이 실제 투자를 진행해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ㅇ 토지사용비, 토지개발 기한, 新 공업용지를 주의
- 중국에는 토지사용비, 장지사용비, 토지 사용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업용지 사용 시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토지사용비뿐이다.
토지사용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토지 관련 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
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토지자산의 소지행위에 대한 재산세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가 부과된다. 이는 모든 외국인 투 자기업
이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이다.
- 또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의해 정해진 토지개발 기한을 경과해서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부는 토지유휴비(양도 금액의 20% 이하)를 징수하고, 2년이 지
나도 착공되지 않으면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를 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
자는 토지개발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가 농업용지를 공업용지로의 전환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경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농민들과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투
자자는 공업용지로 전환이 확정된 용지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진 용지
인지 확인해야 한다.
- 그러나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중국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해야 한다.
자료원: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JETRO 중국투자 핸드북

중국-261

kotra 국가정보

한편 토지사용비 징수에 관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은 없고 지역마다 본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혜택을 부여한다.
예컨대 상하이 시는 선진기술형 항목에 투자하는 외상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 내에 토지사용비를 면제하고 4년째부터 혜택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충칭 시의 경우, 수출형 기업이나 선진기술형 기업 항목일 경우, 투자 경영일로부터 3년
내에 토지사용비를 면제하고 4년째부터 충칭시 토지사용비 징수 기준의 50%만 징수 한다.
또한 기업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는 투자 경영일로부터 5년간 토지사용비를 면제
해주고 있다.
新 건설용지 토지사용비 징수 표준
(단위: 위안)
등급
표준
단가

1

2

140 12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0

80

64 56

48

42

34

28

24

20

16

14

10

자료원: 중국투자뉴스 30호, 중국 국가재정부
ㅇ 토지 양도
- 토지의 양도는 토지의 매입에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은 비교적 높지만 제3자에 대한
부지 재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대개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 허가신청 시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통해 어느
지역의 부지를 어떠한 조건으로 양도받을 것인지가 결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절차가 끝나면 사전에 예정된 공장부지를 출양할 경우에는 '국유
토지 사용권 출양 계약서(國有土地使用權出讓合同(宗地出讓合同: 宗地는 우리나라의
필지에 상당하는 개념)' 를 체결, 건설용지를 양도받아야 한다. (이 계약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과 체결하게 된다) 부속 서류의 하나인 토지사용조건 서류에 의해
사용 용도와 시공 및 준공 기한 등을 엄격히 제한받는다. 이때 우리 투자자가 사전
필히 확인할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주요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약당사자
부지의 위치, 면적(지적도 확인)
부지의 사용기한
부지 사용용도
부지 출양 금액 및 납부방식
부지 사용권 이전등기 절차 및 기한
부지의 사용용도에 따른 시공 및 준공기한
부지에 건축될 건물의 구체적 건축계획
공공시설물을 위한 무보상 수용조항
부지내 시설물의 무단 철거, 개축, 증축 금지조항
전기, 수도, 접속도로 설치비용 부담조항
분쟁처리조항
위약금 조항
사용권 연장 및 해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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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 임차
- 토지 임차 시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①중국 특유의 토지 제도로 인해 중국의
모든 토지가 임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부지의 사용권 임대차 가능 여부
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②임차료는 통상 해당되는 토지의 토지개발비와 토지 사용비를
포함한 장지 (場地)사용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장지사용비는 우리 투자자 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없이 임대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 토지의 임대차 가능여부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토지관리국과 부동산 관리국의 등기
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 정부의 토지관리국의 허가를 받고나서 부동산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ㅇ 토지의 현물 출자
- 합자·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중국투자자 측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투자 자 측이 출자 기한이나 계약서 상 별도 약정된 기한 내에 해당 토지사용권을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국(土地管理局)이나 부동산관리국(房地産管理局)에
출자 절차를 마치고 등기변경을 하면 된다. 우리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가 기한 내
토지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쳤는지, 합자(합작)기업 명의의 토지사용증서 (土地使用
證書)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 토지사용증서의 사용 기한은 투자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되고, 예정된 부지에 대한
명의가 정확히 이전되었는지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지적도상의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토지를 현물 출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토지 사용권의 재 양도, 임대, 저당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工商外企字[2006] 8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현물 출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내 관련 자산평가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측 합자·합작선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비를 중국 측 합자
·합작선에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국 측 합자·합작선이 배분 받은 이윤으로
해당 토지사용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만약 이윤배분이 없으면, 합자·합작 기업이 납부하고
일반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기업관리비 계정에 기입한다는 점도 우리 투자 자 측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토지·건물 관련 기관의 업무 분장을 보면, ①토지 관련 허가업무는 토지관리국이 총괄하여
책임지고 ②건물에 대한 등기, 매매와 임대차 가격관리는 부동산관리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각 지방마다 토지관리와 부동산관리부서 업무분장 방식이 상이한데, 일부 지역에는
국토자원국이 토지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건설위원회(산하 부동산등기 사무 센터) 또는
부동산관리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토 자원관리
부서와 부동산관리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예: 국토부 동산
관리국)도 있다.
□ 공장 확보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규 건설, 구입, 임차, 중국 측 합자·합작 투자자의 현물 출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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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장 신규 건설
- 일단 공장 건물 건설 단계에 이르면 우리 투자자는 이미 출자를 하여 토지 비용을
납부한 상태이고, 기업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건설 관행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커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공장 건설 단계 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이다. 특히 토지 사용계약서에
명기된 시공일자와 준공 일자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장건물 건축
까지 별도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 건축 시에는 중국 내에서
믿을만한 건설 컨설팅업체를 이용하여 건설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장 건물 건설 기간 중에는 소위 '기업 기본건설
기간'을 설정하여 소정의 토지사용비를 감면 납부토록 하는 감면 조치 규정을 시행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활용하여 토지사용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컨대 상하
이 시의 경우, 관련 부 서의 비준을 받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은 경영 또는 생산 투입
전에 토지사용비 표준 금액의 50%에 따라 토지사용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공장건물 시공 관련 참고 사항
ㅇ 건설업체 등급제도
- 중국의 건설업체는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형 업 체로 중국
내 모든 지역 및 종류의 건설 수주가 가능하다.2급~4급은 수주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다.
- 우리투자자는 되도록 인근 대도시에 있는 국가건설국산하 대형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ㅇ 건설업체 단종 면허제도
- 통상 설계업, 건축시공업,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각 건설업체는 해당 업종의
1개 사업 면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시공설계
- 대부분 건설업체가 자체 설계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 설계사무소 (設計院)에
설계를 위탁하며 동 설계도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건설위원회 또는 건설공정 품질
감독기관(建設工程質量監督機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시공에 착수 할 수 있음
- 생산 공정 관련 설계는 한국에서 하고, 일반 토목 건축에 대한 기본 도면만 제공 하여 현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계 누락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사
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구입설비, 자재에 대한 설계 등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함
ㅇ 도급방식
- 설계사무소에 도급을 주면 설계원이 다시 시공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과 시공업 체에
도급을 주면 동 시공업체가 설계에서 자재 발주, 시공까지 일괄 도급하는 방식이 일반적
이며 이 외 전문공사를 위한 연합도급제, 주택건설을 위한 집단도 급제, 도로공사 등을 위한
공동도급제 등이 있음
-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건축주 또는 시공 발주자 측의 사전 동의를 요하며 하도급 계약은
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직접 체결함
ㅇ 시공 계약
- 건설도급 표준 계약시 물가상승률에 대한 계약금 자동인상 조항으로 인해 우리 투자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인상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
- 계약서에 공장설립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이 적지 않으면 추가 공사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아 면밀히 작성해야 함
ㅇ 설비, 자재 구매
- 설비, 자재까지 함께 시공업체에 일괄 도급하면 위험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투자 자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며 구매 시 증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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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투자자가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
국내에서 설계한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의 관계 부처가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투자 업종에 대한 공장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중국의
소방법이나 안전관련 법률에 따라서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설계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설비 사진이나 도면 등 불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양도계약서에 부속되어 있는 용지
도면의 데이터에 근거해 설계사무소에 평면도 설계를 의뢰한다. 참고로 설계는 평면도를
작성하는 초보 설계→설명을 첨가한 확대설계→시공도 설계의 단계를 거치며, 되도록 초보
설계는 상세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설계업자에게 위탁한 평면도의 초보설계가 완성될 때쯤
1)

지질 조사업자에게 볼링조사 를 위탁한다.
볼링조사는 평면도 상의 건물의 배치에 근거해서 기둥을 세울 부분, 벽을 세울 부분,
중량이 있는 설비의 기초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 서 류를 제출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
한 후에는 정부 규제 관리부처에 토지사용권증, 지형도, 평면도, 건물구조도 등과 함께 건설
용지 규제허가증을 신청한다. 건설용지 규제허가증은 토 지의 사용 목적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단계이다.
건설용지 규제허가증을 얻은 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 심사 회의를
열어 소방·전력·수도 공급·환경보호·노동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기준에 적절한지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회사 인감을 찍고 시공도 설계에 들어간다. 시공도 완성 때까지 전문
적인 시공업자를 선정하며, 시공도 완성 후에도 심사 회의를 열어 또 한 번의 심사단계를
거친다. 시공업자가 결정되면 정부에 건설 공정보고(공장을 건설한다는 보고)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 성격이 강하여 소재지 이외의 시공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작업이 늘어나므로 주의를 요한다.
감리업자는 공사 작업 진척에 대한 감독 관리나 품질에 관한 감독관리를 하므로 시공업자의
선정과 별도로 제 3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단 계까지 준비한 각종 서류(국유토지사용권
출양/양도계약서, 각종 허가증, 설계도, 시공도, 각 업자와의 업무계약서, 업자 자격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정부의 건설관리부처에 시공허 가증을 신청한다. 이 때 순서에 따라 수속을
준비하지 않고, 필요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시공자체가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둥을
세운 후에는 기둥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질량기술감독국 산하 질량기술검측기구에서 기둥
공정 검수를 하며, 구조공사(골조공사) 후에도 별도 검수가 필요하며, 내장과 생산설비 설치
공사를 한 후 검수 절차를 거치면 공장 설립이 완료된다.
공장 건설을 완료한 후에는 소방 검수, 직업 안전 검수, 환경보호 검수, 위생 방역 검수,
전력·수도·가스공급 설비 등의 검수를 통해 '건설공사준공검수신고수리표(建設工程竣工驗收
備案表)'상에 검수 인감을 받는다.
이 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 건설위원회나 건설국에 가면 최종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준공검수신고수리표(建設工程竣工驗收備案 表) '를 받게 된다. 이후 지방 건설
위원회나 건설국 소속 부서 또는 산하 부동산 등기센터에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 (房屋
所有權證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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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 공장 사용권만으로는 재산 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소유권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 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공장건설 설립절차
절차

해당내용

이용기관

투자계획 비준
현지법인 설립
건설기본계획

부지선정
토지계약

계획위원회
토지관리국

공장 건설 기본계획도 작성
설계 사무소 선정
초보(方案 설계)

설계

확대 설계

규획국(規劃局)/ 건설주관부문

시공도 설계

시공준비

시공

공사시공 허가의 취득

건설업관리판공실/

입찰 업무:시공업자 및 감리업체선정

건설주관부문감리업체

시공 및 관리: 시공허가증 취득

공전국(供電局), 수도공사,

인프라 신청: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통신회사 등 공용시설운영업체

시공, 심의
준공 검사

사용허가 취득

건설공정질량감독기관

생산설비 반입

(建設工程質量監督機關)

건축사용허가증 취득

건설주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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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장 구입과 임차
- 공장 건물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장 건물만을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구입과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의 구입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유토지 사용권의 출양 및 전양에
관한 잠정조례(中 華人民共和國 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 제23조와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건물과 부착물의 소유자는 동 건물 및 부착물
사용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도 함께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건물
구입 시 해당되는 토지의 유상 양수도 병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 투자자는 건물
부지가 국가소유 출양 토지인지 필히 확인 해야 한다.
- 또한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소유하면 우리 국내의 건물세에 상당하는 '도시
부동산세 (城市房地産稅)'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부동산세의 세율은 ≪도시부동산세
잠정조례(城市 房地産稅暫行條例)≫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① 건물기준 가격에 의하는 경우 연간 세율 1%
② 토지기준 가격에 의하는 경우 연간 세율 1.5%
③ 건물기준 가격과 토지기준 가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지역은 잠시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세율 1.5%
④ 건물기준 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지역 은 잠시 건물임대기준 가격에 의하여 연간
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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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택지를 마련, 우리
나라의 공단에 상당하는 개발구를 조성하여 소위 '표준 공장'을 건설해 두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발구 표준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 부동산세를 5
년간 면제해 주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임차의 경우는 다르다. 필요한 공장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 사용하면 된다.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리국에 등기되어 우리 투자자의 임차사용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발구의 경우 표준 공장이라는 완 공된 공장을 마련해놓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대해주기도 한다. 표준 공장은 대체적으로 인 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공장 가동까지
시간이 단축되나 전력 용량 부족, 전기 배선에 따른 생산 설비 레이아웃 제한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전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서 공장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 건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과연 우리 투자자 측이
임의로 시공을 할 수 있는가,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공장건물을 구입, 임차할 때 사전에 개조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표준 공장 체크 사항
구분
소유자,
토지소유권

인프라

도로

건물

-

소방설비

경비 등

-

세 부 항 목
소유자는 개발구 관련회사인가?
사용하는 토지의 형태는 무엇인가?(출양, 무상할당, 농촌집단)
우대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전기, 가스, 수도, 배수 시설, 통신, 스팀 등은 실제 사용 가능한가?
사용 공간, 최대 사용 전력 그리고 환경표준은 어떠한지?
동일 개발구내의 한국기업의 의견은 어떠한지?
화물차의 통행에 지장은 없는가?
도로 폭과 回車각도에는 여유가 있는가?
구조상 문제는 없는가? 작업 공간, 창고, 사무실 공간은 충분한가?
비밀 유지에 지장은 없는가?
화장실, 주방, 샤워, 공용 스페이스 등의 설치 상황은 어떠한가?
電源은 충분한가? 변전 설비는 어떠한가?
2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화물의 반출입에 지장(스페이스, 적재
중량 등)이 없는가? 계단에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는가?
창유리, 창틀, 방화 셔터, 자물쇠 등 방범·방화상 문제가 없는가?
방화 구획은 잘 되어 있는가? 벽, 천장의 재료로 불연재가 사용 되었
는가?
발화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분리되어 있는가?
덕트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오일저장시설에는 펜스가 쳐져 있는가?
피뢰침의 설치 상황(어스부분, 다른 배선과의 구분 등)은 문제가
없는가?
내장 비용, 임대료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는가? 수압은 충분한가? 호스의 상태는 양호
한가?
소화기가 낡지 않았는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감지기는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작동에 문제가 없는가?
개발구의 방범, 방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비가 필요한가? 수위실은 설치되어 있는가?

자료원: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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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시 토지사용권은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이므로 공장건물의 임대자가 해당
토지의 장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투자자는 공장 건물 임차료와는 별도로 해당
토지의 사용비를 납부토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제정되어 있는
≪토지사용비 잠정규정(土地使用費暫行規定)≫에는 건물 임대자가 토지사용비를 납부토록
규 정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건물 임차료는 건물 토지의 장지사용비가 기준이 되는데 장지사용비는 대개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조정 고시되며 조정폭 역시 30%를 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우리
투자자는 임차료 조정조항을 결정함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료 지불방법으로는 연 단위 지불과 투자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추가
조정이 없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임차료의 선지불에 따른 이자 소득의 기회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임차료를 일시불하는 경우 건물 임대주가 건물부지 사용 권을 과연 건물의 임대
기간만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특유의 토지
제도에 의해 지상 건축물과 부착물의 소유 기한은 해당 토지의 사용 기한 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전기, 통신, 용수 신청
중국에서 투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신, 전기, 공업 용수 공급 및 하수 처리 공사 등에
대한 관할 지방정부 해당 부문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우리 투자자는 투자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전기, 용수, 통신 라인 가설 및 공급을 신청한다. 간단해 보이는 각종 인프라에
대한 신청과 공급이 중국 투자 기업에게 종종 애로사항이 되기도 한다.
전기의 경우 필요한 전기 선로 공사를 위한 전선과 애자, 변압기, 전구 등 자재 비용을 투
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거나 심지어 소재지 관할 해당 부서에 공사
자재 보유분이 없어 공사가 미뤄지기도 한다.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자 해도 투자 허가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화선 가설 시 일반 전화신청자보다 우선적으로 회선을 배정하
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외국 투자자가 외국에서 가지고 온
팩시밀리나 사내 전화 교환시스템 등이 중국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시부터 중국 현지의 생산 여건을 구체
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경우 우리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기, 통신, 용수 등 공급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이를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해당부처로부터 확약을 받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요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설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전기 전압은 220V와 380V이고 사이클은 50Hz, 변전소 사용전압은 110kV,
35kV, 10kV, 6.3kV로 구분된다. 또한, 유무선 전화 모두 시내전화, 장거리 전화, 국제전화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시내전화와 함께 장거리 또는 국제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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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소개
1) 경제기술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는 중대외개방지역의 구성 부분으로 개방지역에 비교적 작은 지역을 획분
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완비한 기초 시설을 건설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 환경을
창립하는 것을 말한다.
외자의 흡수와 이용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을 위주로 하는 현대화 공업 구조를 형성하여
소재 도시 및 주위 지역에서 대외 경제 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점 지역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무원 비준을 받은 경제기술 개발 구는 54개이다. (국가급 경제 개발구정책을
향수하는 蘇州工業園區, 上海金橋出口加工區, 寧波大榭開發區, 廈門海滄台商 投資區, 海南
洋浦經濟開發區를 포함)

중국-269

kotra 국가정보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국가급)
大連經濟技術開發區
煙臺經濟技術開發區
連雲港經濟技術開發區
上海漕河涇新興技術開發區
廣州經濟技術開發區
昆山經濟技術開發區
福清融僑經濟技術開發區
哈爾濱經濟技術開發區
武漢經濟技術開發區
廣州南沙經濟技術開發區
北京經濟技術開發區
鄭州經濟技術開發區
昆明經濟技術開發區
南昌經濟技術開發區
銀川經濟技術開發區
寧波大榭經濟開發區
西寧經濟技術開發區
南寧經濟技術開發區

秦皇島經濟技術開發區
青島經濟技術開發區
上海閔行經濟技術開發區
寧波經濟技術開發區
湛江經濟技術開發區
營口經濟技術開發區
東山經濟技術開發區
長春經濟技術開發區
重慶經濟技術開發區
大亞灣經濟技術開發區
烏魯木齊經濟技術開發區
西安經濟技術開發區
長沙經濟技術開發區
石河子經濟技術開發區
蘇州工業園區
上海金橋出口加工區
太原經濟技術開發區
南京經濟技術開發區

天津經濟技術開發區
南通經濟技術開發區
上海虹橋經濟技術開發區
福州經濟技術開發區
溫州經濟技術開發區
威海經濟技術開發區
瀋陽經濟技術開發區
杭州經濟技術開發區
蕪湖經濟技術開發區
蕭山經濟技術開發區
合肥經濟技術開發區
成都經濟技術開發區
貴陽經濟技術開發區
呼和浩特經濟技術開發區
海南洋浦經濟開發區
廈門海滄台商投資區
拉薩經濟技術開發區
蘭州經濟技術開發區

2)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중국 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지력 집약과 개방 환경 조건을 지주로 국내의 과학 기술과 경제
실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 기술 자원, 자금, 관리 방법을 충분히 흡수 및 참고하여
하이테크 산업의 특혜 정책과 각 항 개혁 조치의 실시를 통해 환경 우화를 실현하여 최대
한도의 과학 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집중 구역이다. 현재 국무원
에서는 이미 53개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비준 설립하였다.
하이테크산업개발구(국가급)
中關村科技園區
深圳市高新技術產業園區
桂林高新技術產業開發區
成都高新技術產業開發區
昆明高新技術產業開發區
烏魯木齊高新技術產業開發區
吉林高新技術產業開發區
鞍山高新技術產業開發區
石家莊高新技術產業開發區
濟南高新技術產業開發區
淄博高新技術產業開發區
洛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
武漢東湖高新科技園
南京高新技術產業開發區
常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福州市科技園區
海口高新技術產業開發區
惠州仲愷高新技術產業開發區

上海張江高新技術產業開發區
西安高新技術產業開發區
珠海高新技術產業開發區
重慶高新技術產業開發區
株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包頭高新技術產業開發區
長春高新技術產業開發區
大連高新技術產業開發區
保定高新技術產業開發區
威海高新技術產業開發區
青島高科技工業園
楊淩農業高新技術產業區
襄樊高新技術產業開發區
蘇州新區
杭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佛山高新技術產業開發區
貴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
蘭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廣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哈爾濱高新技術產業開發區
廈門火炬高技術產業開發區
綿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
長沙高新技術產業開發區
大慶高新技術產業開發區
瀋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
天津高新技術產業開發區
太原高新技術產業開發區
濰坊高新技術產業開發區
鄭州高新技術產業開發區
寶雞高新技術產業開發區
合肥高新技術產業開發區
無錫新區
南昌高新技術產業開發區
中山火炬高新技術產業開發區
南寧高新技術產業開發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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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세구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 무역과 보세 업무를 전개하는 지역으로 국제상의 자유
무역구와 비슷하며,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저장, 가공 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현재 15개의 보세구가 이미 전면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융합의 신형 연결점을 이루게 되었다.
보세구(국가급)
汕頭保稅區

廈門象嶼保稅區

海口保稅區

大連保稅區

青島保稅區

張家港保稅區

上海外高橋保稅區

寧波保稅區

福州保稅區

廣州保稅區

珠海保稅區

天津港保稅區

深圳(福田)保稅區

深圳(沙頭角)保稅區

深圳(鹽田港)保稅區

4) 수출가공구
가공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 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 무역을 분산형에서
상대적 집중형 관리로 전변시키며, 기업에 더욱 느슨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
확대를 격려한다. 2000년 4월 27일,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수출가공구의 설립을 비준
하였다. 유리한 운영을 위해 국가는 수출가공구를 이미 건설된 개발구 내에 설립하고, 여러
지역을 선택하여 시범을 진행하였는데 처음으로 비준받은 15개 수출가공구를 시범 점으로
하여 현재는 56개의 수출가공구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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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구(56개)
大連出口加工區

天津出口加工區

北京天竺出口加工區

煙臺出口加工區

威海出口加工區

昆山出口加工區

蘇州工業園區出口加工區

上海松江出口加工區

杭州出口加工區

廈門出口加工區

廣州出口加工區

武漢出口加工區

成都出口加工區

深圳出口加工區

琿春出口加工區

上海嘉定出口加工區

廣東南沙出口加工區

廣東惠州出口加工區

雲南昆明出口加工區

金橋出口加工區

重慶出口加工區

鄭州出口加工區

寧波出口加工區

蕪湖出口加工區

無錫出口加工區

秦皇島出口加工區

南通出口加工區

西安出口加工區

呼和浩特出口加工區

上海青浦出口加工區

上海漕河涇出口加工區

上海閔行出口加工區

南京出口加工區

鎮江出口加工區

連雲港出口加工區

蘇州高新區出口加工區

濟南出口加工區

青島出口加工區

瀋陽出口加工區

嘉興出口加工區

北海出口加工區

烏魯木齊出口加工區

江蘇常州出口加工區

江蘇吳中出口加工區

江蘇吳江出口加工區

江蘇揚州出口加工區

江蘇常熟出口加工區

四川綿陽出口加工區

遼寧瀋陽(張士)出口加工區

江西九江出口加工區

河北廊坊出口加工區

湖南郴州出口加工區

浙江慈溪出口加工區

福建福州出口加工區

福建福清出口加工區

福建泉州出口加工區

5) 변경경제합작구
변경경제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 도시의 변경 무역과 가공 수출을 발전시키는 지역이다.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래 국무원에서는
14개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 무역과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 민족 지역의 경제 번영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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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경제합작구(국가급)
黑河邊境經濟合作區

琿春邊境經濟合作區

滿洲里邊境經濟合作區

丹東邊境經濟合作區

伊寧邊境經濟合作區

塔城邊境經濟合作區

博樂邊境經濟合作區

憑祥邊境經濟合作區

東興邊境經濟合作區

瑞麗邊境經濟合作區

畹町邊境經濟合作區

河口邊境經濟合作區

二連浩特邊境經濟合作區

綏汾河邊境經濟合作區

나. 지역별 투자 여건
1) 투자 지역이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
지역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선택하는 투자 지역은 여전히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의 세제 혜택을 폐지
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한 기업 소득세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중서부 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기존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서부
대개발 등 중국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중서부로의 외국인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외상 투자현황
(단위 :US$ 억, %)
동부

년도

중부

서부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999

354.3

87.9

37.5

9.3

11.4

2.8

2000

357.9

87.9

37

9.1

12.3

3

2001

408.6

87.2

41

8.8

19.2

4.1

2002

457.3

86.7

50.1

9.5

20.1

3.8

2003

459.5

85.9

58.3

10.9

17.2

3.2

2004

522.1

86.1

66.8

11

17.4

2.9

2005

535.69

88.8

48.56

8.1

19

3.1

2006

569.22

90.32

39.22

6.22

21.77

3.45

2007(1-6)

285

-

19

6

15

52

주) 동부: 北京, 天津, 河北, 遼寧, 上海, 江蘇, 浙江, 福建, 山東, 廣東, 海南
중부: 山西, 吉林,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서부: 陝西, 甘肅 ,寧夏, 新疆, 西藏, 雲南, 貴州, 四川, 重慶, 廣西, 內蒙古
자료원: 중국 상무부
2) 서부 대개발 정책 지속, 동북3성 진흥, 중부굴기 정책 실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우선 동남부 연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동-서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자 2000년 서부 12개 지역에 막대한 자원
을 투입하여 50여년 간 장기 개발한다는 '서부 대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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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3년 국무원은 서부 대개발에 준하는 '동북3성 진흥정책'을 발표하여 동북 지역
노후 공업 기 지의 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5규획'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는
'중부굴기 (中部崛起) ' 정책을 천명하여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한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산업 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産業目
錄)≫에 따라 에너지, 교통 등 기초 인프라 시설, 환경 보호 산업 및 광산 자원, 천연 가스
등 자연 자원에 대한 개발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세금 우대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개방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계 은행이 서부 지역
에서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전신, 보험, 여행업, 회계 사무소, 법률
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다. 투자 방식도 보다 다양화하여 서부
지역에서 BOT, TOT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민
폐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주식 시장에 상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중국 내 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서부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이 25%만
넘으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5년 6월 30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에서는 ≪동북노후공업기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 실시에 대한 의견 (關於促進東北老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方的實施
意見)≫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은 동북 지역에 주로 설립된 국유 중화학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는 '동북3성 진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외국 기업의 중국 국유
기업 인수 합병, 지분 참여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 기업이 중국 금융 자산
기업의 불량 채권과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장비 제조업,
자동차 산업, 첨단 산업, 농산품 가공업, 석유 화학업 등 지역별 중점 육성 항목으로 지정된
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 인프라 건설, 서비스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여 전반적인 지역의 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지방 개발구를 정리정돈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반면,
동북 지역은 예외적으로 개발구의 확대 설치를 인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동북 진흥의 성공적인 추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은 동부∙서부∙동북 지역에 비해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하여
'11․5 규획'을 추진할 때가 되어서야 '중부굴기(中部崛起) ' 정책으로 정부 주요 경제 정책의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중부 지역은 동북, 서부 지역에 비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가 부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상무부 판공청 대외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수준 제고 및 중부굴기 촉진에 대한 의견(商務部辦公廳關於擴大開放, 提高吸收 外資
水平, 促進中部崛起的指導意見)≫을 발표하여 중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다국적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의견은 국유기업 구조 조정 및 중국 금융 관리 기업의 불량 채권과 주식 구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농업, 자원 개발, 기초 인프라 시설, 서비스업,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동부 연해 지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자동차, 기계, 장비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전자, 의류 등
노동 집약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중부 지역은 중국 교통의
핵심 요지로 철로가 사방으로 소통하고 있어 교통 운수업, 물류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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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소득세 통합, 세무 조사 강화(이전가격 세제, 개인소득세)
중국은 그동안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잠정조례(企業所得稅暫行條例)≫를 적용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 企業和
外國企業所得稅法)≫에 의거하여 기업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 내자
기업은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보통 3%의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우대세율 조건에 부합할 경우 15~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 조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
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우대 혜택이 과도하여
중국 기업에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WTO 가입 이후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서부 대개발, 동북3성 진흥 정책 등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자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
으로 세수를 확보함으로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소득세 통합법 초안'을 이미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임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2006년 10월 말부터 1차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반발 및 부처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
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소득세법 통합 일정표'대로 2007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
회와 정치협상회의)에 통합법 초안이 통과되어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법 초안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소득세
율과 과도 기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안의 의견 수렴에 참여한 한 인사에 따르면 외국
인 투자 기업과 내국 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통합하고, 세수 우대 과도 기간은 5년으로
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법적인 이전 가격 조작에 대해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전 가격 조작으로 매년 300억 위안에 달하는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이미 각
지역 세무국에 이전 가격 심사를 강화하고 전담 인원을 확충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조사
건수가 연간 1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업 간 거래 규모가 크고 2년 이상 연속 적자
이거나 이윤 변동 폭이 큰 기업 등을 중점 세부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 가격 조작 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국 세무당국은 가산세를
최소 50%에서 최고 500%까지 부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전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새로 실시될 이전 가격 규정은 세무기관이 납세기업에
대해 이전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것이고,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 부과 방식이 아닌, 최고 10년 간 사후 소급 조정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타 국가의 경우 소급 적용 기간은 보통 5~6년인데, 중국이 조정 기한을
10년으로 확정한다면 10년 전의 거래까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개인소득세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6년 1월 1
일부로 ≪중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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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자진 납세 신고해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기업
등)는 원천 징수 실시 후 다음달까지 납세자(종업원 등)의 관련 정보를 신고하 도록 규정
하였다. 또한 중국인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종래의 800위안에서 1,600위안
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급여소득자에 대한 공제액을 1,600위안에서 4,8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저소득층의 세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국가 세무총국은 2006년 1월에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于加强外籍人員個人所得稅欓案資料管理的通知)
≫를 발표하여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납세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당국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중국 세무 당국은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세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주목하고, 2004년부터 세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납세 신고 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선
적으로 원천 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 외채관리 강화 조치
중국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투기성 외화 자금 유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외채 범위에 1년 이하의 단기차입금도 포함시키고, 200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한층 더 강화된 외채관리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 외환 당국은 2005년 4월 1일부터 ≪해외 지급보증을 통한 중국 내 인민폐 및 외화
대출에 대한 외환관리국 등 등기절차 관련 규정(關于外換擔保項下人民貸款有關問題的通知)
≫ 을 발표, 해외 담보를 이용하여 중국 내 금융 기관(한국계 은행지점 포함)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차입 금액은 현지 기업의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외채 차입
한도, 投注差)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채관리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完善
外債管理有關問題的通知)≫에 근거하여 12월 1일 이후 수입 계약 건으로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수입 대금을 180일 이상 연체하는 중국 내 기업은 통관 후 15 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 관리국에 '연기 지불에 관한 외채등기'를 하고, '외채계약 현황표'를 수령해야
한다. 기업의 외채 연기 지불 한도액은 소재지 외환 관리국이 전년도 총 수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단 대형 플랜트 설비, 장기적인 납품 계약 등 특수적인 경우와 신설
기업의 연기 지불액은 소재지 외환 관리국에서 연도별로 연기 지불 제한액을 별도로 결정
하고 국가 외환 당국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투자 총액과 등록자본금이 동등하거나
총 투자 금액이 불분명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 허가 기관에 다시 투자 총액과
등록자본금을 확정, 신청해야 하고 외채 차입 한도(投注差)의 관리 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완화된 내용을 꼽으면, 기업이 해외 담보를 제시하고 금융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보증 채무 이행 시점에 외채등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외채 차입 한도(投注差) 운영에 여유가 생긴 점이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외채 강화 관리 조치를 감안하여 중국 내에 투자된
계열사의 연대 보증을 통하거나 중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외채 차입 한도
(投注差)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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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처럼 외채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2006년에는 외환계좌 개설 절차, 외화
매입, 송금 등을 완화한 외환 관리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06년 5월
1일부터 경상 거래 관련 외환 계좌를 개설∙변경할 경우 거쳐야 할 외환 관리국의 사전 심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서, 투자허가번호를 지참 하여
경상 거래 외환계좌 개설 신청서만 작성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환
계좌 보유 한도액을 경상거래 시 외화 수입의 80%와 외화 지출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올렸으며, 전년도 경상 거래 관련 외화 수입이 없는 신설 기업의 경우는 보유금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는 미화
5만 달러를 매입 또는 송금할 시, 개인의 경우는 미화 5천 달러를 매입 또는 송금할 시,
무역 거래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구비하여 은행에 수속만 밟으면 가능하게 하였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래의 규정대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5) 토지 관리 강화, 토지 양수비 2배 인상, 물권법 초안 심사, 부동산 매입 제한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엄격한 토지 관리의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통지 (國務院關于
深化 改革嚴格土地管理的通知)≫ 등을 발표하면서,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방지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실시된 지방 정부에 대한 토지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의 경우 전체 토지의 60% 이상이 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2006년 8월 31일부로 ≪토지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31호 (國務
院關于加强土地 調控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여, 지방 정부의 위법적인 토지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자금 수입 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가 토지 난개발의 최대 원인으로 보고, 이번 통지에 의거하여 토지
권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방 정부에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지방 정부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에 토지 양도에 따른 수입이 지방 정부 예산 외 수입으로
처리되던 것을 지방 정부 예산에 불입토록 하여 토지 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케 하고, 농촌
집단 토지의 농업용 이외 목적(공업용지 등)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집단 소유 토지를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기업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가 불법으로 양도한 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불법 토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이어서 중국정부는 ≪新 건설용지 토지유상사용비 정책에 관한 통지 48호(關于調整新增 建
設用地 土地有償使用費政策等問題的通知)≫에 의해 2007년부터 新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
사용비 표준가격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방 정부가 징수한 토지사용비는
중앙 정부와 30:70 의 비율로 배분되고, 지방 정부에 배분되는 70%는 일괄적으로 성 급
국고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토지사용비 규정을 어기거나 미납
처리 할 때는 1일당 0.1%의 체납금이 지방 정부에 부과된다. 기존 규정 중에 이번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48호 통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현 급 지방 정부 토지사용비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지방 정부가 토지사용비 기준을 어겨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사용비를 정부 재정에
불입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新 건설용지의 토지
출양 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우리 투자자들이 토지를 신규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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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초안(物權法 草案)은 2002년 12월 제9차 전인대(全人大)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심의
되어 2006년 8월 제 10차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번째로 심의되었다. 물권법은 중국
국유 재산, 집단 재산, 사유 재산 등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비공유제 경 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은 '국유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집단
재산에 대하여 농민 집단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소유 권
구분을 자세히 규정하여 국가, 집단, 개인이 합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정
되었다.
특히 초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전양 잠정조례 (城鎭國有土
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의 규정에서 '건축용지 사용권 기간 만료 시 사용권의 자동
소멸'과 '지상 건축물, 부가물 사용권 기간 만료시 대 국가 무상 반납'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한다. 초안에 따르면 건축 용지 사용권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현재처럼 사용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용지 혹은 비주택 용지로 사용할 것
인지에 따라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추후 주택 용지로 사용
할 경우에는 주택 용지 사용권으로 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고, 비주택 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주택 용지 사용권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상 건축물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기간 연장에 대한 수속 비용과 기간 만료 후 보상 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강화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부동산 시장 대외개방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주택 가격 상승을 노리는 외국 자본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대출 정책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경기 안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우리나라 투자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최근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에서 발표한 ≪외국인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진입 허가 및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準入和管理的意見)≫이다. 이 의견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9개 정부 부처(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 위원회, 국토
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총국, 은감위, 외환 관리국)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
라고 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투자 기업 제외) 및 중국에서 근무 또는 학업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따라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 반대의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용도 외에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총 투자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반드시 총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을 미납
하거나 '국유토지 사용증'을 미취득한 경우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외 대출 및 외환차입금 환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중국 내 부동산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합자 기업의 중국측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고, 은행
채무를 처리해야 하며 자기자본으로 양도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생겼다. 중국 외환관리국도 이에 발맞추어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기관, 개인의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입금 및 결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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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조 결성 요구, 최저임금 상승, 사회보장 관리 강화, 新노동계약법 발표
2006년 KOTRA와 한국 경제가 공동으로 조사한 '중국 투자기업 그랜드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느끼는 투자 애로사항으로 고용 관리에서는 숙련공 확보난(29.9%),
전문∙기술직 구인난(25.6%), 임금 관리에서는 높은 인건비 상승(26.8%), 과다한 사회보장
비용(24.7%) 등이 꼽혔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는 노사관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투자 기업의 노무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노동 조합의 설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기
업과 노동 조합 간의 단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 조합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최저 임금제 규정을 매년 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11∙5 규획'의 7가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결정,
사회 보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직 사회 보험 관련 규정만 있고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관련법을 입법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칭다오(靑島)시 정부는 사회 보험 관리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칭다오시 농민공 의료보험법
잠정규정(靑島市農民工參加醫療保險若幹問題的暫行規定)≫을 제정∙공포하여 20 06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칭다오시의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이에 해당되며 농민공 봉급의 2%를 의료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 보험 관리 강화의 움직임에 발맞춰 중국 현지 고용 직원들에
대하여 현지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회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이행해야 할 것 이다.
2006년 3월에는 중국 정부가 ≪노동계약법(勞動合同法)≫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인 기업측에 장기 고용을 촉구하여 사회
적인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 노동 관계가 존재할 때에 '무고정기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노동계약법 만료 시에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근속
1년에 1개월 분 지급)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퇴직 후 경쟁 업종에
취업하는 데 따르는 제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월급의 10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 50인 이상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노동 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감원 시에는 최근 입사 순으로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노동 계약 해지 시에 기업은 의무적으로 노동 조합에 사전 통지하며
노동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내 인력 이동이 가속화되고, 노동 조합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도 이 초안이 노동자 권익 보호 조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보장할 만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초안이
최종 법안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향후 이 법안으로 노무 관리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반 노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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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회사법, 파산법, 인수합병 규정 개정, 반독점법 초안 통과
중국의 ≪회사법(公司法)≫은 1993년 제정되었고, 2005년 10월에 수정 초안이 통과되어
200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회사법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시장
경제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기업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기업 관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행 회사법을 그대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회사법 내용과 삼자기업법
(외자기업법, 합자, 합작기업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삼자기업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우선 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의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 조건이 있었으나,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이것이 삭제
되고 '출자자 수는 50명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남았다. 또한 기존에는 1인 유한책임
회사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새로운 회사법은 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1인 유한책임회사는
최저 등록자본금이 10만 위안으로 일반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3만 위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1인 주식회사 설립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1인 유한회사는 등록자본금을
1회에 전액 불입해야 하고, 출자자 1인은 1개의 회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사를
추가로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자자가 회사의 재산이 개인 재산과 독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 제한 규정이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이사회 제도가 개선되었다. 주주 총회 결의의 집행 기구인 이사
회에게 회사 합병∙분리, 회사 형식 변경, 청산 방안을 제정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주주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어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특히 지분 보유 주주의
권익이 확대되었다. 즉 회사 경영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주 표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청산과 관련된 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정과 상충되므로 우리 투자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순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재투자를 금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우리 투자기업의 재투자도 용이하게 되었다.
2006년 8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中華人
民共和國企業破産法)≫을 통과시키고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파산
법은 적용 대상 기업이 전 인민소유제 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기업도
적용받게 되었다. 새 파산법은 채권 순위, 신청 절차, 관리인 제도 도입, 국영 기업 및 금융
기관 파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파산법에서는 '파산관리인 제도'를 도입, 인민법원이 회계사무소나 법률사무소 등
전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산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 구조조정 제도'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인민법원의 주도 하에
채무인과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회사 계획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약정에 따라 채무
인이 일부 또는 전체 채무를 상환하면서 경영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파산법에는
채무상환 회피 등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파산 신청의 폐단을 막기 위해 파산 관리인이
법원에 철회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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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파산법은 잔여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다음으로 노동자 임금, 세금, 일반 채무 순으로 보호받게 하였다. 이전까지는 노동자 임금이
최우선시 되었으나 새로운 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채무자의 해외
재산도 채무 상환 범위에 해당된다는 조항도 추가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파산규정'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민 법원에 구조 조정이나 청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금융 기관의 부실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6년 9월 8일부터는 개정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
于外國投資者倂購境內企業的規定)≫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은
자산을 통한 인수∙합병 뿐 아니라 주식 교환을 통한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중국에서 상장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증자 발행한 주식을
지불 수단으로 삼아 중국 기업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 혹은 중국 기업이 증자 발행한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함에 있어서 산업 분야가 '중점
산업'에 해당하고, 국가경제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중국의 유명 상표권 및
중국 전통기업을 외국 기업이 소유할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무부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반독점 심사권'을 가지고 해당 인수∙합병이 중국 시장의
과조한 집중을 야기시켜 정당 경쟁을 방해하고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를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2006년 6월 7일에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반독점법(反垄壳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2007년 상반기 전국인민대표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 중국은 대기업 육성 정책, 국영 기업 반발 등으로 인해 반독점법 제정 추진 이후
12 년 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일부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조정하고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초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반독점법 제정의 취지는 중국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국유 기업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우량 기업 인수∙합병 또는 독자 기업 설립∙전환을 통해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반독점법 초안은 기업 간 독점 합의,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 경쟁 체제를 저해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반독점법 초안에 위배되는 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정부가 적발했을 때 기업 연간 영업액의 1%에서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 라고
명시해 놓았다. 반독점법 시행까지는 최소 3차례의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이익 단체간의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하므로 추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5호로 2007. 6. 29일 공포, 2008.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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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완비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발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非기업단위(이하

‘고용

단위’로 약칭)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할 경우 본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법, 공평, 평등의사(平等自願), 협의일치(協商一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의거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
약정 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장제도를 수립·완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리를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안전위생,
보험복리, 근로자훈련, 노동규율 및 노동목표량 관리 등의 규장제도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회 또는 근로자대표와 평등하게 협의 확정해야 한다.
규장제도와 중대사항의 결정 실시과정중, 공회 또는 근로자는 부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고용단위에게 문제제기하고 협의를 통해 수정, 개선할 권리가 있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의 밀접한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규장제도 및 중대 결정사항을 공시
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공회 및 기업측 대표와 건전협력의 노동관계
3자체제를 확립하고 노동관련 중대한 문제를 공동 연구해결한다.
제6조 공회는 근로자가 고용단위와 법에 의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고용단위와
단체협의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7조 고용단위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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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단위가 근로자를 모집·고용할 때,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근무조건, 근무장소,
직업상 위해,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근로자가 알고자하는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
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노동계약 체결과 직접 관계있는 근로자의 기본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9조 고용단위가 근로자를 모집·고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증명서를
압류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명목으로 근로자로부터
재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10조 노동관계 성립시에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나, 서면 노동계약이 미체결된 경우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고용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노동관계는
고용일부터 성립된다.
제11조 고용단위가 고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 근로자와 약정한
노동보수가 불명확한 경우, 새로 모집·고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단체계약규정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단체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동일노동-동일보수
(同工同酬)」를 실시한다.
제12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 및 일정업무 완성기한의 노동계약
으로 나뉜다.
제13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료 시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무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계약종료 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노동계약
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체결이나 체결을 제의 또는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제의하는 때를 제외하고,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당해 고용조직에서 연속 만10년을 근무한 경우
(2) 고용단위가 최초로 노동계약제도를 실시하거나 국유기업개편으로 새롭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가 해당 고용단위에 연속 만 10년을 근무하고 또한 법정퇴직연령까지
10년이내인 경우
(3)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하고 근로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체결할 경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만1년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간 무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특정

업무의

완성을

계약기한으로 약정하는 노동계약을 지칭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일정업무 완성을 기한으로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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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동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협의일치하고,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노동계약서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유한다.
제17조 노동계약은 아래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용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번호
(3) 노동계약 기한
(4)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5) 근무시간 및 휴식·휴가
(6) 노동보수
(7) 사회보험
(8) 노동보호, 노동조건 및 직업위해예방
(9) 법률, 법규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위에 규정된 필수 구비조항외에도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연수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및 복리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제18조 노동계약에 약정된 노동보수 및 노동조건의 기준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재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체계약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계약이 없거나 단체계약에 노동보수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노동동일보수를 실시한다. 단체계약규정이 없거나 단체계약에 노동조건 등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시용기한은 노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2개월, 3년이상 고정기한 및 무기한 노동계약의 경우 6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동일 고용단위는 동일 근로자와 1회에 한해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 또는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인 경우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못한다.
시용기한은 노동계약기한내 포함된다. 노동계약이 시용기간만 약정한 경우 시용기간은
성립하지 않고 당해 기간은 노동계약기한으로 간주된다.
제20조 근로자의 시용기간중 임금은 해당 고용단위의 동일직위 최저임금, 또는 노동계약
약정 임금의 80% 보다 낮으면 안 된다. 또한 고용단위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제21조 시용기간중에 근로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단위가 시용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2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 기술연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서를 체결하여 복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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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복무기간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 액수는 고용단위가 부담한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복무기간 미 이행부분에 상응하는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단위와 근로자간의 복무기간 약정은 정상적인 임금조정체계에 따른 근로자의 복무기간
중 노동보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고용단위의 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
사항에 대해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비밀의 유지의무를 지닌 근로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서, 또는 비밀준수협의서에
근로자와 경업(競業)제한(경쟁업종 취업제한)조항의 약정과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후
경업제한기간중 근로자에게 매월 경제보상금 지불을 약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경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위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경업제한 인력은 고용단위의 고급관리인력, 고급기술인력 및 기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인력에 국한한다. 경업제한의 범위, 지역, 기한은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약정하며
경업제한의 약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후,
상기 규정된 인력은 본고용단위와 동류제품(同類産品)을 생산 또는 경영하거나 동종업무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고용단위에 취업할 수 없다. 또 개업을 통한 동류제품의 생산 또는
경영, 동종업무종사에 제한을 받는다. 경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본 법의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상황 외에,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다.
제26조 아래의 노동계약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가 된다.
(1) 사기, 협박, 또는 상대방의 위급함을 이용해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체결하거 나
변경한 노동계약
(2) 고용단위가 자기의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기구 또는 인민
법원이 확인한다
제27조 노동계약의 일부 무효는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28조 노동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자가 이미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 고용단위는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보수의 금액은 고용단위의 동일한 직위 또는
유사 직위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29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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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용단위는 국가규정 및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정액의 노동보수를 지급
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보수의 연체 또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당지
인민법원에 지불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지불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 31조 고용단위는 규정된 노동량(勞動定額)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근로자에 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형태를 달리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가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32조 근로자가 고용단위 관리자의 규정을 위반한 지시나 위험한 작업 강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노동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위해
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 고용단위에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고용단위의 명칭,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 등 사항이 변경되어도
노동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4조 고용단위에 합병 또는 분할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 노동계약은 계속 유효
하며, 노동계약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고용단위가 계속 이행한다.
제35조 고용단위는 근로자와의 협의일치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계약의 변경시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변경후 노동계약서는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유한다.
제4장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6조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협의일치를 거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위에 통지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용기간내의 근로자는 3일전에 고용단위에게 통지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 고용단위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노동보수 정액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의거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고용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타 상황
고용단위가 폭력, 위협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
에게 사전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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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용기간중에 채용조건에 미 부합됨이 증명된 경우
(2)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중대한 직무상 과실, 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6)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제4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30일 전까지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1개월의 급여를 추가 지급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질병이나 非産災 부상으로 인해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또한 고용단위가 변경해 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연수훈련 또는 업무조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시 의거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단위와 근로자간 협의를 거쳤음에도 노동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41조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로 20인 이상 감원, 또는 20인 이하이나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감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단위는 30일 전까지 공회 또는 근로자 전원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후, 인력감원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
하고 인력감원을 행할 수 있다.
(1)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재생을 행하는 경우
(2) 생산경영에 중대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3) 기업의 생산전환, 중대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 조정으로 노동계약의 변경을 행한
후에도 인력감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노동계약체결시 의거한 객관적인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발생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인력감원시는 다음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잔류시켜야 한다.
(1) 고용단위와 비교적 장기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
(2) 무기한 노동계약체결자
(3) 가정내 취업인원이 없거나 부양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있는 자
고용단위가 본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감원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인력을 모집할 경우,
감원된 인력에 통지해야 하며, 동조건하에서는 감원된 인력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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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본 법의 제40조, 제41
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1) 직업병 위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직업병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관찰 기간중인자
(2)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4)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5) 본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15년이고 또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제43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노동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공회는 고용단위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단위는 공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공회에 통지
해야 한다.
제44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1)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4)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5) 고용단위의 영업허가증 취소되거나, 폐쇄,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고용단위가 그
전에 해산을 결정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45조 노동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본 법 제42조에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동계약은 관련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 종료시기가 계속 연기된다. 단, 본법 제42조 제2
호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 또는 일부 상실자의 노동계약종료는 국가 공상(工傷)보험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본법의 제38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용단위가 본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노동계약해지를 제의하고

근로 자와

협의일치를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고용단위가 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고용단위가 본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고용단위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또는 높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 제44조 제1호규정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6) 본법 제44조 제4호, 제5호 규정에 의거,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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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제보상금은 노동자의 본 노동단위에서의 근속연한에 근거하여, 만 1년마다 1개
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
하고, 6개월 미만의 경우 반개월분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단위가 소재한 직할시나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전년도 (前年度)
근로자평균월급의 3배보다 높은 경우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근로자 평균 월급의
3배로 한다.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연한은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본조에서 의미하는 월급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前 근로자의 12개월 평균임금을 지칭
한다.
제48조 고용단위가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동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
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단위는 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 개인구좌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전국 범위내
통용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제50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또한 15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인사파일(當案) 및 사회보험의 이전수속을
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고용단위가 본법 관련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시에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이미 해지되거나 종료된 노동계약서류를 최소 2년 보존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5장 특별 규정
제1절 단체 계약
제51조 기업근로자측은 고용단위와의 평등한 협의를 통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및 보험복리 등 사항에 대해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 계약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근로자에 제출되어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단체계약은 공회가 기업근로자측을 대표하여 고용단위와 체결한다. 공회가 미 설립된 고용
단위에 대해서는 공회의 지도하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대표가 고용단위와 체결한다.
제52조 기업근로자측은 고용단위와 노동안전위생, 여성근로자 권익보호, 임금조정체계 등
전문항목별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3조 현급 이하 지역의 건축업, 채광업, 음식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는 공회와 기업측
대표가 업종별 단체계약, 또는 지역별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4조 단체계약이 체결되면 노동행정부문에 송부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노동행정 부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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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은 고용단위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업종별, 지역별
단체계약은 당지 해당 업종, 해당 지역의 고용단위와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55조 단체계약중 노동조건 및 노동보수 등의 기준은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기준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중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등
기준은 단체계약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56조 고용단위가 단체계약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한 경우, 공회는 법에
의거 고용단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계약의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
하고 협의일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회는 법에 의거 중재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2절 노무파견
제57조 노무파견회사는 회사법(公司法)에 의해 설립되며,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앤 이상
이어야 한다.
제58조 노무파견회사는 본법에서 칭하는 “고용단위”이며, 고용단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본법 17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회사(=근무업체) 및 파견기한, 업무 등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노무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노동자의 업무가 없는 기간에도 노무파견회사는 소재지 인민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의거, 파견근로자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59조 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하 사용회사’)와 노무
파견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협의서는 업무와 인원수, 파견기한, 노동보수 및 사회
보험비의 금액과 지불방식, 협의서 위반시 책임을 약정해야 한다.
사용회사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연속적인 사용기간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단기 노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60조 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협의서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노무
파견회사는 사용회사와의 노무파견협의서에 근거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노동 보수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로부터 비용을 수취 해서는 안
된다.
제61조 노무파견회사가 다른 지역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노동보수와 노동
조건은 사용회사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62조 사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의 노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의 제공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요구사항과 노동보수 고지
(3)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지불 및 업무와 관련한 복리대우 제공
(4) 파견근로자에 대해 업무가 필요로하는 연수훈련 시행
(5)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금조정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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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재차 다른 고용단위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
제63조 파견근로자는 사용회사의 근로자와 동일노동-동일보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

회사에 동일한 종류의 업무가 없을 경우, 사용회사 소재지의 동일 업무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64조 파견근로자는 노무파견회사 또는 사용회사에서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거나 또는
노조를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65조 파견근로자는 본법 제36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노무파견회사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회사는 근로자를
노무파견회사로 돌려 보낼 수 있으며, 노무파견회사는 본법 관련규정에 의거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6조 노무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적, 보조적, 또는 대체적인 업무에서 실시된다.
제67조 사용회사가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여, 본 고용단위 또는 소속단위에 근로자를 파견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비 전일제 고용
제68조 非全日制(파트타임) 고용은 시간급 보수계산을 위주로 하며, 노동자가 동일 고용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매일 4시간, 매주 누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형식을
의미한다.
제69조 비 전일제 고용은 쌍방 당사자가 구두협의로 체결가능하다.
비 전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고용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후에 체결한 노동계약이 앞에 체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0조 비 전일제 고용쌍방 당사자는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없다.
제71조 비 전일제 고용쌍방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수시로 고용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을 종료할 때는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72조 비 전일제 근로자의 시급보수기준은 고용단위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시급
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비 전일제 노동보수 결산지불은 최장 1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73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은 노동계약제도 실시의 감독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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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이상 지방정부 노동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내 노동계약제도 실시의 감독관리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각급 지방정부 노동행정부문은 노동계약제도 실시의 감독관리업무에 있어 공회
와 기업측 대표 및 유관 업종 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7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계약 제도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고용단위가 제정한 근로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규장제도 및 그 집행 상황
(2) 고용단위와 근로자간 노동계약의 체결과 해지 관련 상황
(3) 노무파견회사 및 사용회사의 노무파견 관련규정 준수 상황
(4) 고용단위의 근무시간 및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 규정 준수 상황
(5) 고용단위의 노동계약에 약정된 노동보수지급 및 최저 임금기준의 집행상황
(6) 고용단위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감찰 사항
제7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문은 감독검사 실시시에, 노동계약과 단체
계약 관련 자료의 조사와 노동현장에 대한 실사권한이 있다.
고용단위와 근로자 쌍방은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문 업무인원은 감독검사진행시 증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 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7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 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제도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77조 근로자는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관련 당국에 의법처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중재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8조 공회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단체
계약의 상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단위가 노동법률, 법규 및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회는 의견을 제출
하거나 또는 시정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회는 법에 의거 지지 및 지원한다.
제7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를 가지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적시에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고발 유공자에 대해
장려금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80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근로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단위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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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고용단위가 제공한 노동계약 문서에 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계약의 필수사항 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동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시정
을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단위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82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의 2배를 지불
해야 한다.
제83조 고용단위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시용기간을 약정한 경우 노동행정
부문이 시정을 명한다. 위법 약정된 시용기간이 이미 이행된 경우, 고용단위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이후의 월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시용기간 초과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
제84조 고용단위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압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정해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고용단위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근로자로부터 재물을 수취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정해 노동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근로자 한 명당
500위앤 이상, 2,000위앤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단위는 배상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종료함에 있어,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인사서류 (當案)
또는 기타 물품을 압류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5조 고용단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정해
노동보수,

초과근무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노동보수가

당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간 경과에도 미 지불된 경우,
고용단위에게 지불의무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으로 배상금을 추가 지불 토록
명한다.
(1) 노동계약의 약정이나 국가규정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적시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소재지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한 경우.
(3) 초과근무를 시키고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 하지
않은 경우
제86조 노동계약이 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무효로 확인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을 행한 측은 배상책임을 진다.
제87조 고용단위가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경우, 본법 제47
조에 규정한 경제보상금기준의 2배를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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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고용단위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1) 폭력, 협박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안전에 위해한 위험한 작업을 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제
명령한 경우
(3) 근로자를 모욕, 체벌, 구타, 불법조사 및 구금하였을 경우
(4) 열악한 노동조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근로자의 심신건강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89조 고용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관련 서면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제90조 근로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노동계약상 약정한
비밀유지 또는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위에게 경제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제91조 다른 고용단위와 체결한 노동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를 모집
고용하여, 다른 고용단위에 손실을 끼친 경우, 고용단위는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제92조 노무파견회사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주관 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천 위앤 이상 5천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제93조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고용단위의 위법적인 범죄행위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근로자가 이미 노동력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고용단위 또는 출자
인은 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4조

개인도급경영자가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모집·고용하고

근로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 도급을 발주한 조직과 개인도급경영자는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제95조 노동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주관부문 및 그 근무자가 직무를 소홀히하여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권을 위법행사하여 근로자 또는 고용단위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96조 사업기관이 빙용(聘用，초빙)제를 적용하는 업무인력과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법 유관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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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본법 시행전에 법에 의거 체결되고 또한 본법 시행일에 존속하고 있는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된다. 본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연속 체결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횟수
(次数)는 본법 시행후 고정기한 노동계약 계속 체결시부터 계산한다.
본법 시행전에 성립된 노동관계가 서면노동계약이 미 체결된 상태인 경우, 본법 시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본법 시행일 기준 존속되는 노동계약이 본법 시행후 해지 또는 종료되어 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경제보상연한은 본법 시행후부터 계산 한다.
본법 시행전 당시의 유관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 해야 하는
경우 당시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8조 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外商投資企業勞動管理規定)
(1994. 8. 11일, 노동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포)
제1조 외국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및 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과
근로자간의 안정적이고 화합적인 노동 관계를 확립, 수호,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독자기업, 중외주식유한공사 및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현 및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근로
자채용, 직업교육, 임금, 보험복지대우와 노동안전 보건 등을 감찰한다
제4조 기업이 제정한 규정제도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못한다
제5조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모집 일시, 조건, 방식, 인원수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은 근로자 모집시 기업소재지 노동부문이 확인한 직업소개센터(또는 직업소개소)에서
모집할 수 있고, 현지 노동행정 부서의 동의를 얻어 직접 모집하거나 타지방에서 모집할
수도 있다
기업은 근로관계를 해제하지 않은 근로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아동직공의 채용은 금지한다
제6조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할 때에는 중국 내에서 중국 근로자를 모집하여야 하고
외국국적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근로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취업증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조 기업은 직업교육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술직종에
종사하거나 특수기능을 요하는 근로자는 교육을 필한 증서를 소지하여야만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다. 교육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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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이 기업과 서면형식으로 체결한다. 노조(노조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근로보수, 근로시간과 휴가,
노동안전보건, 보험복지 등의 사항에 대해 협상을 거쳐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 집단계약의 내용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내에 현지 노동행정 부서에 가서 감증(鑒證)을 받아야
한다. 단체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현지 노동행정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노동행정부서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이 만기되었거나 쌍방이 약정한 종료조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은 중지
된다. 쌍방이 동의하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쌍방
의 협상, 동의를 거쳐야 하고 근로계약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계약의 변경 내용은
근로 계약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기업 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상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
- 시용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되거나,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이행
하지 않거나, 작업규율과 기업이 법에 의해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노동교양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기업이 폭력, 위협, 감금 또는 인신의 자유를 해치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
나, 기업이 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1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외적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 직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기업이 별도로 배치하는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시켜 직종을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가 여전히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거로 했던 객관적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계약을 이행
할 수 없게 되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쌍방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 기타 법률, 법규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근로자가 직업병 또는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부분
적으로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규정된 치료기간중인 경우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간중인 경우에 고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직업병 또는 작업 중 부상으로 장애자가 된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기업은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자 취업
안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적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은 현행
규정대로 집행한다
제14조 기업은 임금 분배 시 동일 노동 동일 보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

중국-296

kotra 국가정보
근로자의 수준은 기업이 현지 인민정부 또는 노동행정부서가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근로자의 법정 작업시간내의 최저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업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최소 1회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소득세를 대리 공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 임금 통계를 산출하고 소재기구 노동행정 부서, 재정
부서 및 통계 부서와 기업 주관부서에 근로임금 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작업 중 부상, 출산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 사회보험비를 정해진 날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비는 국가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근로자개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업은 근로자 노동수첩과 양로보험수첩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의 근로연한, 임금
및 양로, 실업, 작업 중 부상, 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의 납부,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이 규정 제11조 제1항, 제3항과 제12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1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와 의료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보조비와 의료보조비 기준은 당해 기업에서의 근로연한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생활보조비는 만 1년당 본인 1개월 분의 실질임금을 지급한다. 의료보조비는 당해 기업에서
근로한 연한이 5년 미만일 때에는 본인의 3개월 분의 실질임금을 지급하고 5년 이상일
때에는 6개월 분의 실질임금을 지급한다. 이 기업에서 근로한 연한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일 때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생활보조비와 의료보조비의 계산지급 기수는 본인이 근로계약을 해제하기 전 6개월간의 월
평균 실질임금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21조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을 선포하거나 쌍방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를 동의한 경우에는 작업 중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요양 중에 있음을
병원이 증명한 근로자와 치료결과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되었음이 노동
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근로자, 작업 중에 사망하여 무휼 대우를 받는 근로자 유족,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여성근로자,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소재지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생활 및 사회보험비용을
사회보험 기구에 1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 중업원의 재직 기간 중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기업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중국 근로자의 주택 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업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명절휴일, 공휴일, 귀성휴가, 경조휴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등의 휴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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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업의 단체계약 체결문제로 인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간에 발생한 쟁의를 당사자
쌍방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현지 노동행정 부서에서 쟁의 쌍방을 도와 협상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체계약 이행문제로 인해 발생한 쟁의를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에 의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제소할 수 있다
제26조 기업의 노동쟁의, 노동안전보건, 작업 중 부상 사고에 관한 보고와 처리, 작업시간,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수 보호 등은 국가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기업 또는 근로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고 손실을
초래했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모집했을 때에는 현지 노동행정 부서는
기업에 피모집자 월 평균 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모집한 근로자를
방출할 것을 명한다
제29조 근로자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현지 노동행정부 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 기업은 최저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아울러 실질 지급임금과
최저 임금수준 간 차액의 20～100%를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실질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수준과의 차액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기업에 대해 실질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수준과의 차액 및 보상금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자의로
근로 시간 외 작업을 시켰을 때에는 즉각 시정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규정을
초과한 총 작업시간 수에 따라 1인당 매월 실질임금의 時, 日 평균수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수속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행정 부서가 규정한
기한 내에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대로 각종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매일 의무 납부금의 0.2%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금은 각각 각종 사회보험비에 납입한다
제31조 기업이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한부 시정 또는 생산 중지 정돈을
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노동행정부서의 노동감찰을 방해하거나 거절할 때에는 월 경영 및 판매 수입의
0.1%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이상 각종의 벌금은 현지 노동행정부서에서 경고를 한 후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제34조 상기 행정처벌은 노동행정부서에서 법에 의해 집행하며 벌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
된다
제35조 해외교포와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자가 중국 대륙에 투자하여 설립한 합자경영
기업, 합작경영기업 자본전액을 소유한 기업 및 주식유한회사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노동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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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에 관련된 종전 규정이 이 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나. 직원 채용/해고 조건
1) 채용 및 방법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 채용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한 공모, 인재회사를 통한
채용, 지인을 통한 채용, 회사 소재지 인재시장에서 공모를 통한 채용, 대학 실습생 채용
등의 방법이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인터넷을 주요 취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인터넷을 채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직원 모집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
담당자를 통해 먼저 중국 인사국에 광고등록을 해야 하고, 광고를 게재할 시점에는 기업이
이미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상태여야 한다.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인맥은 역시 중요한 수단이므로, 현지 지인에게 인재 채용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소개해준 사람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해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재회사를 통한 채용은 인재회사가 기업에게 적절한 직원을 알선하여 소개해주고, 직원
채용에 대한 자문을 해주면서 채용직원 연봉의 일부(예: 2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따라서
기업이 대량으로 인재채용을 할 때는 적절치 않으나 총경리급 인재, 고급간부 인재, 기술
인재 등 중요 인재를 채용할 때는 유용하다.
중국의 대학생은 졸업시기가 되면 실습생 자격으로 기업에 들어가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 관련 기업은 특정 대학과 제휴하여 매년 몇 명의 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아
졸업과 동시에 정사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든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국에서 직원모집 지역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재지에서 직원을 모집해야 하며,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소재지 정부가 발급한 노동력 부족에 관한 증명서와 외지(소재지 이외)
직원의 숙소, 식사 등 기본생활 여건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정부 노동국에 직원
모집 신청을 한다. 신청이 허가되면 소재지 정부관련 부문에서 소재지 이외 지역의 직원
모집 수속을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종적인 직원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

企業法實施條例≫ 91조,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 合作企業法≫ 13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

64조에

근거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勞動管理規定)≫에 명문화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은 직원 채용 후 직원과 노동계약(勞動合同)을 체결해야 하며, 이
노동계약 건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국의 검증(監證)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
투자자가 중국 현지 직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근무 조건에 대해서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 수준에 대한 조정권한 정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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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해고조건 및 조치 권한
중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용기간중에 채용조건에 미 부합됨이 증명된 경우
(2) 고용단위의 규장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중대한 직무상 과실, 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6)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본 법의 제40조, 제41 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1) 직업병 위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직업병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관찰 기간중인자
(2)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4)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5) 본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15년이고 또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직원의 해고조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놓았다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직원
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한편, 만약 노동조합(工會)이 있다면 노동조합에도 서면
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채용등기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경우, 직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 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평균임금 등 노동관련 통계
최저임금규정 (最低工資規定)
(2003년 12월 30일 노동사회보장부 제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2004년3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근로자가 취득한 노동보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民營非企業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경영
자(이하 고용단위라 함)와 이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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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이와 근로계약 관계를 건립한 근로자 모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최저임금표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보수를 말한다
본 규정 중의 정상적인 노동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 혹은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노동이다.
근로자가 법에 의해 가지는 유급휴가, 귀성휴가, 결혼, 상례휴가, 임신, 생산휴가, 절육 수술
휴가 등 국가 규정 휴가기간과 법정 근로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한 시간은 모두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행정지역 내 고용단위의 본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각급 공회(노동조합)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단위의 집행상황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불
에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관련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형식을 취한
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시간당 취업근로자
에게 적용한다
제6조 월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은 해당 지역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도시 주민의 소비가격지수,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과 취업상황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은 제정된 월 최저임금표준에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본양로보험비용과 기본의료보험비용을 고려하고, 취업안정성과 근로조건, 근로강도와
복지 등에 있어서 비 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취업근로자의 차이를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첨 문서를 참조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여러 행정지역은 자체의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최저 임금 표준의 확정과 조정 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 보장 행정
부문에서 동급 공회(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와 함께 연구 제정하고 이를 노동
보장부에 제출한다
조정방안에는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 근거, 적용범위, 조정표준과 설명을 포함한다.
노동 보장부는 조정방안을 접수한 후 전국총공회와 중국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의 의견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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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부는 조정방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14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정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지역의 최저임금표준 방안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허가를 받은 후 7일 내 해당 지역의 정부성명과 최소한 1종의
지역성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반드시 본 제정 안의 발표 후 10일 내에 최저임금표준
을 노동보장부에 제출한다
제10조 최저임금표준을 발표, 시행한 후 본 규정 제 6조에 규정한 관련 요소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황변화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표준은 최소한 2년 내
1차례 조정한다
제11조 고용단위는 최저임금표준이 발표되고 10일 이내에 이를 단위 내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고용단위가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 액은
아래 항목을 제외한 지역 최저임금표준 이상 이여야 한다
1) 노동시간을 연장한 임금
2) 중간교대, 야간,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수당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등
실제성과급임금 혹은 공제임금 등의 형식을 채택한 고용단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업무량의 기초 위에서 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근로자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무시간 내 혹은 근로계약으로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
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1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본 규정 제 1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한 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외에 상황에 따라 체불임금의 100% ~ 500%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다
제14조 근로자와 고용단위 간에 최저임금표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고 1993년 11월 24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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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최저임금표준 계산방법
1. 최저임금표준 확정 관련 고려요소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 생활비용 지출,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근로자 평균임금,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식은 M=f(C.S.A.U.E.a)이다
M - 최저임금표준
C - 도시주민인당생활비용
S -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A - 근로자 평균 임금
U - 실업률
E - 경제발전수준
a – 조정요소
2. 최저임금표준의 확정방법
1) 비중법
도시주민가계조사자료에 따라 일정 비중의 인당수입이 가장 낮은 가구를 빈곤호로 빈곤호의
인당 생활비용지출수준의 통계 수치에 취업자 1명에 해당한 부양계수를 곱하고 調整數를
가하여 얻은 수치를 최저임금표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2) 엥겔계수법
국가 영양학회에서 제공한 연도 표준 음식매뉴얼과 표준 음식물섭취량에 따라 표준
음식물의 시장가격을 감안한 후 최저음식물 지출표준을 계산하고 엥겔계수를 나누어 얻은
최저생활비용표준 수치에 취업자 1명에 해당한 부양계수를 곱하고 調整數를 가하여 얻은
수치를 최저임금표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사례: 특정 지역 최저수입세대원의 매달 인당 생활비용지출은 RMB 210원이고 취업자
1명에 해당한 부양계수는 1.87이며 최저음식물 비용은 RMB 127원이고, 엥겔계수는 0.604,
평균임금이 RMB 900원인 경우
①비중법으로 지역최저임금표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표준 =RMB210×1.87+a=RMB393+a(元)
②엥겔계수법으로 지역최저임금표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표준=RMB127÷0.604×1.87+a=RMB393+a(元)
위 ①과 ②에서 조정요소(a)는 각 지역에서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 실업, 의료보험 비용과
주택공적금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한편,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표준은 월
평균임금의 40～60%로서 상기 사례 지역의 월 최저임금표준은 RMB 360원～540원 이다.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월

최저임금표준÷20.92÷8)×(1+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양로

보험과 기본의료보험비중 합계)]×(1+부동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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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부동계수는 취업안정성, 근로 조건, 노동강도와 복지 등에서의 비 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감안한 수치이다. 각 지역은 상기 계산방법을 참조하고 지역
실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월,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을 제정한다
3) 2007년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선쩐시의 "2007년 최저임금조정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조정 후 특구 내 최저임금은
4.89위앤/시, 850위앤/월; 특구 외 寶安, 龍崗 두개 구는 4.31위앤/시, 750위앤/월로 2006
년 대비 각각 4.9%와 7.1% 증가하였다. 하여 현재 선쩐특구는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로 850위앤/월이고, 베이징시의 최저임금기준은 730위앤/월, 상하이 최저임금
기준은 840위앤/월, 광저우의 최저임금기준은 780위앤/월(07년 9월 1일 조정)이다.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위안)
표준실행일

최저임금표준(위앤/월)

深圳
07.10.1
850
750
江蘇
07.10.1
850
700
590
浙江
07.9.1
850
750
700
620
上海
07.9.1
840
廣東
06.9.1
780
690
600
500
450
福建
07.8.1
750
700
650
570
480
天津
07.4.1
740
720
北京
07.7.1
730
新疆
06.5.1
670
620
580
550
520
500
480
460
440
大連
06.8.1
650
600
500
廈門
06.8.1
650
600
550
吉林
07.7.1
650
600
550
河南
07.10.1
650
550
450
湖南
07.7.1
635
530
500
480
460
440
黑龍江
06.5.1
620
590
475
450
420
400
380
山東
06.10.1
610
540
480
430
390
山西
07.10.1
610
570
530
490
遼寧
6
590
480
420
河北
06.10.1
580
540
480
440
海南
06.7.1
580
480
430
重慶
06.9.1
580
480
440
四川
06.9.11
580
510
450
400
內蒙古
06.10.1
560
520
460
400
寧夏
07.10.1
560
530
490
貴州
06.10.1
550
500
450
雲南
06.7.1
540
480
420
陝西
06.10.1
540
500
460
420
安徽
06.10.1
520
500
460
430
390
360
廣西
06.9.1
500
435
390
345
西藏
04.11.1
495
470
445
湖北
05.3.1
460
400
360
320
280
青海
06.7.1
460
450
440
甘肅
06.8.25
430
400
360
320
江西
04.9.1
360
330
300
270
注: 최저임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최저임금은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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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관리 유의사항
현재 중국투자 한국기업은 약 3만개 사로 채용한 중국인 노동자는 약 2백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투자 한국기업의 70% 이상은 의류, 전기전자,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노무 관리는 우리 기업의 경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상 노무관리 분야는 세무나 마케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999년 이후 매년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무관리 방법
1) 근로 시간
중국은 주 5일제(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특수상황에서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평일급 기준 50%, 주 휴일 근로는 100%, 법정 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임금이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ㅇ 교대제 근로
 중국에는 야간수당 지급에 대한 법규가 없으므로 토, 일요일 특근(100% 가산 임금 적
용)보다는 16~24시간 풀 가동으로 2조 3교대제, 3조4교대 작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좋다
ㅇ 비전일제(非全日制) 근로
- 업무량,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파트타임(비전일제) 근로자를 활용한다. 이는 근무
시간이 매일 4시간, 매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형식이다.
ㅇ 부정시제(不定時制) 근로
 작업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고급 관리자,
외근사원, 전용차 기사 등)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법정 표준 근로
시간, 휴일 등의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퇴직금(경제보상금 제도)
중국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1년 근무
당 1개월 분의 경제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신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에
경제보상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경제보상금은 노동자의 본 노동단위에서의 근속연한에 근거하여, 만 1년마다 1개 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
월 미만의 경우 반개월분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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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급이 고용단위가 소재한 직할시나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전년도 (前年度)
근로자평균월급의 3배보다 높을 경우 지불되는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근로자 평균 월급의
3배로 한다. 지불되는 경제보 상금의 연한은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미
하는 월급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前 근로자의 12개월 평균임금을 지칭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나 보통 근로자 수의 1.5% 정도이다. 1990년에 공포
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율은 성급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 미채용 시 지역의 전년도 근로 자
평균 임금에 근거하여 부담금(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노동조합(公會)
중국의 경우 2001년 수정한 ≪노동조합법(公會法)≫에 의거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니나, 최근 중국정부는 노동
조합 미설립 기업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에게 노동관계 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권도 부여(2004. 12월 ≪노동보장
감찰조례(勞動保障監察條例)≫)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노동조합법(公會法)≫에 따르면 중국 노동조합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있고 단체
행동권 (파업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용주는 근로자 임금 총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해당지역 노동국 등 관련기관
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5)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법
ㅇ 성과주의(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
 중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사원의 경우, 기본급은 적게 주고 판매목표 달성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직도 매월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적당히 하는 직원의 급여차이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정액제로 할 경우 생산성이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롭더라도 매월 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직원의 경우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의 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상벌 제도(신상필벌)의 확립
 중국 기업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엄격한 노무관리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사규에 어긋나거나 품질불량, 생산차질 등을 초래했을 때, 사전에 일정한 벌과금을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반대로 생산 활동에 기여했을 때에는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식의 온정주의적인 관리방법보다 더 효율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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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지인(토착민), 외지인, 조선족의 관리
 일반적으로 총경리의 비서와 한국본사 상대 업무담당자로는 조선족 출신 여사원이
적당하며, 총무, 현장관리, 재무는 관공서와의 인맥활용과 현금관리의 특성상 신분이
확실한 당지인을, 일반 현장직원은 관리가 용이하고 성실한 외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족과 조선족 간의 질시와 비협조 등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은 사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조선족의 경우 통역업무를 맡기더라도 명확하게 구분된
직무만을 부여하여 직무 외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현지 사회 관습과 문화를 고려한 노무관리
 중국의 문화와 사회관습을 무시한 채 한국식으로 노무 관리를 하다가 현지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같은 유교·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더라도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지 인력에 대한
노무인사관리는 한국관리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 가급적 현지인에게 맡기거나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노동관리에 있어 지역 노동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수시로 회사의 노무 상황에
대하여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노동국 담당
직원을 회사로 초빙하여 수출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설명해 주는 것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ㅇ 현지인 간부 임명
 현지인 간부는 회사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기간 관찰을 통해 신중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부 임명 후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간부 직책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직급을 분리한 인사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문제사원 관리
 문제사원을 성급하게 해고시키면 노동국에 가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문제사원 발견 시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출결사항, 근무 중 이탈
행위, 비리 사실 등을 문서화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
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 사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것은 절대 금물
이다. 질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ㅇ 사회보험료 부담
 중국 노동법에는 사회보험료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 미납은 노동
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해고된 노동자가 퇴직 후에 해고한 회사가 사회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노동자의 인건비 산출 시 사회 보험료나 복지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급여를 100으로 보면 기업의 실 부담은 대략 140~150 정도가 되므로 중국의 실
인건비는 동남 아시아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

보험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진출했다가 사업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시직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도 있으나, 이
경우 지역 노동국이 임시직 과다 고용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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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기업의 노무관리의 특징 및 체크포인트
노무 관리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우리 기업은 노무관리 관련 규정에 대해 사전에 관심을 갖고 잘 숙지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노조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노조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는 노조 설립률이 10%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중국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노동자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 우려되고, 노조
설립 시 노동자 총 급여액의 2%에 달하는 경비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노조 설립을 계속 기피할 경우 지방정부 및 지역 총 노조와의 갈등이 우려
되고, 각급 노동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중국
노동조합의 순기능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노조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아직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올바르지 못한 노무관리 방법으로 근로자를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지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 폭행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주변 여타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 바람직한 노무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숙지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8. 조세제도
가. 외국기업 적용 세금 제도
중국의 세제 상 세목의 종류는 29가지가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
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목축업세류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되는 세목은 기업 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등 총 15가지가 있다.
□ 현재 총 7종 24개 내국세를 부과해야 하며 조세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ㅇ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ㅇ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 토지사용세
ㅇ 특정목적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ㅇ 재산세류: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
ㅇ 행위세류: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
ㅇ 농업세류: 농업세, 목축업세
1)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
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이하 ‘세법’으로 통칭≫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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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3%로 국세 부분이 30%, 지방세
부분이 3%이다. 그러나 경제특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에서는 15%의 우대세율이 적용
되기도 하고, 기타 연해 경제개방지구와 중부 및 서부지구에서는 업종에 따라 15~27%의
범위에서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08년1월1일부터 실시될 기업소득세법의 4가지 통일안이 2007년3월 중국 제10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통과됨으로서 중국의 내, 외자기업은 통일된 기업 소득세 법을
적용하며 적정하게 기업소득세의 비율을 낮추고 규정된 세금에서 공제방법과 표준 방법을
통일하며 세금특혜의 정책을 통일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실시될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은
3가지 종류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보통 세율은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0%,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있는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 15%의 특별세율을
실시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관련부문은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를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조례는 농업, 한경보호,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등 방면에서의 혜택 방법과 표준을 세부
적인 규정할 것이며 이 조례는 2008년 기업소득세법 실시 전에 공표될 예정이다.
소득세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제도는 2002년에 수정되었다. 2002년 이전의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는 세법에 근거하여 소득세의 산정도 회계상 이익을 약간 조정 (교
제비의 손금불산입․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적용되는 新회계규칙에 의한 회계상 이익은 세법상의 소득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新회계규칙에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계상, 자산평가손의 계상 등이
요구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충당금, 평가손이 세무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 산정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개별법에 따라 원가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가법의 채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세무상 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재고평가손은 '처분-판매 가능가액'이 장부가를 하회하고 동시에 '관할 세무국 인가를
받은 것'에 한하고 있다.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생산액 비례법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를 설정하지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잔존가액

않은 정액법

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

-감가상각연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감가상각연한: 건물, 구축물(20년), 열차․선박․기계․

경우는 그 수익기간. 사용 기한이 정해져

기타 생산설비(10년), 전자 설비․열 차․선박 이외의 있지 않는 경우는 10년 이상 기간
수송수단, 공구, 가구(5년)
 대손충당금 설정
'융자․리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일반 충당금(채권총액에 대해 경험
적인 대손발생률을 기준으로 계상한 충당금)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회계상 계상한 일반 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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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리스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은 세법 상 관할 세무국의 허가를 받아 매년 말
대부 잔고(은행간 콜론을 포함 하지 않음), 외상판매대금, 수취 수표 등의 영업채권의 잔고
에 대해 3% 이내에서 일반충당 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개별채권에 대한 충당은 '채권자 의
파산, 사망 등에 따라 그 재산으 로도 변제할 수 없는 것' 또는 '변제 기한 후 2년을 경과
해도 회수 불가능한 것' 등이 세무 상 손금 산입 가능한 충당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제비
교제비의 손금산입 제한은 다음과 같다.
ㅇ 공업제조, 재배, 양식, 상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
- 순매출액이 1천5백만위앤 이하인 경우
• 순매출액 × 0.5% = 손금산입한도
- 순매출액이 1천5백만위앤 이상인 경우
• 1천5백만위앤 × 0.5% + (순매출액-1천5백만위앤) × 0.3% = 손금산입한도
ㅇ 관광, 요식, 운수, 건축, 장치 설계, 컨설팅, 금융, 리스 및 기타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 업무총수입이 5백만위앤 이하인 경우
• 업무총수입 × 1% = 손금산입한도
- 업무순수입이 5백만위앤 이상인 경우
• 5백만위앤 × 1% + (총업무수입-5백만위앤) × 0.5% = 손금산입한도
단, 정식 영수증(發票)이 없는 것은 상기의 손금산입한도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배당금
중국내 투자한 회사로부터 취득한 배당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투자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점관리비
해외에 소재하는 본사등 관련기업에 대해 지불한 관리비는 합리적 배부기준을 제시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판매수익의 인식
판매수익은 상품의 인도시에 인식하게 되지만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기준의 적용이
장기도급공사, 대형기계의 장기도급제조에 관해서는 준행(準行)기준의 적용도 가능하다.
 외화환산차손익
외화채권․채무는 기말환율로 평가하며 발생한 차이는 재무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과세
소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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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이월: 세무상의 결손금의 이월기간은 5년이다. 단, 소급 이월 제도는 없다. 즉,
어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무 결손금을 소급 이월하여 과년도에 지불한 기업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소득세 우대정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은 33%(기업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율을 경감하여 아래
같이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업소득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만이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가 임의로 감면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 3%(기업소득세의 10%가 아님)에
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우대세율 적용은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국내자기업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현재(2006년11월)에 기업소득세의 우대세율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적용세율(15%)
ㅇ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측의 출자비율이 25% 이상의 기업)과 외국기업 (외국
기업의 출장소 등)
ㅇ 개방도시
- 베이하이(北海), 다롄(大連), 푸저우(福州), 옌윈항(連雲港), 난통(南通), 닝보(寧派),
칭다오(靑島), 친황다오(秦黃島),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원저우(溫州), 옌타이(煙台),
잔장(湛江), 하얼빈(哈爾濱), 장춘(長春), 충칭(重慶) 내의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ㅇ 연해경제개발구,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도시의 구시가지에 설립된 생산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기술집약형 또는 지식집약형인 경우, 외국인 투자액이 3,000만불을 초과
하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에너지, 교통,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인가를 취득한 경우
ㅇ 상해 포동신구의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관계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ㅇ 경제특구, 국무원이 지정한 외국은행의 지점 및 합자기업 등의 금융기관으로 등록
자본금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ㅇ 첨단기술개발구에 설립되어 첨단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
ㅇ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기업
ㅇ 기타
 적용세율(24%)
ㅇ 연해경제개방지구,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구시가지에 설립된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위의 15%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
ㅇ 국경 개방도시, 내륙지역의 성정부(省政府) 소재도시 및 장강(長江) 연해개방도시의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
ㅇ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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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우대조치
ㅇ 생산형기업
-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은 '二免三減(이익발생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세, 3년간 50% 감면) '이 적용 가능하다. 단, 석유, 천연가스, 유색
희색금속의 개발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할 세무국으로부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전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익발생연도란 누적하여 이익이 발생한 연도 즉 1차 연도, 2차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고 3차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1, 2차 연도의 결손금을 상계
하지 못하였다면 3차 연도는 이익발생연도가 아니며 4차 연도에 과거의 결손금을 상계
하고 비로소 누적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익발생연도는 4차 연도가 된다. 누적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기간이 개시되며 일단 감면기간이 개시하면 그 이후 연도에
결손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감면기간의 계산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년도에 소액
이익이 계상되고 그 후 손실이 계속되는 상태(결과적으로 세제 우대 기한이 종료됨)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ㅇ 수출형기업
- 기업의 제품생산액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二免三減' 후에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반감(半減)' 즉 50% 의 세액을 징수한다. 70% 이상의 수출 실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여유있게 80% 이상으로 수출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경제 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ㅇ 선진기술기업
- 관할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은 선진기술기업은, '二免三減' 적용후에도 여전히 선진 기술
기업인 경우 3년간 세율을 반감해서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는 경우(경제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ㅇ 경제특구의 서비스기업
-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투자가 5백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一免二減'이 적용된다.
ㅇ 금융기관
- 경제 특구와 국무원이 인가한 기타 장소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은행, 중외합자경영은행
으로 자본금(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一免二減'이 적용된다.
ㅇ 첨단기술기업
- 첨단산업개발구에 설립되는 첨단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二免
조치가 적용된다.
ㅇ 인프라 관련 기업
- 상해포동신구(上海浦東新區), 해남(海南)경제특구의 인프라 정비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五免五減’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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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투자
- 이익을 재투자분으로 돌리고 재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재투자후 5년 이상인 경우는
재투자에 관한 납부세액의 40%(수출형기업․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전액)를 환급
한다.
• 환급세액 = 재투자액 ÷ (1-당초 실제로 적용한 기업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의
총계)×당초 실제로 적용한 기업소득세율×환급율
- 한편, 우대조치 적용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연도 중에 개업하고 그 연도에 이익이 발생
하고 동시에 실제 생산․경영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익년도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당해연도는 납세)할 수 있다.
2) 증치세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의 특징은 '기본
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월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증치세율은 일반세율이 17%로 한국의 10% 보다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예) 기업 A → 1,000 → 기업 B → 1,200 → 기업 C
이 경우 기업 B는 구입시에 1,000×17% =170을 구입선인 A에 대해 증치세(매입증치세)로
지불한다. 다음으로 기업C에 판매할때는 1,200×17% = 204를 증치세(매출증치세)로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이 결과, 기업 B는 204를 수령하고 170을 지불했기 때문에
초과 수령한 부분(즉, 기업B의 부가가치: 판매이익 200에 관한 증치세율 17% 적용한 금액)
34를 납세하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는 환급이나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
자가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증치세의 징수방식은
국가기관의 징수기능을 일반인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증치세의 발행과 관리는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다. 즉 증치세
통하여

발행하여야

세금계산서는 세무국에서 인증한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산시스템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납세의무자는

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관할 세무국에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증치세
관리업무는 매우 복잡하므로 소규모의 납세의무자(연간매출액 유통업 180만위앤, 제조업
100만위앤 이하)에게 증치세 관리업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
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4% 및 6%라고 간주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율: 증치세의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ㅇ 17%: 기본세율
ㅇ 13%: 식량, 식용식물유, 수도수, 스팀, 냉기, 열수, 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
가스, 소비자용 석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업기기, 농업용
합성수지필름, 국무원이 정한 기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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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 재화 수출
ㅇ 수출환급과 공제방식
- 수출의 경우 증치세율은 0%이므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증치세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이 환급율을 증치세율보다는 낮게
적용하므로 실제 수출기업체는 해당제품의 증치세율(대개 17%)과 환급율(대개 13%)의
차이(4%= 17%-13%)만큼 부담을 안게 된다. 더구나 이 환급율을 국무원에서 결정
하므로 수출장려 또는 수출억제등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주 변경을 하고 있어
유의를 하여야 한다. 2006년 9월 15일부터 중국에 원부자재가 부족한 목재제품류와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면제품류에 대하여 환급율을 취소하거나(255품목), 하향
조정(1130품목) 및 상향조정(191품목)한 바 있다(재세2006 139호).
ㅇ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산시(山西), 안후이,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중부 6성의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중부지역 증치세 공제범위확대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關於中部地區擴大增値税抵扣範圍暫行辦法的通知)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장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원가가
기존에 비해 약 1/6~1/7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방법은 중부 6성지역 8대 시범업종에
종사하는 증치세 납세자의 당해연도 매출액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증치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 기증받거나 실물투자로 인한 고정자산 매입과 개조증축,
설치를 포함한 자체 제작 고정자산에 사용되는 매입 화물, 고정자산을 위해 지불된 운송비 등
매입세액의 경우 방법 5조에 의거해 증치세 공제혜택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금융리스방식을
통해 취득한 고정자산도 ‘국가 세무총국의 금융리스업무 징수회전문제에 관한 통지’(國家税
務總局關於融資租賃業務徵收流轉問題的通知)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방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실제 발생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교통운송영수증, 해관의 수입증치세납부서 등 합법적 공제증빙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된다.

단,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增値税暫行條例實施細則)의

고정자산

규정에 따라 납세인이 외부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부동산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이 규정한 고정자산은 사용기한을 1년 초과한 기계, 기기, 운송
도구와 생산, 경영관련 설비, 도구이며 단위당 가치가 2000위앤 이상이고, 사용기한을 2년
초과한 생산, 경영 등 주요 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다.
중부 6성 증치세 공제대상지역 및 8대 업종
지역

지 역

적 용 업 종

산시

타이웬(太原), 다통(大同), 양천(陽泉), 창즈(長治)

· 장비제조업

안후이

허페이(合肥), 마안샨(馬鞍山), 벙부(蚌埠), 우후(芜湖), 준난(淮南)

· 석유화공업

쟝시

난창(南昌), 핑샹(萍鄕), 징더전(景德鎭), 지우쟝(九江)

허난

정저우(鄭州), 루오양(洛陽), 지아오주오(焦作), 핑딩샨(平顶山),
카이펑(開封)

후베이

우한(武漢), 황스(黄石), 샹판(襄樊), 슬옌(十堰)

후난

창샤(長沙), 주저우(株州), 샹탄(湘潭), 헝양(衡陽)

· 야금업
· 자동차제조업
· 농산품가공업
· 전력업
· 채굴업
· 하이테크산업

자료원: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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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공제대상 시범 업종 현황

시 범 업 종

시설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채굴업

전력업

하이테크산업

국민경제
업종분류코드
35

업 종 명 칭
통용 시설제조업

36
39

전용 시설제조업
전기기기 및 기재제조업

40
41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체
측정계량 및 문화사무용품제조업

376
371

항공항천기제조
철로운수 설비제조

379
25

교통기재 및 기타교통운수 설비제조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2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
28

화학섬유제조업
의약제조업

29

고무제조업

30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제조업

32
33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유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372
13

자동차제조업
부식품가공업

14
15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17
18

방직업
방직의류, 신발, 모자제조업

19
20

피혁, 모피, 깃털 및 해당제품업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짚제조업

21
22

가구제조업
제지 및 종이 제품업

42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06

석탄채굴업 및 세광업

08

흑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09
10

유색금속광석 선별채굴업
비금속광석 선별채굴업

11

기타광석 선별채굴업

4411

화력발전

4412

수력발전

4413
4419

핵발전
기타에너지 발전

4420
전력공급
- 과학기술부의 ‘국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 구하이테크 기업 인정 조건과 방법’
(國家高新技術産業開發區高新技術企業認定條件和辦法)과‘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
구외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과 방법 (國家高新技術 産業開發區外高 新技術企業
認定條件和辦法)’이 규정한 하이테크 기술 범위에 부합해야 함.
- 기타 인증조건으로는 성급과학기술위원회가 발급하는 하이테크 기업 증서를
취득하고 생산된 제품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에 관한 통지’
(科技部, 財政部、國家税務總局關於發布的通知)범위의 납세인에 속해야 함.
- 구체적인 납세인범위는 성급세무기관과 동급재정기관이 협의해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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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6월 19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率的通知)(財稅

2007년

90호)를

공식

발표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 없이 10여 일간의 대외 발표를 거친 후
바로 시행 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치로 해관이 수출화물통관단에 기입한 수출일 자가 7월 1일 이후인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번에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번에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며 환급취소 553개 품목, 인하
2268개 품목, 수출환급에서 수출면세 10개품목이다.
ㅇ 재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조정리스트에 따르면, 멸종위기 동식물과 식물,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비료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산품, 피혁, 일부 나무판과 일회용
목제품, 일반 용접튜브제품, 비합금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품과 구역을
나눈 선박, 비기동선박 등 687개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며 이외에도 2000여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가 5%, 9%, 11%로 하향조정됐으며, 대표 적으로는 식물유, 일부
화학품, 플라스틱재료, 고무, 가방, 기타 피혁 및 피혁제품, 제지품, 의류, 우산, 유리,
도자기, 진주, 보석, 귀금속이 해당된다.
ㅇ 품목별로는

일부

철강제품과

기타

저가금속과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5%로 낮아지고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판 등 공작기계
제품의

환급률은

11%로,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은 9%로 하향 조정된다.
ㅇ 가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1% 또는 9%로, 시계, 완구는 11%, 일부 목제품의 환급
률은 5%, 비스코스 섬유의 환급률도 5%로 하향조정되며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땅콩, 유화, 조식판, 인화세표, 우표 등 기존 수출
증치세환급이 적용되던 11개 제품은 이번조치로 면세로 전환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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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리스트

연번

품 목

1

식물유

2

일부 화학품

3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천연고무 및 그 제품
가방, 트렁크

4
기타 피혁모피제품
5

종이제품

6

복장

7

신발, 모자, 우산, 깃털제품 등

8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

조정 내용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
또는 9%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일부 철강제품(석유 선도 파이프제외)
- 재정부, 세무총국 해양 공정구조물 수출 증치세 환급
9

시행에 관한 통지(財政 部 國家税務總局關於海洋工程
結構物增値税實行退税的通知)에 규정된 중국 내 판매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해양 공정 구조물은 기존의 환급률을 적용함.
기타 싼 금속 및 그 제품
10

- 취소되거나 이번에 수출 증치세 환급이 취소된 제품 및
알루미늄박,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 등 제외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반 등

11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
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수출증치세 환급률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

9%로 하향조정

꼭지, 납땜 기계 등
12

가구

13

시계, 장난감과 기타 잡다한 제품 등

14

일부 목제품

15

비스코스 섬유

수출증치세 환급률 9%
또는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중국-317

kotra 국가정보

3) 영업세
영업세란 서비스 제공(가공, 수리, 보수서비스는 제외),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판매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중 가공, 수리, 보수서비스가 제외되는 것은 이것이
증치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되고 양자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단, 건축업자의 경우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이지만 동시에 건축재료 구입시 지불할
증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증치세 발행과 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무역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품을 자기 계산하에 수입,
수출하면 증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무역대리업을 겸영하는 경우 무역대리업 자체는 영업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업종판단 및 분류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실무상으로는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增值税值行条列实施细细)≫ 제 6조에 증치세 과세
대상업자가 비과세용역을 겸영할 경우 과세대상과 비과세용역을 구분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무역중개 및 대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대상업자로서 세무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율
영업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수익자(수입을 획득한 회사)가 신고납세를 한다.
ㅇ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 판매: 5%
ㅇ 교통운수업, 건설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3%
ㅇ 금융보험업: 5%
ㅇ 오락업: 5~20% (이 범위내에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정부가 정한다.)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라도 중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는
대가를 지불한 자(중국거주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리납부한다. 단, 영업세 시행 초기에는
이 원천징수가 철저하지 못해 비거주자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시기가 몇 년간 계속
되었다. 그 후 1998년에<외국기업의 중국내 무형자산 양도에 따라 취득한 수입에 영업세를
과세하는

문제의

통지(國家稅務總局關

于外國企業向我

國轉讓無形資

産徵收營

業稅問

題的批復)>가 공포된 것을 계기로 무형자산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영업세
의 과세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다.
 무형자산 및 부동산
주의해야 할 것은 무형자산이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영업세이다. 중국에서 법인을 개설
하는 등 모기업(비거주자)이 중국의 신설 법인에 무형자산․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대가의 타당성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과 외화송금 허가 취득이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 영업세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업세는 위와 같이 5%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부담하는 세액이 고액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영업세의 납세가 필요 없는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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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업
오락업의 영업세는 20%로 매우 높지만 이 업계의 특징상 지역에 따라서는 세무국이 실제
영업수입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수증(세무국이 구입한 發票)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翌年度)의 영업세액이 결정되는 정액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점포에
따라서는 영수증 발행을 매우 꺼려하여 간이영수증(收据)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는 모두 영업세 과세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가세무국에서 규정한 정규의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收据 밖에 입수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비용을 처리할 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유의사항
1) 기업소득세 감면 우대조치와 관련 유의사항
투자 초년도에 회계처리상 손실이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세무관리의 지식이 미흡
하거나 소홀하여, 세무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간이영수증(收椐)으로 비용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대료, 전기료, 용수료등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최근에는
인건비 중 노동계약이 없거나 보험가입이 안된 거액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초기연도의 회계처리상 거액이 손실로 계상
되어 아직 감면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4, 5년경과 후에 세무국의
세무 조사시 초연도의 세무 관리를 집중 조사받게 되는 바, 초기의 부실한 증빙으로 손금을
부인당하는 금액이 회계처리상 손실 계상한 금액보다 커서 세무상으로는 흑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세와 가산금, 벌과금의 추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철저한 증빙관리가 필요하다.
2) 증치세 관련 유의사항
 고정자산관련 증치세
한국과 달리 고정자산 구입시에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매출증치세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고정 자산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므로 대규모의 고정자산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유의를 하여야 한다. (장려산업으로서 투자총액범위내의 특정요건을 갖춘 수입설비와 중국
산 설비의 경우에 면제 또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헤이룽쟝성(黑龍江省), 지린성 (吉林
省), 냐오닝성(遙寧省)등 동북3성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 고정자산 증치세의 공제를 시범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공무역과 수출환급
중국에서의 가공무역은 가공 후 재수출을 전제로 하여 원부자재 수입시의 관세, 증치세를
면세하고 수출을 완료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무역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여 관세,
증치세(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므로 수입증치세라고도 함)를 납부하고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무역방식은 일반무역이라고 하며, 재수출의 의무가 없고 사후관리도 받지 않는다.
또한 가공무역은 다시 내료가공방식과 진료가공방식으로 대별된다.

중국-319

kotra 국가정보
- 내료가공(來料加工): 한국등 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비만 수취하는 단순임가공방식으로서, 제공된 원부자재는 해외업체의
소유이다. 또한 증치세법상 면세업자로 간주한다.
- 진료가공(進料加工): 수출을 전제로 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 증치세의 면세는 내료가공과 동일하나 원부자재는
현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이다. 또한 증치세법상 과세업자이다.
최근의 가공무역 금지조치(상무부 2006.11.1 발표)는 수출환급을 취소한 품목을 위주로
이러한 면세혜택을 받는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일반무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수출환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세무국과 세관에 수출환급 대상 납세
의무자로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첫 수출개시후 12개월간은 관리기간으로서 관리하며
13개월 수출 실적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매입증치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출액에 증치세율과 환급율의 차이를 곱한
금액이 매입증치세액보다 클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도 증치세를 납부
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내료가공방식에서 진료가공방식으로 전환하는 초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한국등 해외에서 면세로 수입하므로 수입증치세와 중국내에서의
매입증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좋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하고도 오히려 증치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부자재의 공급처를 중국내로 일정부분 전환
하여 매입증치세를 충분히 확보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과실송금
1) 과실송금 관련 규정 및 절차
과실송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실송금 관련 법률 법규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윤
분배 절차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과실 송금 관련 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193호 領에 의하여 반포, 1997년 1월
14일 수정
ㅇ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규정(结汇, 售汇及付汇管理规定)≫
- 1996년7월1일 시행
ㅇ ≪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 배당금, 이익 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关于外汇指定银行护理利润, 股息, 红利等汇出有关关关的通知)≫
- 외환관리국{1998}29호, 1998년 9월 22 반포
ㅇ ≪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 배당금, 이익 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关于外汇指定银行护理利润, 红利等汇出有关关关的通知股息)≫ 수정에 대한 통지
- 외환관리국{1999}308호, 1999년 9월14일 반포
ㅇ ≪비 무역 및 일부 자본 계정 하의 환지불에 대하여 세무증빙 제시 관련 규정(关于非
贸易及部分遗本项目项下售付汇提交税职凭证有关关关的通知)≫
- 외환 관리국 발{1999}372호, 1999년 10월 18일 반포
ㅇ 국가 외환관리국이 ≪非무역환 지불 및 경내주민 개인 외환 수지 관리 조작 규정({非
贸易售付汇及境内居民个人外汇收支管理操作规程)≫(시행)에 관한 통지
- 외환관리국 2002년3월1일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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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이윤 분배 절차
순서

절차

비고

1

각종 세금 납부

2

각종 배상금,위약금, 체납금,벌금 지불

3

전 회계연도의 결손 처리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약정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전 회계연도 결손처리 기한: 최장 5년

비축자금, 기업 발전 기금, 직원 장려
1)
및 복리 기금 인출
5
이윤 분배
출자 비례 혹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배
1) 비축 자금은 주로 기업의 결손을 메우고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어 기업의 경영
4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 발전 기금은 주로 고정자산·유동자산 증가, 신제품
연구 개발, 직원 교육을 위해 쓰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원장려
및 복리기금은 직원 장려금, 직원을 위한 단체 복지시설 건설, 직원 의료비, 생활
보조비 등의 지출에 쓰여 직원의 복리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합자 투자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의 비축 기금 지출비율은 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비축 자금의 지출 비율은 납세 후 순 이윤의 10%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누계 지출금액이
등록 자본금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합자 투자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의 발전기금의 지출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
발전기금 및 직원장려 복지기금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부적으로 이윤 분배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분배 받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과실송금 절차
순서
1
2

절차
과실 발생 연도의 회사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회사이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3

회사소재지 세무국에 납세 증명 및 세무
신고서 신청

4

상기서류를 지정된 외환송금 은행에 제출

5

은행의 제출 서류 심사

6

송금

비고

세금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현지 세무국에서 발행한 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서류 제출
외환 등기증과 납세 증명서에 은행 도장
날인

과실 송금 시 은행에 제출서류

1
2
3
4
5

제출서류
과실송금 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외환등기 증
이사회의 과실분배 결의서
험자보고서
회사 이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6

납세 증명서

7

세무 신고서

비고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야 함.
세금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
은 현지 세무국에서 발행한 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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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송금 시 유의사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 자본금을 납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단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 자본금을 납부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래 투자 허가 기관에서 허가를 얻은 다음 지정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된 등록 자본금 비율을 기준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주식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발생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때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중국은 해외발행 주식 수입의 중국 내 송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납세
후의 이윤은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년 1차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매월 첫째 주에 외환관리국에‘전 달에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윤’을 보고 해야
한다. 과실 송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추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환관리국이 추가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국이 추가 검사 시 은행에서 보고한
송금 금액이 실제 송금 금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추가 검사 중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거짓 과실송금 행위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2면3감(2免 3減)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면
3감(2免 3減) 정책이란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투자생산형 기업에게 기업 이윤
발생 후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음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는
소득세의 50%만 납부받는 정책이다.
그러나 과실송금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경영 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게 되면
기업은 청산 시 과거에 받은 세제 혜택 금액을 모두 세무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투자한 현지 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윤으로 같은 현지 법인이나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경영했을 경우,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 에게
재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세 40%를 환급해 준다.
또한 수출형 기업이나 하이테크 기 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윤으로 다시 기업 자체에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경영하거나, 기업이 제 3의 수출형 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에 재투자
하여 5년 이상 경영하면, 재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세 100%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투자한 현지 법 인에서 얻은 이윤으로 동 법인의 다른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구입하였으나 기업의 등록 자본금과 총 자본금 규모를 확대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투자에 대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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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대출) 등
1) 중국에서의 대출
중국에서의 대출은‘외채 대출’과‘국내외화 대출’및‘국내위안화 대출’로 구별된다. ≪외채관리
잠정행방법(外債管理暫行弁法)≫ 제2조에 따라, 외채 대출이란 중국 내 기업이 중국 비주민
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채무를 말하며, 차입 전에는 반드시 외환
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국내외화 대출은 중국에 소재한 은행이 중국 내 법인에 대출 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04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외국계 은행이 취급 하는 외화 대출도
국내 외화 대출로 간주되어 외채 등기가 불필요하다.
2) 대출 방법
중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습인데 현
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만 제공하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 하기 쉬우나, 기업의 신용 상태와 수익 전망 등을 감안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은 기업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은행업 감독 관리위원회의 상업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 지침에 따른 각 은행 자체의 대출 심사 기준에 의해 대개 감정가
액의 50~70% 이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
다음으로, 본사의 보증, Stand-by L/C 개설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사 보증이라면
본사의 보증 한도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증설하는 등 시설 자금을
위한 대출이라면 본사의 보증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
이라면 본사가 먼저 보증을 서고, 나중에 현지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세 번째로 수출입 금융을 활용하여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수출입
금융 여신 한도를 부여 받은 후, 그 한도 내에서 수출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L/C를 개설
했을 경우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매출 대금으로 받은 은행 인수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저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 부동산 취득은 국내 송금액 기준 미화 100만 달러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다. 예컨대 취득가액이 미화 200만 달러인 주택을 국내 송금 100만 달러와 현지
대출 100만 달러로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대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대출까지 1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은행에 따라 승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은행별 대출현황 비교
구분

한국계 은행
대기업인 경우 일부 신용부 가능

신용대출

중소기업은 대부모회사 보증부로
취급

담보대출

중국계 은행
일부 한국계 대기업에 Global Credit Line,
본사 보증부, 현지 신용부 여신 제공
일반 중소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취급이 거의 없음

실적이 우수하거나 우수매출처를 확보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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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기타 서류

-차입신청서

-설비대인 경우:

(대출금액,자금용도,기간 등 기입)

설비명세서, 구매계약서, Invoice 등

-영업허가증, 투자허가증서, 정관

-신설법인 혹은 설비대인 경우: 사업 계획서,

-최근 자산검사(驗資)보고서

필요한 경우 매출 채권, 매입 채무명세, 여신

-대출카드(인민은행 발급)

신청과 관계 있는 수주 계약서, 기업 소개

-기업 번호증(代碼證)

자료 등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이력서
-차입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과거 회계감사 보고서
-당해 년도 최근 월 B/S, I/S
-신용조사자료(은행양식)
3) 대출 시 유의사항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외화 대출은 원재료 수입이나 설비 수입의 결재 자금 용도와 같은
경상 항목 지출과 대출 상환 및 승인을 득한 자본 항목 지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민폐로
사용 하기 위해 환전할 수 없다. 즉 인민폐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 대출, 인민폐
대출을 위한 외화 담보(예: Stand-by L/C)등은 중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가 한국에 모회사가 없는 신설 법인이라면, 사업 실적을 증명
하기 어렵고, 면세 설비 담보의 경우도 실제로 담보 가치가 없어서(면세 설비의 담보
제공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 5년 동안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 현지 대출이
쉽지 않다.
중국 투자 법인이 대출 거래를 조금이라도 쉽게 진행하려면 재무 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 좋다. 많은 현지 법인들이 한국 모기업간의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해 현지에는 이익을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열악하게 되므로 자체 신용으로 현지 차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중국 현지 여신 및 수신 금리표
인민폐

미화

수신

여신
구분

수신

구분

금리

보통예금

0.81

단기

정기예금 3개월

2.88

단기

6개월~
7.29
1년 이하

정기
예금

정기예금 6개월

3.42

중장기

1년~
7.47
3년 이하

정기
예금

6개월
이하

금리

구분

6.48

보통예금

여신
금리

구분

금리

Libor +
1.0~1.5%
(NEGO가능)
Libor +
7일
중장기(1년~
1.3750
1.5~2.9%
통지
10년 이하)
(NEGO가능)
1.1500

단기
(1년 이하)

1개월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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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1년

3.87

중장기

정기예금

2년

4.50

중장기

정기예금

3년

5.22

정기예금

5년

5.76

정기적금

1년

2.88

정기적금

3년

3.42

정기적금

5년

3.87

약정예금

1.53

통지예금

1일

1.17

통지예금

7일

1.71

3년~
7.65
5년 이하

정기
3개월 2.7500
예금
정기
5년 초과 7.83
6개월 2.8750
예금
정기
1년 3.0000
예금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 참조
1. 3백만불 이상 예금은 금리 NEGO 가능
2. 외화여신금리는 은행별 자율 결정
3. LIBOR 금리(2006년 11월 23일 현재)
1개월 5.302740
3개월 5.369380
6개월 5.348130

주 1) 2006. 11월 기준, 수시로 변동하므로, 거래 시마다 확인 필요
주 2) 인민폐 금리는 중국공상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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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환관리
*

중국은 1996년 12월부터 IMF 8조국 으로 이행함에 따라 경상 거래에 관한 지급 제한을
대부분 폐지하고 자유 태환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증권 투자는 제한하는 등
*:

자본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자본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 8조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수락한 IMF가맹국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1988년 11월에 8조국으로
이행되었다. IMF 8조국은 198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하여 모두 66 개국이다.
IMF 8조국에는 미국, 일본 등 20개 선진국, 중동 9개 산유국, 동남아 개도국 3개국과
중남미 5개 신흥 공업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외환 관리 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실수요 원칙에 따르는 외환 집중제’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출입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별도로 허가받은 보유 한도액 외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야 한다. 최근 외환 보유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환
유입을 통제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장려하고 개인 송금 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외환의 해외 유출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외화계좌 관리
기업의 외화계좌는 거래 유형에 따라 크게 ▶경상 외화계좌(경상 항목 관련 대금 입금 및
지급용 구좌)와 ▶자본 외화계좌(외자기업의 자본금 입금 및 자본/경상 관련 지급용
구좌)로 구분되며, 자금 원천 및 용도에 따라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외화계좌를 개설 할
때에는 반드시 외환 관리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외국 기업의 연락 사무소나
중국 기업은 외화 현찰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자본금계좌와 경상항목계좌
구분

자본금계좌

법인설립
용도 등록자본금
입금

입금

지급

외자기업
자본금 입금

-

경상항목계좌
경상항목 관련
자금의 입금과
지급

경상항목
외화입금

경상항목외화지출
자본항목외화지출
(외환관리국사전허가)
인민폐 계좌로의 이체

驗資보고서 작성
특징 근거 (입금 사항
회계법인에 통보)

-

계좌 잔액
한도 유의
-

사용의 제한
외화계좌 개설 시 외환관리국의 승인 필요
(경상항목 재개설시 불요)
동일인 명의의 경상항목 계좌 간 이체는 가능
자본금 계좌에서 경상항목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
자본항목의 대외지급은 승인 필수
외화 계좌 개설 시 외환 관리국의 승인 필요
(경상항목 재개설시 불요)
동일인 명의의 경상항목 계좌 간 이체는 가능
자본금 계좌에서 경상항목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
자본항목의 대외지급은 승인 필수
외화계좌 개설 시 외환관리국의 승인 필요
(경상항목 재개설시 불요)
동일인 명의의 경상항목 계좌 간 이체는 가능
자본금 계좌에서 경상항목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
자본항목의 대외지급은 승인 필수
외화계좌 개설 시 외환관리국의 승인 필요
(경상항목 재개설시 불요)
동일인 명의의 경상항목 계좌간 이체는 가능
자본금 계좌에서 경상항목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
자본항목의 대외지급은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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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국외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 전신환(T/T)및 여행자 수표는 환전하거나 외화
송금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나 입국 시 휴대한 외화 현찰은 외화 현찰 예금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며 여타 계좌로의 전환은 금지되어 있다. 즉 외화 현찰 예금계좌와 외화 송금
예금계좌는 국내 계좌간의 이체 및 결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기업의 경상거래 외환관리
수출입 기업(외국인 투자기업 포함)이 경상거래로 수취한 외환 수입은 별도로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매각 또는 예치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은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 경상거래용 외화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국내기업의 경상항목 외환수입 보유 완화에 관한 통지(國家外匯管理
局關於放寬境內機構保留經常項目外匯收入有關問題的通知)(匯發[2006]58號)≫규정에

의해

중국 내 기업의 경상거래 외환예금계좌 외화유보비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1) 국내
기업 전년도 경상거래 외화지출이 경상거래 외화수입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하인 경우, 경상거래 외환예금계좌 외화 유보비율은 전년도 경상거래 외화수입의 30%
로부터 50%로 조정한다. (2) 국내 기업 전년도 경상거래 외화지출이 경상거래 외화수 입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경상거래 외환예금계좌 외화 유보비율은
전년도 경상거래 외화수입의 50%로부터 80%로 조정한다. (3) 신규로 경상거래 외환 예금
계좌를 개설한 국내기업에 대해, 만일 전년도에 경상거래 외화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개설 경상거래 외환예금계좌의 최초 한도액은 종전의 미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조정한다. (4) 생략. (5) 실제적인 경영 필요성이 있는 수출입 및 생산형 기업에 대해, 각
외환관리분국의 인허가를 득하여 자체 외화 수입의 100%를 기준으로 경상거래 외환
예금계좌의 한도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상항목 외환
예금액 조정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國家外匯管理局 關於調 整經常項目外匯賬戶限額 管理辦
法的通知)(匯發[2005]7號)≫에 따라 집행한다. 또한 한도 초과분은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
환 은행에 매각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기업이 수출 대금의 해외 은닉이나 허위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대금을 결제받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허위 또는 과다한
수입 결제를 통한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대금 결제가 완료되면 외환관리국이
나중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특히 수입 계약 금액의 15% 이상 또는 계약 금액의
15%를 넘거나 10만 달러 미만인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때는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사전
신고한 후 지급 결제토록 하고 있다.
3) 개인에 대한 외환관리
기업과는 별도로 개인의 경상 외화수입은 그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거나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인출을 하거나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본
수입은 외환관리국의 승인 없이는 인출이나 환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화 수입관리
국외로부터 송금된 개인의 경상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외환관
리국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야 인출 또는 인민폐로의 환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개인의 경상 수입은 특허, 저작권의 대가, 원고료, 자문료, 보험금, 투자 이윤, 배당, 연금,
퇴직금, 종업원 급여, 유산 상속, 친족 송금, 증여, 기타 경상 수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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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송금된 자본수입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국가
외환관리국 지점의 심사를,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외환 관리국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화 지급관리
중국 정부는 외화의 해외 송금 및 반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ㅇ 국내 주민: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정착하는
외국인(무국적 포함) 및 중국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을 가리 킨다.
ㅇ 경상항목 외화환전: (1) 실제 출국에 의한 외화 환전인 경우, 출국 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에 5,000달러, 출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위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외환
관리국 본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실체 출국에 의하지 않은 외화 환전의 경우,
5,000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5,000~10,000달러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자체비용에 의한 유학의 경우, 학비는 입학
통지서 또는 비용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 부문은 외국환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비는 일인당 연간 2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국내주민 경상항목 외화예금계좌 해외 송금: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10,000~50,000달러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5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본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국내주민 경상항목 외화현찰예금계좌 해외 송금: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2,000~10,000달러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비주민 외화예금계좌 및 외환현찰예금계좌 해외 송금: 외국환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국내주민 자본항목 외화 지급: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국 본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외화 휴대 출입국관리
개인 출입국 시 외화 휴대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ㅇ 국내 주민 개인이 2,000~4,000달러의 외화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외
국환은행에서 ‘외화 휴대 출국 허가증(携帶外匯出境許可證)’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328

kotra 국가정보
ㅇ 국내주민 개인이 4,000~10,000불의 외화를 현찰로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외화휴대출국허가증’을 취득한 후 소재지의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에서 승 인
인감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외국환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인감이 날인된 ‘외화
휴대출국허가증’에 의해 외화 휴대 출국을 허가한다.
ㅇ 국내주민 개인이 10,000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에 신청하고 당해 지점에서 심사를 한 후 외국환은행에 승인
서류를 발급한다. 외국환은행은 이에 따라 ‘외화 휴대 출국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
청인은 다시 이에 관해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인감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외국환
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의 인감이 날인된‘외화휴대출국허가증’에 의해 외화 휴대
출국을 허가한다.
4) 외환 거래은행의 선택
중국은 계좌 개설에 따른 제한 사항이 많아 계좌 변경 시 행정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거래은행 선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정책 변동 등으로 인해 은행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은행을 다변화하여 리스크의 분산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07.1.5자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07.2.1부터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중국 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단위로 총액 관리하되, 그 금액을 US＄5만 상당으로 제한하였다. 동
세칙의 주요내용은 개인계좌에서의 외화의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이하는 현재와
같이

제한없이

환전이

가능하나,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이 가능하다.
중국 내 외국인의 경우 경상항목하에서 비경영성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건별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은행에서 해당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료지급: 주택관리부문의 등기된 주택임차 계약서,
영수증, 혹은 지불통지문 (2) 생활소비지출: 계약서 혹은 영수증 (3) 의료진찰, 학습 등
지출: 중국내 병원이나 학교의 수납증명 (4) 기타: 관련증명이나 납부 증명
한편, 중국 내 외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 합법적인 인민폐수입으로 인한 외화구입이나
사용을 완료하지 못한 인민폐의 외화환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중국내에서
취득한 경상 항목하에서의 합법적 인민폐소득일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거래금액
관련 증명자료 (세무증명포함)를 지참해 외화구입 (2) 종전 인민폐로 환전한후 미사용한
인민폐잔액의 외화 환전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인민폐환전당시의 환전증명(그러나,
당일의 환전금액이 US＄500 상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해 처리가능)
중국내 개인이 외화를 국외송금해 경상항목 지출용도로 사용할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외화저축계좌내에서 외화를 국외송금하는 금액의 당일 합계금액이 US＄5만
상당을 초과 하지 않을경우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서 처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에는 경상항목의 거래액의 관련 증명자료를 근거로 처리되며 외환관리
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 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해 그 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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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세칙에는 경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환저축계좌에 외화현찰을 입금할 때 그
금액이 당일 US＄5000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해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당일 외화인출 금액이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해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에 동 내용을 작성, 신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 한을 제출해야 한다.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업
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 업자 및 개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 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이 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 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전의 경우에는 대리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혹은 협의서, 대리 회사의 수출화물보관단을 증빙근거로 해 처리
한다.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1978 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는 2001 년 12 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으로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2006 년 경제규모(GDP) 20 조 9,407 억 위앤로 전년대비 10.7%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제 1 차 산업 2 조 4,700 억 위앤(5.0% 증가), 제 2 차 산업 10 조 2,004 억
위앤(12.5% 증가), 제 3 차 산업 8 조 2,703 억 위앤(10.3% 증가)의 실적을 보였다. 산업별
비중은 제 1 차 산업(11.8%), 제 2 차 산업(48.7%), 제 3 차 산업(39.5%)로 제 3 차 산업이 약
40%선을 기록했다.
2002~2006 년 GDP 와 성장률
(단위 : 억 위앤,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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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1~3 분기 GDP
구분

절대치(억 위앤)

작년 동기대비 증가(%)

합계

166,043

11.5

1 차 산업

18,207

4.3

2 차 산업

83,478

13.5

3 차 산업

64,358

1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7 년 1~3 분기의 경제성장율은 11.5%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전체 경제성장율 역시
1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1995 년 이래 최고의 증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06 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 조 7,607 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 이 중 수출
9,691 억달러(27.2% 증가), 수입 7,916 억 달러(20.0%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액이 1,775 억
달러를 기록(전년보다 755 억 달러 증가) 했다.
2006 년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지표

절대치

전년대비 증가율(%)

17,607

23.8

9,691

27.2

일반무역

4,163

32.1

가공무역

5,104

22.5

기계전자제품

5,494

28.8

하이테크제품

2,815

29.0

국유기업

1,913

13.4

외국인투자기업

5,638

26.9

기타기업

2,139

43.6

7,916

20.0

일반무역

3,332

19.1

가공무역

3,215

17.3

기계전자제품

4,277

22.1

하이테크제품

2,473

25.1

국유기업

2,252

14.2

외국인투자기업

4,726

22.0

938

24.4

1,775

-

일반무역

831

-

가공무역

1,889

-

기타 무역

-945

-

수출입 총액(US$ 억)
수출액

수입액

기타기업
무역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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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국가 및 지역

수출액(US$ 억)

증가율(%)

수입액(US$ 억)

증가율(%)

2,035
1,820
1,554
916
713
445
207
158

24.9
26.6
24.8
9.1
28.8
26.8
25.3
19.8

592
903
108
1,157
895
898
871
176

21.8
22.7
-11.8
15.2
19.4
16.9
16.6
10.5

미국
EU
홍콩
일본
아세안
한국
대만
러시아

2002~2006 수출입 총액과 증가율

2007년 1~11월 중국 수출입 총액은 19,690.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
하였으며 이중 수출은 11,036.0억 달러로 26.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654.8억 달러로
20.5%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흑자는 2,38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2% 증가하였으며,
2006년 전체 1,775억 달러의 흑자 규모를 훨씬 초과하였다. 대규모의 무역 흑자로 향후
서방국가의 인민폐 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7년 1월~11월 중국 수출입 현황
1월~11월 누계액

구분

절대치(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

수출입총액

19,690.9

23.6

수출총액

11,036.0

26.1

수입총액

8,654.8

20.5

무역수지

2,381.2

52.2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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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는 2003년 1090달러로 사상 처음 1,000달러 시대에 진입했고 2004년에는
1,300달러 수준, 2005년 1,700달러, 2006년 2,000달러를 넘어서 소득 수준의 제고에 따른
소비 행태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전년보다
13.7% 증가한 7조 6,410억 위앤에 달했다. 지역별로 도시 5조 1,543억 위앤(14.3% 증가),
현급 이하 지역 2조 4,867억 위앤(12.6% 증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조
4,326억 위앤(13.7% 증가), 숙박 및 요식업 1조 345억 위앤(16.4%), 기타 업종 1,739억
위앤(2.3% 증가)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2002~2006 사회소비재소매총액과 증가율

도소매업 가운데서는 자동차류 소매판매액이 26.3% 증가했고 석유 및 관련 제품 36.2%,
문화사무용품 14.5%, 통신기자재류 22.0%, 가정용 전기 및 AV 기기 21.3%, 식품, 음료,
연초주류 15.5%, 의류 19.2%, 화장품 18.6%, 금은보석류 28.5%의 소매판매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2007년 1월~10월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2,090.0억 위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은 60,657.5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 숙박 및
요식업은 10,030.6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현,
현 이하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각각 48,928.9억 위앤, 7,958.2억 위앤, 15,202.9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각각 16.0%, 16.5%, 14.4% 증가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2007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8조 600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3%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을 보면 주로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고급 가전, 금은 보석류, 화장품 등
고가, 고급 제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 1-10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구 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전체
시
지역별
현
현 이하
도소매업
업종별
숙박 요식업
기타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1-10월 누계
72,090.0
48,928.9
7,958.2
15,202.9
60,657.5
10,030.6
1,401.9

전년 동기대비 증감(%)
16.1
16.0
16.5
14.4
16.0
18.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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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성시별 수입시장 크기를 기준으로 한(수입) 시장 규모는 전체 7,917억 9,400만
달러 가운데 광동성이 2,364억 2,800만 달러로 29.9%를 차지하며 가장 크다. 이어 강소성,
상해, 절강성, 산동성이 각각 17.2%, 14.2%, 6.6%, 6.4%의 비중을 보이며 2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 5대 수입 성의 비중은 74.3%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성시별 수입시장 규모
(단위: US$ 백만, %)
2005
순위

2006

2007.1 월~10 월

성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0,222

17.7

791,794

19.9

773,193

19.7

1

Guangdong(廣東省)

198,461

16

236,428

19.1

225,240

17.6

2

Jiangsu(江蘇省)

113,735

24.5

136,072

19.6

134,645

21.7

3

Shanghai(上海)

94,857

8.9

112,743

18.9

111,106

21.5

4

Zhejiang(浙江省)

42,272

26.2

52,466

24.1

50,647

16.2

5

Shandong(山東省)

41,464

28.6

50,322

21.4

49,984

19.5

6

Beijing(北京)

35,342

19

45,720

29.4

42,284

12.7

7

Tianjin(天津)

28,682

26.1

34,661

20.8

30,525

8.0

8

Liaoning(遼寧省)

22,370

10

24,016

7.4

23,481

19.8

9

Fujian(福建省)

20,834

7.5

23,171

11.2

21,160

10.7

10

Hebei(河北省)

7,287

30.9

8,273

13.5

9,603

39.2

11

Heilongjiang(黑龍江省)

4,680

35.4

7,060

50.9

6,774

14.4

12

Anhui(安徽省)

4,178

21.7

5,647

35.2

5,848

27.9

13

JiIin(吉林省)

4,508

-13.8

5,584

23.9

5,830

22.0

14

Hubei(湖北省)

5,788

34.3

6,189

6.9

5,826

10.9

15

Sichuan(四川省)

3,588

12.1

4,993

39.2

5,113

23.1

16

Shanxi(山西省)

2,844

53.2

3,146

10.6

4,504

85.0

17

Inner Mongolia(內蒙古自治區)

3,019

21.5

3,491

15.6

4,225

50.3

18

Guangxi(廣西壯族自治區)

2,891

14.9

3,777

30.6

4,158

40.8

19

Henan(河南省)

3,460

18.8

3,781

9.3

4,134

36.6

20

Hainan(海南省)

1,207

-41.8

2,298

90.4

2,899

28.5

21

Jiangxi(江西省)

2,304

4.2

3,292

42.9

3,903

54.4

22

Xinjiang(新疆緯吾爾自治區)

3,296

6.2

3,202

-2.8

3,815

35.7

23

Yunnan(云南省)

2,606

51.8

3,293

26.3

3,690

31.3

24

Gansu(甘肅省)

1,818

91.7

2,800

54.0

3,393

65.3

25

Hunan(湖南省)

3,103

5.5

2,796

-9.9

2,899

28.5

26

Shanxi(陝西省)

2,309

19.5

2,530

9.6

2,377

14.6

27

Chongqing(重慶)

1,836

0.9

2,218

20.8

2,265

23.1

28

Guizhou(貴州省)

901

-18.2

860

-4.6

874

25.7

29

Ningxia(寧夏回族自治區)

373

-5.2

518

38.7

485

12.4

30

Qinghai(靑海省)

182

-2.3

426

134.4

345

0.1

31

Tibet(西藏自治區(티벳)

24

-48.2

22

-11.2

21

36.7

자료원 : 중국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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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특성


世界의 工場(World Factory)

ㅇ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유치 개도국으로 등장한 이후 2002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유치국 부상했고, 200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하였다.
- 2007년

1월 말까지

승인된 외국인투자기업은

59만 7797건이며

실행

기준으로

6,970.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7년 1월~11월 누계기준, 34419개 기업이 새롭게
비준을 받았으며,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616.7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66%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량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7.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투자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리스트의 지속적인 발표, 반독점법 실시, 기업소득세
통일화 방안, 신노동계약법 실시 등의 새로운 정책 변화와 노동력 부족현상, 환경 보호
강화 등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있다.
- 특히 2007년 11월 7일 발표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低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산업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자유치에서 과거와는 달리 ‘양’
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금유치’ 위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유치하는 방향
으로 외자 유치 방향을 전환하였다.
ㅇ 2007년 1월~10월 중국 수출액은 9조 8584억 달러로 이 중 외자기업의 수출은 5조
6012억 달러를 전체 수출 비중의 56.82%를 차지하고 있다.
ㅇ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연구개발 기지로 발전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2005년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R&D센터 개설
후보지에서 중국이 1위에 올랐다.
- 외국기업들이 설립한 중국 내 R&D센터가 750개에 이르러 2002년 252개에서 4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 중국이 세계의 R&D 거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힘은 값싸고
풍부한 고급 인력이며, 중국은 매년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100만 명, 석·박사를 19만
명씩 배출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에서 돌아오는 인재도 해마다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ㅇ 커지는 M&A 시장
-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협의에 따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외국의 자본은 과거 직접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히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6년 외국기업이 M&A 방식으로 투자한 금액은 50억 달러 미만으로 전체 외상
투자의 2.5%에 정도이지만 그 비중은 갈수록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06년 중국 전체 M&A 시장 규모는 1038억 달러였으며, 2007년에는 1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 기업들도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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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의 市場(World Market)
ㅇ 세계 최대의 成長 潛在力 보유
- 2007년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11.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
이래 최고의 증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3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를
하였다.
- 수입시장 규모는 2005년 6,601.2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7,91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 1월~10월 누계 기준 77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를 보였다.
ㅇ 커지는 중국 소비 시장
- 2006년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조 6410억 위앤으로 2005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2007년 1월~10월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72,090.0억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갈수록 고급화, 고가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 증가폭이 큰 제품으로는 자동차, 고급가전, 주택, 정보통신기기, 화장품,
금은 보석류 제품이 많다. 중국은 2015년을 전후 세계1위의 사치품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치품 구매 능력 인구는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
- 중국의 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브랜드 제품, 개성화된 제품을 선호 구매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 외자기업 및 중국 대기업의 고급품 출시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과 중국시장에
신제품을 동시 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ㅇ 製品壽命週期가 짧은 신제품형 시장
-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홍수, 소비자의 誇示的 심리, 외국인투자기업 급증 등
으로 전기전자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수명주기는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개성화, 패션화, 고급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커져가는 소비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이기는 시기가 되었다.


轉換期의 經濟(Transitional System)

ㅇ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混合型 經濟體制
- WTO 가입 이후 가격자율화 확대, 민영기업 증가 등 시장경제요소 확대로 국제경제
시스템에의 적응력 제고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른바 '中國式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표방, 서구식 자본주의와는 달리 아직
까지 정부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운용하고 있다.
ㅇ 私營經濟 역할의 급속한 확대
- 민영기업 수가 해마다 20∼30%씩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무역업체, 도소매,
음식업 등으로 업종의 다원화 추세에 있다.
- 민영기업에 대한 수출입권 부여 확대조치로 대외경쟁력 급속 확대 추세, 중국 대외
무역 수출입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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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금액 증가 추이(억 달러)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금액(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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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ㅇ 기업 저우추취(走出去 - 海外進出) 활발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동부와 남부 연해지역의 가전, 방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노동력 원가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로 동남아 및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추세에 있다.
- 자국 생산품을 해외시장에 내놓는 Made in China의 단계를 넘어 해외생산에 따른
Made by China의 단계로 이동하면서 당당히 세계 시장과 어깨를 같이 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한국에

대한

투자로는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한중국제산업단지에

중국내

6대

민영기업인 중국 광하집단과 중경시 국영기업인 중경시지산집단 등이 총 7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 2월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 2002년 이래 중국 정부는 경외투자 촉진 및 서비스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중국의 대외투자 기업수는 3만여개에 이르며 전세계 16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대외 투자에서도 생산설비 투자, 기업인수합병, 주식교환, 해외상장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2006년 말 누계 기준, 대외직접투자금액(FDI)DMS 750억 달러로 2002년 대비 3.3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 한 해에만 176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ㅇ 知財權 보호가 미흡한 복제품 시장
- WTO 가입 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기업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향후,
중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기업 지재권 보호문제는 반덤핑 등과 함께 주요 통상
현안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市場 與件 : 機會와 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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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機會 요인
ㅇ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機會
-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진출 공간의 지속적 확대
- WTO 개방 일정에 따른 유통, 통신, 금융, 기타 서비스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점진적 철폐
- 현지투자 시 중국의 상대적인 저(低)코스트 구조로 인해 한국 내 고(高)코스트 요인
경감 효과
ㅇ 世界의 市場으로서의 機會
-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내수소비 활성화 정책 지속으로 시장규모 확대
- 소득증대로 인한 개인 소비자 구매력 제고
- 서부대개발, 西氣東輸 등 초대형 인프라 확충사업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 국책 프로젝트 추진으로 신규 시장수요 확대
- IT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 급속 확대
*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CDMA 휴대폰, TFT-LCD 모니터 등 고가 상품
소비수요 폭증
2) 挑戰 요인
ㅇ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挑戰
-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과의 경쟁 격화
- 외국기업의 중국현지 생산체제 확대로 단순 수출에 의한 진출은 가격경쟁력 부족
- 산업구조 조정 대상지역으로서의 기회를 넘어 한국의 산업공동화 초래 요인으로 등장
가능성
ㅇ 世界의 市場으로서의 挑戰
- 고질적인 상품 공급과잉 구조 하에서 각국 상품의 중국시장 밀집 현상으로 시장경쟁
첨예화
- 경쟁심화 양상은 매출 확대 추세에도 불구, 영업이윤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로 연결
- WTO 가입 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활용한 공격적
통상정책 강화 추세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외환관리국, 통계국 등 2007년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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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ㅇ 정보획득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이 증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품광고, Offer와
카탈로그 게시, 인터넷상에서 전시회 등을 함으로 획기적인 비용으로 쉽고 빠른
시간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
나. 인터넷을 활용한 발굴
ㅇ kotra중국지역본부홈페이지(www.kotrachina.org)/중국상무부홈페이지(www.mofcom.gov.cn)
ㅇ 중국 각 지역 지방정부 홈페이지 /중국 관련 협회 홈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중국공업경제연합회
중국기업연합회
中國質量協會
중국포장연합회
중국상업연합회
中國物流與采購聯合會
중국매탄공업협회
중국기계공업연합회
중국강철공업협회
中國石油和化學工業協會
중국경공업연합회
中國石油和化工設備工業協會
중국방직공업협회
중국건축재료공업협회
중국유색금색공업협회
中國塑料加工工業協會
중국가전협회
중국물자재생협회
中國儀器儀表行業協會
中國機床工具工業協會
中國聚氨酯工業協會
中國罐頭工業協會
中國五金製品協會
중국세제용품공업협회
中國自行車協會
中國氯碱工業協會
중국농약공업협회
中國氮肥工業協會
中國磷肥工業協會
中國內火材料工業協會
中國水泥協會
中國建築玻璃与玻璃工業協會
中國日用玻璃協會
중국면방직공업협회
중국화학섬유공업협회
중국복장협회
中國塑料器械工業協會
中國食品和包裝器械工業協會
中國汽車流通協會
中國汽車工業協會
중국조명전기협회

공업 및 경제 현황
각종 기업활동
품질
포장공업
비즈니스 뉴스
물류
석탄공업
기계공업
철강
석유 및 화공
경공업
석유 및 화공설비
방직고업
건축재료
유색금속
플라스틱 가공
가전
재생자원
계측기기
선반공구
폴리우레탄
통조림
금속류
세제용품
자전거
염화소다
농약공업
질소비료
인산비료
내화재료
시멘트
유리공업
일상 유리
면방직
화학섬유
의류
플라스틱기계공업
식품 및 포장기계
자동차 유통
자동차 공업
조명전기

www.cfie.org.cn
www.cec-ceda.org.cn
www.caq.org.cn
www.cpta.org.cn
www.cgcc.org.cn
www.chinawuliu.com.cn
www.chinacoal.gov.cn
www.mei.gov.cn
www.chinaisa.org.cn
www.cpcia.org.cn
www.clii.com.cn
www.cpeia.org.cn
www.cntac.org.cn
www.chinabmb.com
www.atk.com.cn
www.cppia.com.cn
www.cheaa.org
www.crra.com.cn
www.cima.org.cn
www.cmtba.org.cn
www.pu.org.cn
www.topcanchina.org
www.chinahardware.org
www.cassdi.org
www.china-bicycle.com
www.ccaon.com
www.ccpia.org.cn
www.cnfia.com
www.chinanpk.com
www.china-refract.org
www.cncement.com.cn
www.glass.com.cn
www.cnagi.org.cn
www.tteb.cn
www.ccfa.com.cn
www.cnga.org.cn
www.cppmia.org.cn
www.cfpma.foodpkg.com
www.china-cada.org.cn
www.caam.org.cn
www.chineselight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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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유관단체 홈페이지
다. 기타 참고 홈페이지
ㅇ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http://www.koreaemb.org.cn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 http://www.sbc.or.kr/sbc_info/global_china.jsp
ㅇ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ㅇ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 http://csf.kiep.go.kr
ㅇ 한중민간경제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 korea-china.korcham.net
ㅇ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 http://www.korea-china.org
ㅇ 재중국한인회 - http://www.koreaemb.org.cn/ksic/index.htm
ㅇ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경대표처 http://www.itkorea.org.cn
ㅇ 국가무역정보망(KOTIS) - http://www.kotis.net
라. 기타 중문 홈페이지
ㅇ 중국 기계망- http://www.mei.gov.cn/ 기계업계의 포탈 사이트로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에서 기계업계의 정보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이트. 중국 기계공업정보의 자원보고이며,
기업간의 상호교류의 무대
ㅇ 중국물류와구매망 - http://www.chinawuliu.co/ 중국의 물류와 구매에 관한 사이트로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중국 물류학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ㅇ 中國貿促網 - http://www.ccpit.org/ 중국 최대의 국제 무역 촉진기구의 하나로, 중국
경제 무역계의 대표적인 인사, 기업과 단체로, 1952년 5월에 조직된 전국민간 대외
경제 무역조직
ㅇ 中企聯合網 - http://www.fchina.org/ 중국의 중소기업 연합망으로서, 메인페이지에서
기업관련 추천기업, 추천상품, 정보화 소식, 최신뉴스 등을 제공
ㅇ 중국음료공업협회 - http://www.bimag.com.cn/ 중국음료공업 총 목록, 음료정보, 음
료논단 등의 정보를 제공
ㅇ 중국건축재료공업협회 - http://www.cbminfo.com/ 중국건축재료공업협회의 포탈 페이지
ㅇ 중국경공업연합회 - http://www.clii.com.cn/ 중국경공업 포탈사이트로 투자상담, 박람
회, 국내외 정보 등을 소개
ㅇ 중국가구신식망(中國家具) - http://www.cnfa.com.cn/ 가구 정보망으로 가구분야협회
소개 및 각 성의 협회주소, 업계소식, 추천기업 등 정보 제공
ㅇ 중국강철공업협회 - http://www.mmi.gov.cn
ㅇ 중국방직공업협회 - http://www.cnfti.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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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필요성
ㅇ 거래처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바이어의 신용과 신뢰성을 조사 파악하는데
전통적인 OFF LINE 방법이 효과적.
ㅇ 대형 바이어 또는 기존 수입업체는 여전히 OFF LINE 전시회 등을 통하여 상품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미 전세계의 제조업체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음.
ㅇ 전자무역을 통해 얻어진 Inquiry나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Offer의 신뢰성이 떨어져
거래 성사율이 낮은 현실.
ㅇ 특히 주로 전자무역 사이트를 이용 일부 중국 무역사기업체는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더를 제안하면서 현지 출장을 유도, 유흥비 갈취 및 거래
성사를 위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영업허가증 등을 요구하거나 코트라의 각 지역 무역관을 통해
회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바. 구체적인 바이어 타겟(Target) 설정
1) 제품 특성상의 수요처를 고려하여 지역을 설정
ㅇ 가전제품: 북경, 상해, 천진, 광동, 절강, 강소, 청도, 요녕
ㅇ 자동차: 장춘, 무한, 상해, 광주, 북경, 성도
ㅇ 농기계: 산동, 강소, 절강, 하남
ㅇ 신발: 복건, 광동
ㅇ 화장품: 북경, 상해, 광동(광주, 심천), 천진, 성도, 중경
2) 수입상의 성격 파악


어떠한 회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ㅇ 국영기업체: 76만개, 수입허가 보유 혹은 미보유
ㅇ 사영기업체: 규모 영세, 수입허가 대부분 미보유
ㅇ 합자기업: 허가보유. 영업범위 내 무역가능, 수입 결정권자 별도
- 무역회사: 수입업무만 담당
- 실수요자: 도매상 혹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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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성격, 업종은 명함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함
ㅇ 수출입 권한 회사: ⅹⅹ진출구(총)공사, ⅹⅹ대외무역공사 등)
사. 바이어 발굴 방법


관련품목 해외전시회 참가

ㅇ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바이어 발굴의 최선책
ㅇ 중국 국제 박람회/전문 전시회 참가(북경, 상해, 광주, 대련, 청도 등)
- (참고) 중국내 개최 박람회/전시회 관련 정보는 매년 KOTRA 발간 국제박람회 디렉
터리를 활용하거나 코트라 전시포털은 www.exportal.or.kr를 통해 전시회의 규모 및
영향력, 전시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전시회에 참가 하거나
참관하는 것이 좋음.


무역 상담회 참가 및 사절단 파견

ㅇ 한국상품 구매단 상담회(년간 수시, 서울 및 지방무역관)
ㅇ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국시장 개척단 참가
- 특히 시장개척단 참가는 사전에 각 무역관이 시행한 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유망
바이어를 발굴한 뒤에 현지 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적격 바이어 발굴 가능성
높음.


정부기관 및 단체 이용

ㅇ 주한 중국 주요 성시 및 대외무역공사 사무소
ㅇ 중국 내 품목별, 업종별 대외무역총공사 및 진출구 총공사
ㅇ 중국 내 각 지방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수탁 조사 활용

ㅇ KOTRA 해외조사대행(본사 및 국내 지방무역관 경유)
ㅇ 한국 내 중국시장정보 및 컨설팅회사


카탈로그 제작배포

ㅇ 전문품목 잡지, 신문 등에 제품 광고 게재


기타 발굴 방법

ㅇ 동종업체나 유사제품 수출업체와 전략적 제휴로 바이어리스트 확보
ㅇ 바이어와의 동업관계 형성
- 철저한 품질관리와 서비스로 확실한 바이어 한 명을 확보, 그 바이어를 통해 새로운
바이어 리스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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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래 추진 과정
 사전 시장조사 철저
ㅇ 거래추진 전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성 및 진출
가능성 타진 선행이 필수
- 주재국 수입현황, 수입 관세율, 규제사항, 경쟁국 진출 동향 등
- 시장여건(생산현황, 수입규모, 소비규모, 유통현황)
- 제품의 가격경쟁력(한국제품, 중국제품, 경쟁국제품)
- 비 가격 경쟁력(기능, 품질, 색상, 디자인, 상표인지도, 신뢰도, A/S)
- 중국시장 진출 전망(시장성, 한국산 선호도 및 이유, 진출방안)
- 기타 유의사항(전시회 참가, 대리점 선정 및 운영 방안)
- KOTRA에 시장조사 의뢰 시 자사제품의 제원, 용도, 국제경쟁력, 수출실적 등 설명
 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ㅇ 소비시장의 성별, 도시별 시장특성 이해 필요
- 각 성을 별개의 다른 국가로 이해 필요. 생활관습, 상관습, 언어,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쟁 우위 산업 등이 상이해 자사 제품에 적합한 지역 선정이 매우 중요함.
ㆍ 의식주 : 북방 → 밀가루, 남방 → 쌀
ㆍ 습

관 : 연해∙중부 → 중국식, 내몽고 → 만주풍,

ㆍ 티벳 → 티벳문화, 광서장족 → 월남풍,
ㆍ 영하회족 → 회교풍
ㆍ 소

득 : 상해, 심천, 광주 → GDP $5,000~8,000선
강소, 절강, 광동 → $3,000~5,000선
서북내륙지역 → $1,000~3,000선

- 지역별 기후, 관습, 제도 등의 상이점을 파악하여 상품별로 현지 특성을 감안한 마케팅
전략 수립(가격선, 패션, 성분배합 등)
ㆍ 화장품 : 남방지역과 북방지역의 기후, 습도차이 감안
ㆍ 에어컨 : 연중 일조기간, 기후, 습도 차이 감안
ㆍ 의류 : 지역별 표준 신체 규격, 색상 선호도 상이
 인콰이어리 송부
ㅇ 중문으로 작성 하는 것이 좋음
- 중국회사 명칭이 중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문 해독수준이 낮은 편임
- 가격표 송부. 샘플은 꼭 필요한 경우만 송부. 제공된 샘플을 즉시 복제 시도, 거래중단
가능성 많음. 사전에 상표, 기술의장 특허 신청 등 대비책 강구
- 중국의 대도시 및 동부 연안 지역에서 국제무역 경험을 가진 업체와는 달리 동북부,
중서부 내륙 등의 업체등은 국제무역 경험이 많지 않고 이메일 사용이 많지 않음.
이메일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인콰이어리
송부 후 반드시 유선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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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인콰이어리 회신율 저조
- 제품에 관심이 없을 때
- 영어 또는 한글로만 회신 시
- 지역 전화코드 부정확 시
- 전화와 팩스기 겸용 시(야간에만 팩스 가능한 경우 있음)
- 담당자 변경 시 또는 담당자의 장기 출장 시(업무는 담당자 위주임)
 현지 세일즈 출장
ㅇ 사전 출장가능 지역을 설정
- KOTRA 본사/국내 무역관 활용 시 성과 극대화
ㅇ 가능한 바이어 회사/공장을 직접 방문, 상담 필요
- 회사규모, 생산시설, 영업실태 등 파악
- 회사의 성격, 연혁을 상세히 파악 할 것
ㅇ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및 샘플 지참
- 카탈로그 및 상담자료는 중문/영문, 중문/한글판 제작이 필수적임.
- 중국에서 영문 자료는 큰 도움이 안 됨. 특히 기계, 전자, 전기, 화공 등 전문 분야의
영어는 번역을 통해 정확한 전달이 어려움. 따라서 상담 전 통역에게 설명 해줘야 할
제품설명서 및 내용 준비도 철저해야 함.
- 상담 시 샘플은 반드시 실제 수출 샘플과 동일 하여야 함.
ㅇ 중문 명함 충분히 준비(일반적으로 50-100매)
ㅇ 기념품, 선물 준비
- 중국의 상관습상 바이어 방문 시 기념품,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선물은 회사로고
볼펜, 지갑, 음악CD, 인삼차,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좋음.
-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선물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선물이 적합함.
ㅇ 한 지역 체류일정은 최소 2박3일 필요
- 상담, 공장방문(원거리일 수도 있음), 시장 및 전문점 견학
ㅇ 바이어 사후 관리
- 세일즈 상담 후 귀국 즉시 인사장, 자료, 샘플 등 발송
- 친근감, 신뢰감 구축. 중국 비즈니스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함
 바이어 신용 조사 철저
ㅇ 영업 집조(영업허가증)에 의한 회사의 기본 배경 파악
- 설립연도, 회사성격, 자본금, 대표이사, 주요 취급업종, 영업기한 등 확인
ㅇ 매출액, 수출입 실적, 세금납부실적, 주요거래처 등 파악
ㅇ 주위 업체 또는 거래업체를 통한 신용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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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규모 이외에도 현 총경리(사장), 경영진의 과거 경력 및 대외 신용도 파악
- 회사규모만으로는 신용파악 부족. 개인 또는 사영 승포(承包- 대리운영)회사가 많음
 수입대리권(에이전트) 부여
ㅇ 에이전트 신용, 배경 파악
- 지명도, 상품지식, 자질, 세일즈 능력, 수입∙판매 실적 등
- 에이전트 선정 시 일반적으로 중국 업체는 중국 전역 총대리 및 지역 총대리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지역 총괄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줄 경우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ㅇ 계약서는 철저하고 신중히 검토
- 계약서 서명을 조급해 하지 많고 필요사항을 모두 기재
ㆍ 대리권 계약기간, 지역(중국전역, 일부 지역)
ㆍ 기간별 목표량 할당 및 미달 시 책임문제
ㆍ 중재조항
ㆍ 모든 계약행위는 중문, 한글, 영문 세가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중문/영문은
필수임. 또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종종 계약
조항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
 수출대금 UNPAID에 대한 안전장치
ㅇ 개설은행 선정, 수출보험 가입, 계약서, 신용장 면밀 검토 및 성실 이행
ㅇ 개설은행은 지방은행보다는 중국의 4대 은행(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을 이용하거나 기타 대형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자료원 : kotra 각종 세미나 자료, 2007년 각 기관 홈페이지)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중국인의 지역별 기질
□ 중국인의 특성 및 성격
ㅇ 한국과 문화적 기반이 비슷하면서도 다름
- 한국은 오랜 불교, 유교적 전통과 근대 이후 기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오랜 유가적, 도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나 최근 사회의주 체제와 문화
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중국은 남녀평등의식이 강하고 나이 또는 계급
상하간 권위의식이나 계층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사장과 기사가 동석하여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나이 차이도 친구가 가능함
- 한국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적인 의리 앞세우는 반면에
중국인은 한국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 60 년대 중반부터 70 년대 중반에 이르는 문화혁명 기간 대학교육이 폐지된 영향으로
국영기업에 30 대 후반, 40 대 초반 CEO 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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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넓은 국토면적으로 거리 및 시간적인 개념이 다름
- 대륙적인 기질로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과장이 매우 심한
것으로 생각됨. 삼국지 등 역사소설에서 군사 수가 30 만 이라도 100 만 대군이라고
칭하며 장비가 칼을 한번 휘두르면 적군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는 등의 과장
된 표현에 유의해야 함.
- 중국인이 매우 가깝다고 이야기 할 경우 수백 킬로미터 먼 거리일 수도 있으며, ‘즉시’
라는 의미의 중국말 “馬上”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 하지
않으면 한국인의 생각 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주요 도시의 행정구역은 광역시 개념으로 베이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5 배 정도
이며 중국인이 해당도시를 500 만 이라고 소개해도 실제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실제 도시인구는 100 만 미만인 경우도 많음.
- 참고로 중국은 내륙운송비가 해상운송비 보다 비싸고 고속도로 통행료, 일반도로 통행
료가 한국 보다 싸지 않음.
ㅇ 꽌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인
- 넓은 지역, 많은 인구, 다양한 민족(56 개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나 중국인은 새로운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매우 많음
- 따라서 지연, 학연 등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꽌시가 매우 중요시됨.
- 동일한 집단 내에서는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
임.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친분 있는 중국인을 통해 업무에 도움을 받고 소개편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ㅇ 문화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
- 오랜 중화사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매우 실리적임
- 특히 체면(面子)을 중시하는 성향은 한국 보다 강하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요청하는
행사에 얼굴이라도 비추어 주어야만 함
- 반면, 질서의식은 부족하여 공공장소에서 줄서기에 끼어 드는 사람이 많고 차도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음
ㅇ 중국인은 계산이 매우 치밀함
-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할 때 개수나 묶음으로 판매하지 않고 저울로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서 판매함. 예를 들면 수박을 살 때 한국사람이 1 개에 얼마냐고 가격을
물으면 절대로 1 개에 얼마라고 답변하지 않고 1 근에 얼마라고 답변하고 만일 사겠
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에야 무게를 달고 가격을 말해줌
ㅇ 독특한 식사문화(식사는 萬事)
- 중국인은 먹는 문화를 매우 중시하며 마치 먹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먹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함. 한국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여 옷 입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인은 입는 것에 별로 신경은 덜 쓰는 편임.
- 중국에서 하나의 요리가 양이 매우 많고 요리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최소 5~6 명이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인이 초대하는 식사자리에 가면 당사자 외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낯선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여 식사를 하게 됨. 일본,
서양은 개인의 요리가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요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함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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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자리와 술자리는 함께 이루어지며 2 차, 3 차 등은 없는 것이 일반적임. 술은
첨잔이 일반적이며, 담배를 즐겨 피우고 식사자리에서 담배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경우에 한국인은 당황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매우 친밀함의 표시임
- 중국인은 날 것, 찬 것을 잘 먹지 않으며 채소도 볶거나 살짝 데쳐 먹음. 맥주나
콜라도 차가운 것은 싫어함.
- 식사비는 한국처럼 한 사람이 계산함.
ㅇ 중국인의 언어습관
- 중국인은 고도의 표정관리가 가능하고 NO 라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음. 考慮
(고려하겠다)는 일반적으로 No 라는 표시일 경우가 많고, 好(좋다) 라고 답변할 때도
상대방의 표정과 정황을 잘 살펴야 Yes 인지 No 인지 알 수 있음.
- 한국사람은 의사표현이 직선적이고 의사결정이 빠른 문화에 익숙해 있어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중국사람은 여유(만만디) 문화에 익숙하며 말할 때도 의사표현이
완곡한 편이어서 빙 둘러 이야기하는 화법이 발달함. 중요한 협상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성급하게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함.
- 통역을 통해 중국인과 의사소통 할 때 조선족 교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한국어
속의 각종 외래어, 기술용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유의해야 함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한국사람은 버럭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태도는 매우 침착하고 냉정한 편인 중국사람과의 협상에서 승산이 없음.
특히 언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분한
대화가 필요함
- 중국인은 ‘미안합니다(對不起)’ 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안으며 잘못을 했더라도 변명
조의 이야기가 많음. 한국사회는 잘못을 인정하면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것이 일반적
인데 중국은 이와 달리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 받기 보다는 처벌 받기 쉬운 전제군주
전통과 문화혁명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임. 중국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조의 이야기만 늘어놓을 경우 한국사람은 쉽게 흥분하여 화를 내기 쉬운데 참을성
있게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한편, 중국인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매우 잘하는데 중국어 몇 마디만 해도 중국어 엄청 잘한다고 칭찬함.
□ 北方 사람 : 무예에 능하고 성격이 거치나 의협심이 강하고 소탈하다.
□ 南方 사람 : 영리하고 섬세하며 부드럽고 재치있다.
ㅇ 北京 사람 : 文化를 중시
-

베이징의 고색 창연한 골목과 성벽, 정원이 증명하듯 베이징 사람은 문화를 중시한다.

ㅇ 天津 사람 : 순박하며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

티엔진(天津)은 경제가 발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역의 전통적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임. 유동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유의 ‘순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토
애가 높음.

ㅇ 東北 사람(길림, 요녕, 흑룡강) : 술을 좋아하며 성격이 직선적이고 적극적이다.
ㅇ 山東사람 : 몸집이 크고 성격이 단순하며 교제 시 의리를 매우 중시, 한국인 성격과
가장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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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上海 사람 : 계산에 밝은 국제인
-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서구의 영향을 받은 도시이다. 상하이 사람의 ‘국제성’은
여성들의 치장에서 잘 나타나며, 상하이 여성의 국제 브랜드 소비율은 전국 1 위이다.
상하이 사람들은 계산이 철저해 손익을 따져보며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경쟁 소비 심리와 허영심은 큰 편이다.

ㅇ 浙江 사람 : 계산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하다.
ㅇ 廣州 사람 : 실력을 중시, 유행을 선도한다.
-

광저우(廣州) 사람의 생활 지수는 전국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며 특히 교육과 오락
부문의 소비력이 왕성하다. 광저우의 유행은 상업 문화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튼튼한 경제적 기초 위에 전국의 패션과
여가, 오락의 새로운 조류를 이끌고 있다.

ㅇ 深圳 사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규칙을 중요시 함
-

션쩐 사람들은 새로운 유행을 좇고 사치 풍조를 유행시키며, 물질적 기초와 능력을
배경으로 주택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ㅇ 福建 사람 :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나. 중국인의 상관습
ㅇ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三思而行과 貨比三家). 의심이 많은 중국인에게는 ‘自
己人’이 되어야 한다: 朋友一好朋友一老朋友, 三顧草廬(삼고초려)
ㅇ 관시를 이용할 것. 연줄만 찾으면 불가능은 없다. 한국 업체들은 고위직 관리나 퇴직
자에게 (급여를 주고) 고문으로 두고 있다.
ㅇ 조바심은 금물, 의연하게 임할 것. 절대로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알면 상대방은 절대 양보 하지 않는다.
ㅇ 자신이 중국어를 못하면 가급적 한국인 통역을 활용한다. 중국 통역이나 조선족 통역
사의 경우 우리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마음대로 오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통역은 중국어를 잘 못해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이쪽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ㅇ 끝까지 확신하지 말 것. 계약까지 체결해 놓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ㅇ 자신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상대방의 답변은 정확하게 이해할 것. 중국말 자체에 애매
모호한 단어가 많다. (可以, 應該沒問題라고 하지 절대 沒問題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우리 측에서 많이 사용해야 한다.
ㅇ 말로 중국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 것. 한국인은 감정이 격하면 주먹을 사용하는데 중국
인은 손을 쓰는 경우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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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쟁 해결은 가능한 협상이나 관계를 이용할 것. (소송하면 불리)
(1)

가장 먼저 관시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2)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한다.

(3)

돈을 주고 경찰(公安)이나 고위 관리를 산다.

(4)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포기해도 좋다면 재판을 청한다.

ㅇ 술좌석에서는 최대한 호탕한 모습을 보이고, 업무 이야기는 낮에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술좌석을 통해 진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으나 술주정은 무례한 일로 간주
된다. ‘깐베이’와 ‘쉐이’를 명확히 구분 할 것.
ㅇ 담배는 인정을 느끼게 해주는 윤활유. 중국인은 담배를 돌려 피움으로써 공유감과 소속
감을 느끼려고 한다.
ㅇ 적당한 선물 준비는 필수. 종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 쪽에서 선물하는 것은 관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좋은 선물은 1 대 1 로 전달하도록 한다. 선물을 주고 나쁜
인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공짜를 좋아한다. 선물은 상대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고급 손목시계, 넥타이 핀, 홍삼, 인삼, 한국 특산품 등이 무난
하다. 거래선 방문 시 소형 계산기, 손목시계, 녹음기 등 가볍고 실용적인 선물이 좋다.
선물 증정 시 주의할 사항: 괘종 시계(종말을 의미)나 거북이(욕을 상징)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선물 포장은 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붉은색이나 숭고함을 나타내는 황색 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축의금을 줄 때도 흰 봉투에 검은 글씨는 피해야 한다. (부의금은 흰 봉투를
사용)
ㅇ 중국인은 짝수를 좋아하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숫자 8 을 선호한다. 이는 발음이 發字
(發財: 재산이 발전하다. 즉,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와 비슷한데서 오는 것이다.
ㅇ 중국인 부인을 칭찬하지 말 것. 허례성 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주요 대도시별 상관습 특성 비교
도시

北京

-

上海

廣州

深圳 및
珠江 델타

-

상관습 특성
학벌이 높고 권력욕 및 명예욕이 강하며 예의를 존중
남방 지역보다 소비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중한 편임
의복, 액세서리나 개인 용품보다는 필수 가전 제품에 소비 집중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아 고품질의 제품만 골라 구입하는 선택적 구매
동기 강함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호기심이 강해 상하이 사람들보다 신 상표, 신
제품 구매에 적극적임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실용성 추구
외관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편이어서 의복, 액세서리, 보석류, 개인 용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구매 패턴이 서구화되어 있어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최상급 제품은 잘
팔리며, 브랜드 선호도가 강한 편임
가장 까다로운 시장으로 개척에 성공하면 타 지역으로 확산 효과가 큼
상술과 이재에 밝고 두뇌 회전이 빠름. 정교한 작업에 능하고 사치스러움
중국 도시 중 자금이 비교적 많아 소비 행위에 제약이 비교적 덜함
식품, 음료, 오락에 대한 지출 비중이 의복 지출 비중보다 높음
홍콩과 인접해 있지만 문화 수준이 상해보다 낮고 국제화가 덜 되어 있어
구매 태도가 까다롭지 않음
홍콩 경제권으로부터 밀수된 상품의 통용 비중이 높으며, 홍콩 화폐가
통용됨. 홍콩과 구매 패턴이 비슷해 유행에 민감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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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매자 소비 성향
내구 소비재의 경우 항상 친구, 이웃의 브랜드 내지 품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낫거나 최소한 동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개혁·개방 전에
억압되었던 소비 동기가 소득 수준의 향상과 개방 확대에 따라 외제품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제품이라도 품질, 브랜드, 성능, 디자인 등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선택적인
구매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ㅇ

한국 상품 인지도

- 도시민들의 수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 제품의 언급율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제품, 한국 제품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 제품, 프랑
스 제품이 각각 4, 5위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로는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등 중국 북부 지역 대도시에서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지방 도시 특히 내륙 지방 도시는 한국 상품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 일반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품은 컬러 TV, VCD,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가전 제품과 자동차, 의류, 식품(초코파이, 껌) 등이며 기업인들은 그 외
석유 화학 제품, 종이, 철강, 선박, 기계류도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라. 상담 관행
중국인들은 상담 시 먼저 상대방을 치켜 세우거나, 거래의 장밋빛 전망을 설명하여 상대방
의 호감을 산 후 상담을 진행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철저한 사업
준비와 계획서를 갖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아직 많은 기업인들이 시장 원리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하는 관습이 농후한데, 최근 들어
중국 자체 내에서도 상거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끼리끼리 모여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단체에 속한 회원간의 거래는 신용 중심으로 하고, 단체 외부와의 거래는 철저한 경제
원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시황이 좋지 않을 경우 종종 신용장이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의 잘못된
부분과 오타를 문제 삼아 계약 내용을 변경한 다음에 가격 요구 조건이 수용될 경우 거래
대금을 지불한다.
또한 중국인들은 거래만큼은 냉정하게 임하고 이해 득실의 계산에도 빨라서 친한 사람과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해 주는 만큼 상대방도 알아주겠지”하는 우리
식의 정서는 아주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닌 한 통하지 않으니 담담한 마음으로 대상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마. 현지 법률과 관습의 이해
자칫 중국이 외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인이 많은 바, 현지의
법률과 관습을 이해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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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규의 준수
중요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 행위는 법률을 통
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 전문가 활용
현지 변호사, 한국 대사관 및 각종 경제 단체, 한국의 동종업 종사자의 노하우 및 경험을
취득하도록 한다.
아. 철저한 계약서 작성
중국의 법제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계약서가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바, 계약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한중 수출입 표준 계약서를 이용,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회사의 인장이 찍혀야 한다.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법인 대표가 발급한 수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재 조항과 함께 중재지, 중재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재
기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음. 신용장에 대해 맞춤법
검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해 인수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조건부 신용장 여부 또는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구는 Amend를 요구해야
하며 복잡한 품질 검사증의 첨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편법을 이용한 수출은 지양하며 특히 Back-Date 관련 소송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L/C
Amend가 필요할 경우 최종 수요자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L/C 개설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한편, 개설 은행으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자
와의 협상에 임하되 최종적으로 서류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 도착 후 제3의 수입자를
물색하여 전매 조치를 통해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자. 사전 신용조사를 통한 위험 회피
중국 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이 극히 미비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KOTRA, 수출 보험 공사, 국내외 민간 신용 평가 기관 등을 통하여 초기 거래 시 신용
조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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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정된 계약법의 해석상 수출자가 계약 체결 당시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수입자가 아닌 실수입자에게 결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입자의 대금 결제 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후에 명의상 수입자를 상대로
중재 절차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수입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본인의 면책을 주장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수출 계약 체결
당시 수입자에게 최근 수정된 계약법을 설명하여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출 대행자를 통한 수출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수출 대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4.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서류(계약서, L/C, B/L 등) 작성 관련 분쟁 사례
ㅇ 계약서 작성 미비에 따른 분쟁 사례
- 중국 업체와의 무역 거래에서 전신, 팩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 분쟁 조항 미비, 분쟁 조항의 모호 및 중재 지역 미 설정으로 발생하는 사례
- 불확실한 계약 조건(선적 기일, 품질 조건, 품질 검사) 및 독소 조항 삽입에 따른 미
이행으로 인한 사례
나. 신용장 관련 분쟁 사례
ㅇ 국제 관례 상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 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
지는 서류상의 거래이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
ㅇ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L/C 상의 문구 상 불일치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주로 시황 변경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악용
다. 선하증권 관련 분쟁 사례
1) 선적 일자 및 서류 수정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서류 수정 없이 진행하는 과정 중의 분쟁
사례
2) 한국의 수출자가 업무 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위반하고 back date 등 위조 사례
3) 수입자에게 B/L 선 제공에 따른 분쟁 사례
4) 실제 사례
한국 A사는 중국 B사간 수출 계약서 상 분쟁 조항에 “본 계약의 집행 혹은 본 계약과
관련되는 일체의 쟁의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의
관련 중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 중재는 최종적이고 쌍방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고
명문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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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측은 중국 측에 중재 기관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쌍방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분쟁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 조항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소송을 통한 절차에 들어가게 됨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팩스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송부하여 중국의 B사의 담당자의
서명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공급할 어분을 조달하기
위하여 칠레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중국의 B사는 돌연 계약서 상의 중국측 서명자가
자사의 수권 대리 계약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계약 무효를 통보함. 중재를 통하여 한국 측이
승소하였으나 중국 측은 회사를 고의로 도산시킨 후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손해 배상을 받
지 못하게 됨
한국의 S사는 중국 A사에 ABC Resin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황 변경에 따라 가격
인하를 요구 받음. 한국 S사가 중국 A사의 요구를 거절하자 B/L상 수량이「680BAGS 20'×
12」로 기재된 반면 포장 명세서, 품질 증명서 등 기타 서류에는「680BAGS/ 1FCL×
12FCL ×20FT」로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하자로 내세워 개설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 였음. 이에 개설 은행은 B/L상 기재된「680BAGS 20'×12」의 표기가 ‘20FT
Container 1개 당 680BAGS의 12Container’로 해석될 수 없으며 680BAGS의 인출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결국 한국 S사는 전매 처리 후 개설 은행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한국 A사는 중국 B사와 L/C 방식을 통하여 수출하기로 계약한 후 중국의 통상적인 무역
거래 관행이라며 B/L 정본 3부 중 1부를 먼저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함. 중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 중국측의 B/L 접수와 동시에 L/C상의 금액에 대한 담보서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무사히 거래가 이루어짐. 두 번째 거래 시 중국 측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 측은 첫
번째 거래가 무사히 진행된데 안심하고 이를 수락하였음. 두 번째 상품 선적 후 한국 측은
중국 측에 대금 결제를 재촉하였으나 중국 B사는 동일 수법으로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후 도주함
5) 대응 방안
계약서 작성 시 한중 수출입 표준 계약서를 이용,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
가의 감수 및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상에 회사의 인장이 찍혀야 한다.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법인 대표가 발급한 수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반드시 중재 조항과 함께 중재지, 중재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재
기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다. 신용장에 대해 맞춤법
검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해 인수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조건부 신용장 여부 또는 해석 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구는 Amend를 요구해야
하며 복잡한 품질 검사증의 첨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편법을 이용한 수출은 지양하며, 특히 Back-Date 관련 소송은 백전 백패하게 되어 있다.
L/C Amend가 필요할 경우 최종 수요자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L/C 개설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한편, 개설 은행으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자
와의 협상에 임하되 최종적으로 서류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 도착 후 제3의 수입자를
물색하여 전매 조치를 통해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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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과 신용장 거래 시 문제점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은행(开證行)이 신청인(일반적으로 수입상)의 요구에 근거해
수익자(일반적으로 수출상)에게 개설하는 서면 지급 보증서이다. 신용장 개설 은행은 수익
자가 신용장의 규정에 부합한 서류(单證)를 전부 교부한 조건 하에서 수익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장 독립성 원칙(信用證独立性原细)이다. 즉 개설 은행과 수익자(수출상) 간의 신용장 관
계는 수익자와 신청인(수입상)간의 계약 관계와 서로 독립되어 은행은 수익자와 신청인 간
매매 계약의 이행에 간섭할 수 없으며, 개설 은행과 신청인 사이의 신용장 개설 계약과도
독립된다. 따라서, 개설 은행은 신청인과의 신용장 개설 계약상의 이유로 수익자나 기타
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신용장 독립성 원칙은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짜 서류나 신용장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소위 신용장
사기(诈欺)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 독립성 원칙의 예외
가 인정되는데, 이는 신용장 사기 행각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현지 법원을
통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개설 은행이 신용장 독립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환어음의
인수나 신용장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은 외국 측이 중국 측의 신용장 개설 은행으
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지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국 측 개설 은행의
대금 지불 거절은 화물을 받은 수입상이 수량, 품질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정지 명령과 협조 통지를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신용장
독립성 원칙의 예외와는 성격이 다르며, 지급정지 명령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
지방 법원은 은행의 신용장에 대하여 빈번히 지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중국 특유의 지방 보호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홍콩의 유명한 변호사 L씨는 중국 법원에서
신용장을 빈번히 동결하는 현상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중국은 수입상이 저질러
놓은 실수(수출상과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를 만회하기 위하여
중국의 은행, 인민 법원의 신용을 몽땅 내걸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은행이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을 이유로 신용장(인수한 환어음)의 대금 지불을 거절할 경우 국외에
있는 매입 은행은 즉시 해당 인민 법원, 그 직속의 상급 인민 법원 그리고 최고 인민 법원
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설 은행을 설득하여
해당 인민 법원에 이의 신청토록 해야 한다. 최고 인민 법원은 사법 해석을 통하여 신용장
독립성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미 인수한 환어음의 지급은 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아직도 하급 법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계약 대상(당사자) 미확인에 따른 분쟁 사례
1) 사례 유형
중국의 경우 최근 개방정책에 따라 수출입 권한을 민간 업체에게 많이 이양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외 무역 경영 권한이 없는 업체가 허다하며, 이러한 업체들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는 수입 대행을 위탁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수출자, 명의 수입자, 실제 수요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
이 빈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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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한국 A사는 실수입(수요)자 B사와 구매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수출입 권한이 없는
관계로 B사가 수입 대행 회사를 지정하고 최종 지급 책임은 B가 진다는 내용에 합의함.
이후 양사 간에 수출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직원 5명의 개인 회사에 불과한 실수입
자는 국영 기업체인 C사를 선정,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달 후 수입자, 실수입자,
명의수입자 등 3자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와 명의수입자간의 ‘수출입 계약’과 수출자
와 실수입자 간의 구매 계약서가 체결됨. 선적이 이루어진 후 명의 수입자 C사는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A사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였음. 이에 한국의 A사는 B사보다 신용 상태가 우수한 국영 기업체
C사를 대상으로 중재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 A사는 당초 계약 시 C사가 명의수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바, C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한국 A사는 수입상 C사에게 ‘일부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물품이 현지에 도착한 후 현찰
결재>라는 조건’으로 섬유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음.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 A사는
당초 거래에 소개자 역할을 했던 B사에게 대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업무를 의뢰하
였음. 당시 B사는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B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음. A사는 수출신고필증에 상품의 수량, 금액 등을 실제대로 작성하여 B사에 넘겨
주었음. 그런데 수출 대리 회사인 B사와 중국 업체인 C사는 사전에 A사에 대한 사기를
계획, 담합한 상태였음. 이에 따라 B사는 중국 현지 수입자인 C사와의 수출 계약서, 상업
송장 및 기타 선적 서류에는 A사 관련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C사를 물품 수취인으로
하였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세관에 신고하였다가 통관 시
세관에 적발되자 C사는 A사가 서류 상의 실제 수출자가 아님을 들어 대금 결제를 거부함.
한편 B사 사장은 잠적하고 결국 A사는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됨.
3) 대응 방안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수정된 계약법의 해석 상 수출자가 계약 체결 당시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수입자가 아닌 실수입자에게 결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입자의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임
아울러 수출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후에 명의상 수입자를 상대로
중재 절차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수입자가 실수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본인의 면책을 주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에 대비하여 수출계약 체결 당시 수입자에게 최근 수정된 계약법을 설명하여 실수입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수출 대행자를 통한 수출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수출대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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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명의수입자의 책임 한계
【과거】대외 경제 무역부에서 '91년 제정한 ‘关于对外贸易代理制的值行规定’에 따르면,
수탁 인이 위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외국 기업과 수출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인은 계약 일방으로 수출 계약의 권리 의무의 책임자이며 위탁인은 수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
☞ 수출자와 실수요자와의 계약은 무효
【현재】수정된 계약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법 제402조 ‘수출자가 수입 대행 계약을 알고 있는 경우’로 실수입자가 명의상
수입자에게 대금 결제를 못한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법에 의거, 실수입자에게 수출자의 수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명의상 수입자는 결제 책임이 없다. 한편, 실수입자가 명의상 수입
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명의상 수입자의 어음 채무 또는 계약상의 채무가 발생하
되, 명의상 수입자의 사유로 인해 대외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수입자의 수출자
앞 지급 책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정된 계약법 제403조 "수출자가 수입대행계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상 수입자가
실수입자의 계약의무 미 이행을 사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수출자가 채권
회수 대상을 실수입자 또는 명의상 수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실수입자를 채권회수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실수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등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수입자를 선정한 이상 명의상 수입자는 대금 결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수입자 앞 채무 추심 실패를 원인으로 명의상 수입자를
재선정 할 수 없다. 한편 명의상 수입자를 채권 회수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실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못하더라도 명의상 수입자가 신계약법에 의거 대외 결제 책임을 지게 되며
실수입자의 대금 결제 책임은 없어지게 된다.
마. 결제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1) 사례 유형
ㅇ D/A 조건, Undervalue 등
- 초기 거래 시, L/C 및 현금 거래 등으로 신용도를 쌓아 수출자를 안심시킨 후 D/A,
T/T 후불 등 거래를 요구
- 기계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 전 일부를 결제하고 가동 후 완납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는 바 이를 악용,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고의적으로 대금 결제 거부
- 수입상이 중국 현지 통관 시 세금 회피를 위하여 선적 서류상의 금액을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대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세관에
의하여 단속 시 통관 지체, 벌금 등을 들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2) 실제 사례
한국 P사는 중국 H사와 수년째 T/T방식으로 중국에 각종 화공 약품들을 수출해오고 있었음.
수년 간 거래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쌍방에 대한 신용이 쌓여, 우선 절반만 송금
받고 나머지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한 후 결제 받는 T/T방식으로 변경하여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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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초에도 한국의 P사는 여느 때처럼 선적하기 전 물품 금액의 절반만 먼저 결제받고
이전처럼 Commercial Invoice와 B/L상에는 50% 미 지불 받은 금액만을 기재하고는 물품을
선적하 였음. 이러한 방식은 한-중간 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세 포탈의 수법으로 중국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
자가 수입 물량을 늘릴 여지를 가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쌍방 모두가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는 방법임.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한국 P사는 나머지
대금 결재를 H사에 청구하였으나「Commercial Invoice상 금액은 선적 전에 기지불」 하였
다고 주장하였음. 사실 H사는 그 동안 회사 경영상 문제가 생겨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으며,
고의로 대금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그 후 P사는 여러 차례 H사에
대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H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국 A회사와 중국 B회사는 장기간 무역 거래 관계로 B회사의 요구로 60% 대금은 T/T로
선 결제하고 나머지 40%는 D/A(90일)조건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복장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과정에서 중국 B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A사측에
UNDER VALUE를 요청하였고 A사는 그간의 거래를 보아 이에 동의하였음. A사는 원단을
선적 후 미 지급분인 40%의 대금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통관 강화
시책으로 상기 물품의 통관 중 UNDER VALUE한 사실이 들통나고 밀수 사건에 휘말리게 됨
(해관의 경우 품목별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의심을 받고 관세 포탈을
노린 밀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결국 B사의 법인 대표는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도주하였 으며 현지 실무자는 관련 당국에 구속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며 A사는 잔액
40%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됨
3) 대응 방안
외상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바이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의 부족일 경우 담보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유지시키며, 장기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끊는 것이 좋음
중소 기업의 경우 미수금 발생시 타격이 크고 정보 수집 능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한 바,
수출 보험 공사를 통해 수출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거래 계약 시, 지불 보증으로 제공한 담보물의 경우 반드시 저당 등기와 해당 공증
기관의 공증 수속을 밟아야만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하자 판정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며, 판정 주체는 합당한 합의 기관을 지정하여 양
사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품 수출입 계약 바이어가 여러 가지 이유로 UNDER 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험성이 높으니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시황 변경에 따른 마켓 클레임 사례
1) 사례 유형
ㅇ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시황 변동에 따른 이익 감소 혹은 손실을 우려하여 수출
혹은 수입자 일방이 계약 파기 혹은 가격 할인(인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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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격 변동에 따른 마켓 클레임 제기 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약서 하자,
선적 서류 하자, L/C 하자, 선적 기일 문제 및 제품 하자 등 핑계가 될 수 있는 점을
찾아냄.
ㅇ 마켓 클레임은 경우에 따라서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현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2) 실제 사례
ㅇ 한국 측 수입업체인 A사는 중국 측 수출 회사인 B사로부터 몰리브덴 20톤을 kg당
미화 9.8 달러에 수입하기로 함. 대금 결제는 취소 불능 신용장 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수입 물품 목적지를 유럽의 항구로 하여 중국의 항구에서 FOB조건으로 선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ㅇ 한국 측 A사는 몰리브덴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유럽에 판매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몰리브덴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몰리브덴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선적일
까지 물건을 선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사는 전매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어 중국 측
B사에 대해 손실 보전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였음.
3) 대응 방안
ㅇ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 등 분쟁 발생에 대한 조항과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 보상 관련
조항을 기입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대금 결제를 지체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
ㅇ 미 회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미 결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상적
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결제를 지체하고 있는 수입자의 경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
ㅇ 대금 지급 지체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걸면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수입자의 주장(대부분 감액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
하여 채권 회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마켓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제품 하자 및 서류 하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고 클레임의 기준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바이어가 대금
미 결제를 위하여 고의로 상품 검사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바이어의 미 협조에 대한 강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사. 사기 행각에 대한 즉각적 대처로 손해 방지
1)사례 유형
국내 통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약 1 만 5 천 개 회사에 달하며, 실제로는
3 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 3 국 유령 업체에게 사기의 대상으로 노출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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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상하이 소재 한국계 기업이 자칫 해외 유령업체 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지원 요청을 받은 KOTRA 상하이 무역 관과 라고스무역관의 발 빠른
대처로 자칫 커질 수 있었던 기업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 최근 사례이다.
2)실제 사례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한국계 기업인 S 사는 2006 년 8 월 인터넷을 통해 여러 BUYING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카메룬에서 라텍스 콘돔 1,400 만 피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10 여
개의 사이트(카메룬, 미국, 중동, 유럽 등)에 동시에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카메룬 지역의 BUYING 오퍼를 선택, PROPOSAL 을 올림.
얼마 후, S 사는 ‘AIDS 추방협회 카메룬 지부’라는 곳으로부터, 위 구매 건이 ECCAS(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의 자금으로 대량의 콘돔을 구매하는 CARP
(Christian Assisted Refuges/Relief Project)라는 통보를 받음. AIDS 추방 협회 카메룬 지부
라는 곳은 선정 위원회와 친분이 있다면서 S 사에 대해 P/I 를 요청해옴.
이 때까지만 해도 S 사는 앞서 10 여 개의 사이트에 BUYING 오퍼가 동시에 올라온 것을
생각하고 대량 구매건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콘돔 소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이에 상하이 라텍스 공장과 상담 후 샘플, P/I, 사업자 등록증, 위생 허가증 등을 DHL 로
송부함.
약 일주일 후, S 사는 카메룬 측으로부터 21 개 업체에 오퍼에 응한 가운데 4 개 업체가 1
차로 선정된 상태이며, 최종 선정 업체 1 개 사를 확정하는데 일주일이 더 걸린다는 연락을
받음.
9 월 7 일, S 사는 최종 선정 업체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됨. 그러나, 카메룬 측에서는
REMITTANCE DECLARATION FEE $675 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함께 전달함. 이를 이상하게
여긴 S 사는 KOTRA 상하이무역관에 상담을 의뢰했고, 상하이무역 관은 S 사에게 라고스무
역관에 의뢰, ECCAS·CARP 등의 실체 확인 여부를 진행하도록 조치함.
3) 시사점
라고스무역관은 ECCAS 접촉을 시도했으나 ECCAS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한편,
라고스 주재 카메룬 대사관을 통해 프로젝트(CARP)에 대해 문의했으나 이 프로젝트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라고스무역관은 이 사실을 S 사에 즉시 통보, S 사는 뜻하지
않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매수자가 대금 지급 전에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지만 매도자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임. 유사 사례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필수적임.
아. 협상, 계약 등 복합적 사례
1)사례 유형
협상 및 계약 시, 상대방의 의도는 물론 수입지 시장가격 상황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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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제 사례
2005 년 6 월 말, 한국 A 사는 철강 제품 200 MT 을 단가 US$ 1,100 에 중국 B 사에 매도하
기로 구두 계약함. 양 사는 7 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7 월 말 이내에 선적하기로 하며 L/C
는 선적일 45 일 전 개설키로 계약서에 명시함(7 월 말 선적을 위해서는 6 월 중순까지 L/C
개설이 완료되어야 하나, 이미 계약서 체결일과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됨) 그러나
B 사 총경리(사장)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총경리의 비서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회사
직인은 총경리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하기로 함. A 사는 B 사와 이미 2 년 이상 거래를 지속
해왔고 이전까지 문제 발생 사례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진행함.
이후 B 사는 은행 한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L/C 개설을 미루기 시작했고
A 사는 8 월 20 일경 B 사 총경리로부터 8 월말 이전 반드시 L/C 를 개설하겠다는 다짐을
구두로 받음. 이에 A 사는 L/C 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 MT 을 선적함(당시 제품의
시장 가격은 계약 가격 대비 US$ 300/MT 이상 하락한 상태였음)
화물은 8 월 말 중국 부두에 도착했으나 B 사는 L/C 를 개설하지 않았고 부두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함.
3)시사점
B 사는 노골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A 사는 자체 판단으로는 부두 비용
발생, 시장 가격 지속 하락, 전매(轉賣)의 어려움 등을 고려, B 사에게 상당 금액의 가격
인하를 제시하고 L/C 개설을 요청해서 10 월 말에야 사안이 마무리됨.
이 사례는 이미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기업들은 협상 과정에서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교신할 수 있지만 쌍방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특히, 정확한 상품명(HS CODE 명기), 모델명, 수량, 단가, 선적 시기, L/C 개설 유효기간,
중재 조항 등의 핵심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계약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인이 서명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과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중국 내 시장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 소지가 적으나, 반대로 시장
가격 하락 시기에는 수출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를 요함
A 사는 B 사의 구두 약속만 믿고 제품을 선적했다가 곤란해 처함. 어떠한 경우에도 L/C
또는 T/T 등으로 대금 회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전 선적을 해서는 안
됨.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매우 중요함. A 사의 경우, 중국 내 시장가격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B 사의 정확한 의도를 재확인해서 B 사가 물건을 즉시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가격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다른 거래선에 즉시 전매했어야
하나 결과적으로는 B 사의 의도에 휘말린 상황이 되었음.

중국-360

kotra 국가정보

자. 상사 분쟁 예방 수칙 및 유의 사항
최초 접촉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가 필요한데,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 대금 회수
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 인수와 대금 지불 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국어와 영문 계약서 외에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 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
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
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일 수 있음
상대방의 신용,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함. 이 경우에
소개하는 측의 말만 믿어서는 안되며 소개자의 말을 토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함. 정보확
인방법은 중국의 전문 신용평가 기관, 한국 대사관 및 각종 정부 투자 기관, 한국 및
중국의 동종업 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한 경험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통역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의사 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통역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역사가 통역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음.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말을 익혀 직접 구사할 수 있어야 함.
분쟁의 소지가 엿보일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함.
한국 사람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대강 주먹구구식 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될 사람
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하오하오' 하면서도 속
으로는 '별 것 아니다' '무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전체적인 안목으로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되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하고 따져야 함.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 유지에도
유리함.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되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됨. 특히 중국어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중국 측과의 접촉, 회사 경영 등 모든 것을 조선족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배신을 당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중국인으로부터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으나
처음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관계가 좋다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너무 믿고 맡긴 경우에 오히려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에서 사업할 경우에 현지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을 끌어
외국인을 지치게 한 다음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임.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초조하게 행동해서는 안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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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우며, 사기를 쳐도 별다른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됨. 특히 조선족과의 관계에서 사업상의 비밀 사항이나 떳떳치
못한 사항 등이 알려짐으로써 해고를 당하게 되거나 상호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이를 빌미
삼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차. 결제 방법 관련 유의 사항
국제 관례상 신용장 거래는 수출입 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
상 거래라고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수입자들은 화물을 인출한 후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 은행에 인수 거절을 요구하고, 개설 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
의 작은 흠집이라도 트집을 잡아 인수 거절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신용장(특히 Usance) 개설 시 중국 은행들은 수입자로부터 100% 예치금을 받지 않고
대개 30% 정도의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자가 전액 갚지
않으면 L/C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즉,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B/L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앞으로 송부할
경우, 수입자는 동 B/L을 가지고 화물을 인출한 후 Claim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개설 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 거절하고 수입
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L/C거래라 하더라도 B/L을 수입자에게 직접 선 송부해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출품목이 쿼터 관리 품목일 경우 수입자가 쿼터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카. 중국의 법제 환경
중국은 과거 소위 ‘관시’ 사회에서 개혁 개방에 따른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점
진적 도입으로 점차 ‘人治社国’에서 ‘法治社国’로 전환되고 있음.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의 사법 행정기관은 ‘변호사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않고
13,000 명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나 1986년부터 ‘변호사 자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어 변호사의 학력 및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 또한, 외자 기업의 진출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법제 환경은 개선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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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법규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人治的 요소가 많아 법 집행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
법관의 대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정부가 정하는 예산에 예속되어 있어
법관의 독립성이 지켜지기 어렵고 법원 내의 당조(党组) 및 심판 위원회(审判委员国) 등에
의한 내부적 통제와 간섭이 행해지고 있음.
1995년 법관법의 제정으로 판사 임용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사법 개혁을 통하여
법률가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나 전국적인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전반적으로 법률 의식이 낙후되어 있으며 소송 의식도 낮아 법규가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전체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사법 작용에 의한 권리 보호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으며 법적 의무에 대한 의식이
박약한 편임.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중국 법을 무시할
경우에 법적 문제로 인한 곤란을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됨.
타. 분쟁 관련 제도
1) 중재 제도
중국의 중재 관련 절차는 민사 소송법 (1982년 3월 8일 시행, 1991년 4월 9일 개정)에
근거하여 중국 중재 위원 회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으며 1995년에 독립적인 중재법이
시행 되기 시작함. 중재 계약은 쌍방 당사 자 간에 분쟁 발생 전후에 서면을 통한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시 반드시 중재지, 중재 기관, 준거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즉 선정한 중재 기구의 명칭 등 중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 조항이 무효화 될
소지가 있음.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판정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 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 판결이 필요함.
중재는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중재원을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중재원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 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음. 그러나 중재 기구는 민간 쟁의 해결 기구로서
강제 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출석 강제권이 없어 출석 거부 시 객관적 증거
수집 곤란 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중재 기관은 양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크게
섭외 중재 기구인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 (中国國際经经贸易仲裁委员国, 북경에
본부가 있고 상해, 심천에 분회가 있음)와 각 성 및 대도시에 설치된 상업 중재 위원회가
있음. 심천 분회는 현재 화남 분회로 명칭이 변경됨.
중재 절차
중재 협의 → 중재 신청 → 안건 수리(접수일부터 5일 내) → 중재정 구성 → 심리
(개정 30일 전 당사자에게 통지) → 조정 → 중재 재결(仲裁庭 구성일부터 9개월 이내)
→ 집행(인민 법원에 신청) : 재산 보전 신청 가능, 인민 법원 관할
중국의 경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재 안건 접수 및 처리 건수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2005년의 경우, 북경 본부가 462건을 접수하고 448건을 중재했으며 화남 분회는 213건
접수, 209건 중재, 상해 분회는 304건 접수, 301건 중재 등의 실적을 보여 전체적으로
979건 접수, 958건 중재(처리)를 함. 이는 2004년 실적(850건 접수, 700건 중재 처리) 대비
각각 15.2%, 36.9%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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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연락처
ㅇ 북경본부
- 주소 : 北京市朝陽區亮馬橋路32號
- 전화 : (86-10)64646688
- 팩스 : (86-10)64643500
- 이메일 : CIETAC@public.bta.net.cn
- 홈페이지 : www.cietac.org.cn
ㅇ 화남분회
- 주소 : 廣東省Shenzhen市福田區彩田路5105號
- 전화 : (86-755)83501700
- 팩스 : (86-755)82468591
- 이메일 : info@sccietac.org
- 홈페이지 : www.sccietac.org
ㅇ 상해분회
- 주소 : 上海市金陵西路28號金陵大厦七层
- 전화 : (86-21)63877878
- 팩스 : (86-21)63877070
- 이메일 : info@cietac-sh.org
- 홈페이지 : www.cietac-sh.org
▣ CIETAC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 재 규 칙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
2005년 1월 11일 수정 및 통과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 중재 규칙을 한국어로 번역한 북경시 금성 동달법률 사무
소 강철 변호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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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규칙의 제정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과 관련 법률규정 및 원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과 국무
원의 「통지」 및 「비준회답」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정한다.
제 2 조 명칭 및 조직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구 명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 위원회
로서 그 뒤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명
칭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이며 계약성격 또는 비계약
성격의 경제무역 등 분쟁을 중재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한다.
2. 중재 위원회는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란 명칭을 병용한다.
3. 중재 협의나 계약 중의 중재 조항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또는 그 지부에서
중재한다고 정하였거나 구 명칭으로 중재 기구를 지정하여 중재한다고 정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에 중재위원회 또는 지부가 중재를 함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가 중재 협의나 계약 중의 중재 조항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 국제 상회
에서 중재한다고 정하거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의 중재 위원회 또는
중재원 에서 중재한다고 정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중재를 함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5. 중재 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수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위임에 의하여
주임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6. 중재 위원회는 비서국을 설치하여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영도 하에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7. 중재 위원회는 북경에 설립한다. 중재 위원회는 심천에 중재 위원회 화남 지부를 설립
하고 상해에 중재 위원회 상해 지부를 설립한다. 중재 위원회 지부는 중재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다. 중재 위원회 지부는 비서처를 설치하여 중재위원회 지부 비서장의 영도
하에 중재 위원회 지부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8. 당사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북경에서 중재를 진행하거나 또는
중재 위원회 화남 지부에 신청하여 심천에서 중재를 진행하거나 또는 중재 위원회 상해
지부에 신청하여 상해에서 중재를 진행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 위원회를 선정하여 북경에서 중재를 받거나 또는 화남 분회를
선정하여 심천에서 중재를 받거나 또는 상해 분회를 선택하여 상해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정은 선차 선택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 중재 위원회는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 중재 중심을 설치하고 중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0. 중재 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작성·유지하며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 중재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3 조 관할 범위
중재 위원회는 하기 분쟁으로 인한 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1. 국제 또는 대외 분쟁.
2.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과 관련된 분쟁.
3. 국내 분쟁.

중국-367

kotra 국가정보

제 4 조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은 중재 위원회 및 지부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지부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본 중재 규칙은 중재 위원회 주임과 중재 위원회 비서 국 또는 비서장의 직책을
규정하며 중재위원회 주임이 위임한 부주임과 중재 위원회 비서처 또는 비서장이 각각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기피에 대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만일 당사자간에 기타 중재 규칙을 적용한다고
약정하거나 본 규칙의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을 경우 동 합의에 따른다. 그러나 합의
내용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사자간에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중재 기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간에 중재 위원회에서 제정한 업종 중재 규칙 또는 전문 중재 규칙을 적용한다고
합의하고 또 그 분쟁이 동 규칙의 적용 범위에 속할 경우 합의에 따르며 반대일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 5 조 중재 협의
1.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에 체결된 분쟁을 중재 위원회의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 협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근거로 사건을 접수한다.
2. 중재 협의란 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중재 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합의한 중재
신청 관련 서면 협의를 말한다.
3. 중재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된다. 서면 형식에는 계약서, 편지, 전신, 팩스, 전자 통신 및
이메일 등 그 내용을 유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형식이 포함된다. 신청서와 답변서
를 교환하는 과정에 일방 당사자의 중재 협의가 있다는 주장에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을
경우 중재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계약 중의 중재 조항은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며 계약의 부속으로
존재하는 중재 협의도 계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일부로
본다. 계약의 변경, 해지, 종결, 양도, 실효, 무효, 철회 및 성립 여부는 중재 조항과
중재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중재 협의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1. 중재 위원회는 중재 협의의 존재 여부, 효력 및 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중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위임하여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만일 중재 위원회가 표면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 위원회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중재
협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동 표면 증거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 절차도 계속된다. 그러나 중재 위원회가 표면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관할권 결정에 관계없이 중재 판정부는 심리 과정에 취득한 표면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
및 증거에 따라 새로운 관할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당사자가 중재 협의 및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중재판정부가 일차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며 서면 심리일 경우에는 일차 실체답변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중재 협의 및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기 관할권에 대한 이의 및 결정은 사건의 주체 자격에 대한 이의와 결정을 포함한다.
제 7 조 성실 신뢰 및 협력
각 당사자는 성실과 신뢰를 뒷받침으로 협력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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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의 포기
본 규칙과 중재 협의 중 조항이나 사실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을 일방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응당 알고 있어야 하지만 중재 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또 상기의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2장 중재 절차
제1절 신청, 답변 및 반대 신청
제 9 조 중재 절차의 개시
중재 절차는 중재 위원회 또는 지부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 10 조 중재의 신청
당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전화, 전신(텔렉스), 팩스,
전신 약호, 이메일 및 기타 통신 방식 등 내용이 포함.

2)

중재 신청의 근거로 되는 중재 협의.

3)

사건의 경유 및 쟁점.

4)

신청인의 청구.

5)

중재 청구의 근거 사실과 이유

2. 신청서는 신청인의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중재 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요금표에 따라 중재 비용을 예납한다.
제 11 조 사건의 접수
1. 중재 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별첨 서류를 접수한 후 중재 신청의 수속이
완비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중재 신청의
수속이 완비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중재 통지서, 중재 위원회 규칙, 중재 인명부
및 중재비용요금표를 양 당사자에 1 부씩 전달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별첨 서류도 피신청인에게 함께 전달한다.
2. 중재 위원회 또는 지부는 안건을 접수한 후 비서국 또는 비서처의 직원을 지정하여
중재판정부의 절차적인 관리 업무를 협조한다.
제 12 조 답변
1. 피신청인은 중재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의
비서처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답변서는 피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하기 내용들이 포함된다.
1)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우편번호, 전화, 전신(텔렉스), 팩스, 전신
약호, 이메일 및 기타 통신 방식 등 내용이 포함.

2)

신청인의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 및 근거 사실과 이유.

3)

답변의 근거가 되는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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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는 제출 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반대 신청
1.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위의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대 신청서에 구체적인 반대 신청과 신청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가 작성한 중재비용요금표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4. 중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서의 수속이 완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반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신청인에 전달한다. 신청인은 반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재 판정부는 제출 기한이 지난 반대 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반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청 및 반대 신청의 변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신청 및 반대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을 제기한 시간이 너무 늦어 중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이 되는 것으로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5 조 제출 서류의 부수
당사자는 신청서, 답변서, 반대 신청서와 관련 증명 서류 및 기타 서류를 5부씩 작성하여
제출하며 당사자 인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응하게 증가하여 제출한다. 중재 판정부가
1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2부를 감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재산 보전 신청 또는 증거
보전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1부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중재 대리인
1. 당사자는 중재 사항 관련하여 중재 대리인에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은 중재 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국 공민과 외국 공민 모두 위임을 받고 중재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17 조 재산 보전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전달하여 판정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증거 보전
당사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전달하여 판정 받아야 한다.
제 2절 중재판정부
제 19 조 중재인의 의무
중재인은 그 어떤 일방 당사자도 대표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평등하게 각 당사자를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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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중재판정부의 인수
1. 중재판정부는 1 명 또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본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3 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제 21 조 중재인명부
1. 당사자은 중재 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2. 당사자가 중재 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 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자는

중재

위원회

주임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인정받고 중재인, 의장중재인 및 단독 중재인으로 될 수
있다.
제 22 조 3 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 1 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의뢰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기간
내에 선정하지 않거나 중재 위원회 주임에 의뢰하여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

의장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함께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 위원회 주임에 위임하여 지정한다.

3.

당사자는 각각 1-3 명의 중재인을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추천하여 상기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중 1 명이 쌍방에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 이 추천 받은 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 중재인으로
보고, 1 명 이상이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중재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중 1 명을 의장 중재인으로 확정하고 이 추천받은 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중재인으로 보며, 동시에 추천 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추천한 명단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

4.

당사자가 상기의 규정대로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 23 조 단독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가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 규칙 제22조 2, 3, 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독 중재인이 선정 또는 지정된다.
제 24 조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중재인에 대한 선정
1. 중재 사건에 2 명 또는 2 명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들 사이
또는 피신청인들 사이에 협상하여 중재 위원회 중재인명부로부터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중재인 1 명을 지정한다.
2. 만일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인들 사이 또는 피신청인들
사이에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 또는 공동으로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중재인을 지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3. 의장중재인과 단독 중재인은 본 규칙 제 22 조 2, 3, 4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또는 지정되어야 한다. 신청인 사이 또는 피신청인 사이에 본 규칙 제 22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공동으로 협상하여 각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후보자명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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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고지
1. 선정 또는 지정된 중재인은 서면의 성명서를 제시하여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중재 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중재 과정에 고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재인은 응당 즉시 중재 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중재 위원회는 중재인의 성명서 또는 고지한 사실을 당사자에 전달한다.
제 26 조 중재인의 기피
1. 중재 위원회가 성명서와 고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달한 후 당사자가 중재인이
고지한 사정을 이유로 중재인의 기피를 요구할 경우에는 중재인이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기피 신청을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중재인이 고지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선정 또는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에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인의 기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입증을
해야 한다.
3.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하며, 기피 사유를 알게 된 것이 이 기간 후일 경우에는 기피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하되 적어도 마지막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위원회는 일방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즉시 상대방과 기피 받은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 기타 성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5. 만일 일방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주동적으로 본 사건의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본 사건의 중재인으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가 제기한 기피 이유가 성립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6. 상기 5 항에 규정된 상황 외 중재인의 기피 여부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최종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중재 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은 계속하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 27 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
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중재인이 사망, 해고, 기피 및 자동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원 절차에 따라 중재 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 또는 지정된 후 중재판정부는 그 전에 진행된 심리의 전부 또는

4.

중재인의 보궐 여부는 중재 위원회 주임이 최정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일부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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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다수 중재인의 계속 심리
최종 심리가 종결된 후 3인중재판정부 중 1명의 중재인이 사망 또는 해고되어 평의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2명 중재인은 중재 위원회 주임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재인의 보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또 중재 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칠 경우 기타 2명의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및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 위원회 비서국은 위의 상황을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절 심리
제 29 조 심리 방식
1.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 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중재 판정 부는 공평,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 진술 및 변론할 수 있는 합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개정하여 심리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또
중재판정부가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리에 의한
중재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질문식 또는 변론식 심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및 방식으로 평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절차 명령,
질의서의 발급, 개정 전 회의, 예비정의 개최 심리범위서의 작성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개정 통지
1. 중재 사건의 첫 개정 심리 일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개정일 20 일 전에
비서국이 당사자 쌍방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되
개정 10 일 전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2. 첫 개정 심리의 기타 개정 심리 일자 및 연기 후 개정 심리 일자는 상기 1 항 중
20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1 조 중재지
1.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
2. 만일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또는 지부 소재지를
중재지로 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지에서 판정한 것으로 본다.
제 32 조 개정 장소
1.

당사자간에 개정 장소를 약정하였을 경우, 중재 사건의 심리는 약정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본 규칙 제 69 조 3 항에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북경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중재 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중재 위원회 비서장의 동의
하에 기타 장소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지부가 접수한 사건은 해당 지부
소재지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장소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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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비밀
1.

중재판정부의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개 심리를 요구할 경우 공개심리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2.

사건을 비공개 심리할 경우 당사자 쌍방 및 그 중재 대리인, 증인, 통역, 중재인, 중재
판정 부가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 지정한 검증인, 중재 위원회 비서국 관련 인원은
사건의 실체 및 절차 와 관련된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4 조 당사자의 결석
1.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개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심리 과정에 중재
판정부의 허락없이 퇴석할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만일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속하여 반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개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심리 과정에
중재판정부의 허락 없이 퇴석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석 심리를 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35 조 중재 기록
1. 중재판정부는 개정 심리할 시 심리 기록 또는 녹음/녹화를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 요점을 작성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 증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심리 기록과 녹음 녹화는 중재판정부의 검사에 사용된다.
제 36 조 증거의 제시
1. 당사자는 신청, 답변서 및 반대 신청이 의거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기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응당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정한 기한 내에 증거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간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3. 당사자가 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증거가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7 조 중재판정부의 조사
1.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사실 조사와 증거의 수집을 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가 직접 사실 조사와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후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중재판정부가 직접 사실 조사와 증거를 수집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중재판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수집한 증거는 중재 위원회 비서국을 통하여 당사자에
전달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8 조 전문가보고 및 검증보고
1.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전문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인을 지정
하여 검증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검증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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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모든 관련 자료, 서류 또는 재산, 물품을 전문가와
검증인에게 제공 또는 제시하여 열람 및 검증을 받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3.

전문가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 쌍방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전문가와 검증인의 출정을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거쳐 전문가와 검증인은 출정할 수 있으며 중재판
정부가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구할 수 있다.

제 39 조 증거에 대한 질의
1.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서류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을 통하여 상대방에 전달된다.

2.

개정 방식으로 심리할 경우 증거는 개정시에 제시되어 당사자가 질의한다.

3.

당사자가 개정 후에 제출한 증거를 중재판정부가 접수하였지만 그 후 더 이상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의 질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0 조 중재와 화해의 결합
1.

당사자가 중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화해협의서를 체결
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 협의와 화해협의서를 근거로 중재 위원회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화해 협의서 내용에 따라 중재 판정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외 중재 위원회 주임은 1 명의 단독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
판정부를 구성한 후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만일 당사자 쌍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고
중재판정부가 상대측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가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 정지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중재판정부가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중재판정부 외에서 화해를 하게
될 경우 중재판정부의 조정 하에 합의된 화해로 본다.

6.

중재판정부의 조정 하에 화해를 달성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화해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협의가 있는 외 중재판정부는 화해 협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7.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린다.

8.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도 그 후의 중재 절차, 사법
절차 및 기타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 상대 측 또는 중재판정부가 조정 과정에서 발표한
의견, 제기한 관점, 진술, 인정 또는 부인의 뜻을 나타내는 제의나 주장을 자기의 청구,
답변 또는 반대 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1 조 신청의 철회 및 사건의 철회
1. 당사자는 중재 위원회에 전부의 신청 또는 반대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전부를 철회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에
대한 심리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전부의 반대 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의 중재 신청에 대한 심리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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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사건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 위원회 비서장이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 사건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3. 당사자가 철회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 위원회가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판정
제 42 조 판정 기한
1.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고 중재 위원회 주임이 그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3 조 판정
1. 중재판정부는 사실에 근거 및 법률과 계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공평·합리 원칙에 준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정을 한다.
2. 중재판정부가 작성한 판정서에는 중재 청구, 분쟁 사실, 판정 이유, 판정 결과, 중재
비용 부담, 판정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과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협의하거나 당사자간의 화해 협의의 내용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 사실과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당사자가 판정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한과 이행을 지체할 경우의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3. 판정서는 반드시 중재 위원회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한 중재판정부가 심리한 사건의 중재 판정은 중재판정부 전원
또는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소수 중재인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
별첨할 수 있으나 이 의견은 판정의 일부로 구성되지 않는다.
5. 중재판정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
한다. 기타 중재인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 별첨할 수 있으나 이 의견은 판정의
일부로 구성되지 않는다.
6.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에는
다수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판정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중재판정서의 작성 일자가 중재 판정의 법률적 효력의 발생일이다.
8. 중재 판정은 종국적으로서 당사자 쌍방에 다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며 기타 어떠한 기구에도 중재 판정 변경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44 조 중간 판정 및 부분 판정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과정의 임의의 시점에서 사건의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중간 판정 또는
부분 판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간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 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종국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5 조 판정서 초안의 열람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서 초안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독립 중재에 영향 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 위원회는 판정서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재판정부 주의를 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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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 비용 부담
1. 중재판정부는 중재 판결서에 당사자 쌍방이 중재 위원회에 지불해야 할 중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서에 승소측이 사건을 위하여 발생한 합리
한 비용을 패소측이 부담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따라 패소측이
상기 비용을 부담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건의 판정 결과, 난이 정도, 승소측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의 실제 업무량과 사건의 분쟁 금액 등 요소를 고려한다.
제 47 조 판정의 시정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든 중재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서의 서사,
타이핑, 계산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그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시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스스로 서면 시정을 할 수도 있다. 동 서면 수정은 판정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제 48 조 보충 판정
만약 중재 판정에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도 중재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누락 사항에 대한 보충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확실히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기 서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 판정을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충 판정할 수도 있다. 보충 판정은 원 판정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제 49 조 판정의 이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서에

명기한

기한에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서에

이행기간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중국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1958 년「외국 중재 판정 인정 및 집행
공약」 또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기타 국제 조약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간이 절차
제 50 조 간이 절차의 적용
1.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금액이 인민폐로 50 만원을 초과
하지 않거나 또는 분쟁 금액이 인민폐로 50 만원을 초과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2. 분쟁 금액이 없거나 또는 분쟁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 위원회는 사건의 난이 정도,
관례된 이익의 대소 및 기타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51 조 중재 통지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접수한 후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경우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 비서처는 당사자에 중재통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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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경우 본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단독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제 53 조 답변 및 반대 신청
1.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 내에 반대 신청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위의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반대 신청 및 관련 증거 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 조 심리 방식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서류와 증거에만 근거하여 서면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는 개정심리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 55 조 개정 심리
1. 개정심리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개정 날짜를 결정한 후 중재 위원회 비서국 및 지부
비서처는 개정 15 일 전에 개정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개정 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개정
시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 중재판정부가 개정 심리 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1 회만 개정한다. 꼭 필요할
경우는 1 회 이상 가능하다.
3. 1 차 개정 심리 후의 개정 일자와 연장 후 개정 일자의 통지는 1 항의 15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6 조 판정 기한
1.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정을 한다.
2.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고 중재 위원회 주임이 그 이유가 정당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7 조 절차의 변경
중재 신청의 변경과 반대 신청의 제출은 간이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경
된 중재 신청 및 반대 신청과 관련된 분쟁 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간에 간이 절차를 계속 적용한다고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 절차는 일반 절차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 58 조 본 규칙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국내 중재의 특별규정
제 59 조 본 장의 적용
1. 중재 위원회가 접수한 국내 중재 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규칙 제 50 조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중재 사건은 제 4 장 간이 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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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조 사건의 접수
1. 중재 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받은 후 본 규칙 제 10 조에 규정된 접수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접수 즉시 통지할 수도 있다. 접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접수하지 아니함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중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한 후 중재신청서가 본 규칙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1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 판정 부는 본 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제 62 조 답변 및 반대 신청
1.

피신청인은 중재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대 신청이 있을 경우 역시 이 기한 내에 반대 신청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반대신청처서와 그 부첨서류를 수령한 후 20 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3 조 개정통지
1. 개정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의 비서처가 개정 15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기한 전에 개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 7 일 전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2. 1 차 개정 심리 후의 개정심리일자 및 연장 후 개정심리일자의 통지는 상기 1 항 중
15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64 조 개정 기록
1. 중재판정부는 개정 상황을 요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기가 진술한 기록이 누락 또는 오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완, 시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2. 기록은 중재인, 기록인,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제 65 조 판정 기한
1. 중재판정부는 응당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2. 중재판정부의 요구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은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6 조 본 규칙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칙
제 67 조 중재 언어
1. 당사자간에 중재 언어를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른다.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절차는 중문을 공식 언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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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 개정 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의 비서처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자체로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당사자가 제출한 여러 문서와 증명 서류에 대하여 중재판정부, 중재 위원회 비서국 및
지부의 비서처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중문 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8 조 송달
1. 중재와 관련된 모든 서류, 통지서, 자료는 인편으로 또는 등기우편 또는 특별속배, 팩스,
텔렉스, 전보 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의 비서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및 중재 대리인에게 발송한다.
2. 당사자 및 중재 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면 통지를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거나
또는 수신인의 영업지, 등기지, 주소지, 상주지 또는 통신 주소에 전달하였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기 주소를 찾을 수 없어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지부의 비서처가 등기우편 또는 배달 시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타
수단으로 최근 알려진 수신인의 영업지, 등기지, 주소지, 상주지 또는 통신 주소에
전달하였다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 69 조 중재 비용 및 실비
1. 중재 위원회는 규정된 중재 비용 요금 표에 근거하여 당사자로부터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외 중재인의 사건 처리에 따른 특별 보수, 출장비, 식숙비용 및 중재판정부가
초빙한 전문가, 검증인, 통역 등 기타 합리적인 실비를 수취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출장비, 숙박비 등 실비가 발생하는 중재인을 선정하였으나 중재 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실비를 예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중재 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 제 22 조 또는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중재 위원회 소재지 외에서 개정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출장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중재 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위의 실비를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 위원회 소재지에서 개정한다.
제 70 조 규칙의 해석
1. 본 규칙 각 조항의 제목은 조항의 해석에 사용되지 아니한다.
2. 본 규칙은 중재 위원회에서 해석한다.
제 71 조 규칙의 시행
본 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중재 규칙 시행 전에 중재 위원회 및 지부가
접수한 사건은 사건 접수 시 적용하던 중재 규칙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하면 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중국-380

kotra 국가정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비용요금표
본 요금표는 중재 규칙 제3조 1 및 2 항 중재 사건에 적용되며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분쟁 금액(인민폐)

중재 비용(인민폐)

1,000,000원 이하

3.5%, 단 최저 10,000원

1,000,000원~5,000,000원

35,000원 + 1,000,000원 초과액의 2.5% 가산

5,000,000원~10,000,000원

135,000원 + 5,000,000원 초과액의 1.5% 가산

10,000,000원~50,000,000원

210,000원 + 10,000,000원 초과액의 1% 가산

50,000,000원 이상

610,000원 + 50,000,000원 초과액의 0.5%

중재 신청 시 사건당 인민폐 10,000원의 입안 비용을 별도로 수취하며 동 비용은 중재
신청의 심사/입안/입력 및 컴퓨터의 사용과 파일 정리 등 비용이 포함된다.
중재 신청 시 분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황이 특별할 경우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중재 위원회 분회 비서처가 중재 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중재 비용을 외화로 수취할 경우 본 중재비용요금표의 규정에 따 인민폐에 상당한 외화를
수취한다.
중재 위원회는 본 중재비용요금표에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외,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합리적인 실비를 별도로 수취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비용요금표
본 요금표는 중재규칙 제3조 3 항 중재 사건에 적용되며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판공청 국판발(1995)44호 <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수금 방법>의 통보에 의거하여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위원회의 중재 규칙 제3조 3항 중재 사건 접수 시 다음의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1. 사건 접수 비용 요금 표
분쟁 금액(인민폐)

사건 접수시용(인민폐)

1,000원 이하

최저 100원

1,001원~50,000원

100원 + 1,000원 초과액의5%

50,001원~100,000원

2,550원 + 50,000원 초과액의 4%

100,001원~200,000원

4,550원 + 100,000원 초과액의 3%

200,001원~500,000원

7,550원 + 200,000원 초과액의 2%

500,001원~1,000,000원

13,550원 + 500,000원 초과액의 1%

1,000,001원 이상

18,550원 + 1,000,000원 초과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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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처리비용 요금표
분쟁 금액(인민폐)

사건 접수시용(인민폐)

5만원 이하

최저 1,250원

5만원~20만원

1,250원 + 5만원 초과액의2.5%

20만원~50만원

5,000원 + 20만원 초과액의 2%

50만원~100만원

11,000원 + 50만원 초과액의 1.5%

100만원~300만원

18,500원 + 100만원 초과액의 0.5%

300만원~600만원

28,500원 + 300만원 초과액의 0.45%

600만원~1,000만원

42,000원 + 600만원 초과액의 0.4%

1,000만원~2,000만원

58,000원 + 1000만원 초과액의 0.3%

2,000만원~4,000만원

88,000원 + 2000만원 초과액의 0.2%

4,000만원 이상

128,0050원 + 4000만원 초과액의 0.15%

중재비용요금표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하며,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한다.
중재 신청 시 분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황이 특별할 경우 중재 위원회 비서국
또는 중재 위원회 분회 비서처가 분쟁 권익의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예납 중재 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중재 위원회는 본 중재비용요금표에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외,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합리적인 실비를 별도로 수취한다.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재 규칙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비준 회답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
위원회로 변경함을 비준한다. 현 소속 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국제 경제 무역 과정에 발생
하는 일체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귀 회가 중국 법률과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 조약을 근거하고 또한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현행 중재 규칙을 시정하고 귀 회 위원회
회의 통과 후 발표 및 시행한다. 향후 중재 규칙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시정한다.
1988년 6월 21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중위원회로 개칭 관련 국무원의 통지 (1980년 2월
26일)
원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은 1954년 5월 6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대외무역중재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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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경제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사건

접수

범위를

중외합자경영기업,

외국인

대

중국투자, 중외은행간 상호 대출 등 여러 가지 대외경제 합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까지 확대하며 위원회 인수도 업무 발전의 수요에 따라 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
(1954년 5월 6일 정무원 제215차 정무 회의 통과) 대외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 무역과 관련된 사회 단체에 중재 기구를 설치할 필요
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대외 무역
2. 중재 위원회(이하 중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대외 무역 계약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특히 외국 상호, 회사 및 기타 경제 조직과 중국 상호, 회사 및 기타
경제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3.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 협의를 근거로 대외 무역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4.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대외 무역, 상업, 공업, 농업, 운수, 보험 및 기타 분야와
법률 방면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15 명에서 21 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5. 중재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주석 1 명, 부주석 2 명을 선정한다.
6. 당사자는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을 제기할 시 중재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1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함께 중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수석 중재인 1 명을
선정하여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아울러 당사자는 중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 명의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단독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 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쌍방이 합의한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중재인도
규정된 기한 내에 수석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 위원회 주석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만일 선정 또는 지정된 중재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석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중재 위원회 주석이 수석 중재인을 선정한다.
7. 당사자는 중재 위원회에 의뢰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중재인은 상대방이
선정한 중재인과 함께 수석 중재인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만일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중재 위원회에 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경우 중재 위원회 주석은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하여 단독 심리할 수 있다.
8. 중재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할 시 당사자는 중재 대리인을 위임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재 대리인은 중국 공민 또는 외국 공민이 될 수 있다.
9. 중재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할 시 당사자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당사자의 산권에 대하여
잠정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10. 중재 위원회는 중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나 분쟁 금액의
100 의 1 을 초과하지 않는다.
11. 중재 위원회의 판정은 종국적인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 모두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
판정에 대한 변경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12. 당사자는 판정이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 위원회의 판정을 자동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법원에 집행
신청할 제기할 수 있다.
13. 중재 절차에 대한 규칙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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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도

중국의 재판 기관인 인민 법원은 기층 인민 법원, 중급 인민 법원, 고급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법원의 4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의 소송은 모두 2심 종심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2심이 끝난 판결은 종심 판결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종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伸诉(탄원)를 제기할 수 있으나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섭외 사건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되고, 안건 처리기간의 제한은 없음. 소송 접수비는 일반적으로
원고측에서 사전 납부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판결이 끝난 후 패소 측에서 최종 부담하고
있음.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문제점
ㅇ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중국 법원의 지방 보호주의 경향으로 외국 또는 외지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대도시 법원 선정 필요
ㅇ 절차의 번잡 및 시간의 지연
 섭외 사건의 경우에 최고 인민 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ㅇ 소송비용의 과다
 기본 비용인 안건 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하며 현장검증 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 비용보다 더 많음


강제집행제도

중국에서는 중재나 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중국
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임. 일반 민사사건 강제집행의 경우 – 집행 신청
기간은 법인간 재판 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 내 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 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지역 보호주의 및 부문 보호주의 의식 팽배로 집행이 안된 경우가
많으며 피집행자의 소재 파악, 피집행 재산 파악 및 재산 확보 곤란, 집행관의 비 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된 경우도 상당함.
중재 재결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 인민 법원에
신청하며 인민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을 거절할 수 있음. - 한국 중재
기구(한국 상사중재원)의 중재 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중급 법원에 한국 중재 기구
'재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 절차를 거쳐 집행을 실시함. 중재 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
결정 권한 및 집행 실시 권한이 인민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 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렇게 중국 내에서 강제집행의 실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증인 및 저당권 제도 등 재산 보전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집행
거부 시 집행 거부죄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2006, 2007년 수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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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1) 가구 생산.판매 C 사
□ 기업개황
ㅇ 투자형태 : 합작투자
ㅇ 업

종 : 제조업

ㅇ 경영품목 : 목재가구
ㅇ 설립년도 : 2003 년
□ 시장환경
까사미아가 2003 년 중국에 진출 할 당시 중국내 외자 가구업체의 현황은 진출 한 기업 수
만도 1000 개를 초과하였고, 이중 대만계 가구 제조업체가 200 여개 정도였다. 일부 외국계
가구업체(생산과 판매기업 포함)가 제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여 내수 판매를 하고 있었다.
외국계 가구 업체들의 중국시장 참여 방식은 아래와 같은 4 가지 형태로 분류 되어 있었다.
① 중국내 head office 를 설립 : 홍콩의 lamex 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00 ㎡의 상품
전시장을 개설, 2002 년 매출을 인민폐 15 억 원 을 달성
② 중국내 조립공장을 설립 : dielle mobilifcio spa 는 상해에 dielle 가구회사를 설립하여
주로 이태리에서 수입한 가구의 부품을 조립 생산 하고 있었음
③ 중국 내 연락 사무소를 설립 : “이태리 家園” 은 1998 년 상해에 2000 ㎡ 의 상품
전시실을 개설하여 연락 사무소로 하여금 대리상을 통하여 중국 전 지역의 도시로
판매를 연계하고 있었음
④ 전문매장을 개설 : ikea 는 1998 년 상해에 부지면적 8000 ㎡ 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4000 여 종류의 가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상기와 같은 환경에서 까사미아는 제조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 하면서도, 가구 인프라 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디자인이나, 생산 노하우 등 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해 진출을 결정하였다.
대표적인 중국진출 외자계 가구업체
국적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이태리
이태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한국

회사명
Lifestyle Furnishings International
Hon Industrier
Stealcase Inc.
Haworth Inc.
阿跨帝集團
Dielle Mobilificio spa
IKEA
Welle Trading GmbH Internationale
Grosfillex Sarl
BIF

진출시기
1995
1996
1996
1997
1997
1998
1998
1997
1995
1998

투자형태
전문매장
생산기지
사무소
생산기지
전문매장,생산기지
조립공장
전문매장
Head Office
총대리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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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2002 년 3 월
2002. 3 월 ~ 2002. 11 월
2002.
2003.
2003.
2003.
2003.

12 월
3 월
4 월
6 월 ~
12 월 ~

2005. 1 월
2007. 6 월 현재 ~

상해 연락 사무소 개설
주요 원, 부자재 및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제조업
환경과 물류 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현재의 공장을 장기 임대 계약 체결(계약기간 10 년)
중국 생산법인 설립
중국 공장 OPEN (당월 매출 $ 40,000.00 달성 )
당월 매출 $ 60,000.00 로 손익 분기점 달성
당월 매출 $ 120,000.00 로 설립 당해 년 도에 670,000 RMB
의 이익을 창출
까사미아 중국법인 제 2 공장 설립.
1) 년 간 $ 3,000,000.00 수출
2) 수출 지역 다변화 (일본, 프랑스 등)
3) 제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매장 계약 진행, MARKETING 전략 수립 등).

ㅇ 주요 사업성과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고수익구조의 이윤을 창출 (한국 생산가 대비 55% 선 임)
2. 생산법인을 전진기지로 사용 함으로서 중국내 40 여개의 OUT SOURCING 처를 개발하여
주요 원, 부자재 및 일부 완제품 가구를 본사에 공급
3. 한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짐으로서 MARKET SHARE 의 확대뿐 아니라 SOFA
등의 아이템으로도 다변화 하였고, 현재는 일본, 프랑스 등 에 고수익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해 내고 있음
4.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하는 주요 자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가구 제품을 생산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5.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기술개발과 품질의 안정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 함으로써 중국의
내수 진출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음
6. 전진기지에서의 시장 조사 기능을 확대 함으로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사무용 가구인
우피아(UFFIA) 브랜드를 전개 하게 되었음(현재 압구정동에 300 평의 1 호 매장을
OPEN 하였음)
□ 성공요인
ㅇ 철저한 사전 준비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의 구조,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으나, 까사미아는 진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기법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밀하게 연구했다. 따라서 아직은 중국 내 동종 업계들 보다는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의 계약 과정에서부터 일반 부동산이 아닌
은행을 통하여 부실 채권이 물려 있는 공장을 물색함으로서 장기 임대에 대한 임대료
비용을 동 지역의 월 평균 임대료 11 위안/m2 보다 절반이나 저렴한 5.30 위안/m2 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위하여 초기 투자금액에 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 하는 등, 구조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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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산 기계설비 등 철저한 현지화
투자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장에 필요한 모든 기계설비와, 원,부자재는 100% 현지화
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중국산 기계설비는 외국산 에 비하여 평균 50%가 저렴하였다.
ㅇ 한국직원의 파견은 최소화
현지법인 총책임자 1 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공장을 운영함으로서
인건비등의 고정비용을 최소화 하였다.
ㅇ 기본에 충실했다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
이면서도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SYSTEM 을 만들었다. 특히 공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경영자 주변이 깨끗해야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경비의 집행이 투명하고 회계처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여
직원들도 경비절감 인식을 제고시켜 원가 절감을 유도하였고, 아울러 원, 부자재 등 구매
협상 및 계약에서도 원가절감 정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국문화에 한국적 관리 기법을 접목
중국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능동적이기 보다는 피동적이지만 맡겨진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다. 한국사람 1 명의 비용이면 중국사람 10 명의 고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중국직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느냐 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적 관리 기법을 잘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인의 수동적인 업무 방식과
성실함을 직무부여에 잘 활용하여 개인 별로 목표량을 정확히 정해주고 지시한 것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리 해 줌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 경쟁을 시키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급여 인상에 까지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 이렇게 함으로서 중국 근로자를 한국 근로자 못지않게 능률을 발휘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까사미아 상해 공장은 총책임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관리, 구매, 생산 등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장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산원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 근로자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중국 사람의
입장과 기준에서 근로자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철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서
가능 하였다.
ㅇ 시사점
세계 어디에서도 현지 사업의 성공 비결은 얼마나 현지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까사미아의

경우

중국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이런 과정 등을 통하여
현지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현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시킴으로써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387

kotra 국가정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성공에는 현지법인 경영 최고 책임자의 전문성과 원칙경영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의 현지
투자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현지 최고 책임자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문화와 관습이 다른 중국에서 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기술과 자본만을 믿고 투자한 회사들이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선진화된 나라에서 살아온
자신의 기준으로 현지의 기업문화나 근로자를 평가하지 말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등급
을 낮추어 현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때 기업이 진정한 현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핸드백 생산 S 사
□ 업체개요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업

종 : 제조업

ㅇ 경영품목 : 핸드백 OEM
ㅇ 설립년도 : 1992 년 (‘03 년 대형공장 완공)
□ 시장환경
이 회사에서 제조하는 핸드백은 현재 전량 수출하고 있고, 중국내수 시장에는 제품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명 연구 기관들이 향후 중국내 명품 매출 및 소비규모가 전세계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는 등 명품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
또한, 버버리, 알마니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09 년에는 세계 명품 브랜드의 60% 이상이 중국내 자체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사업성과
이 회사는 ‘92 년 처음 중국에 진출할 당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경영과 출혈적인 가격
경쟁 등의 방식으로 진출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및 내부
직원 만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0 년도부터 한국에서만 생산하던 명품
브랜드 OEM 핸드백을 처음으로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해외 명품브랜드이며, 현재 매월
28 만개의 핸드백을 생산, 한해 1 억 2 천만불(‘06 년 기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광저우 공장의 역할은 본사에서 수주 받은 주문량에 대한 단순 제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높아지는 ODM 비중에 맞춰 관련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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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
ㅇ 바이어 만족과 고부가가치화 실현
2000 년에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광저우 공장에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첫 1 년
동안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극도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필요에 따라 바이어에게 항공
으로 공수하는 등의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납기 준수로 바이어와의 튼튼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회사는 품질제일의 원칙에 따라, 광저우 공장의 경우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인원만
200 명 이상을 배치하고,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100% 전량 ‘전수 4 단계’ 검사를
실시한다. 4 단계 검사를 마친 제품에 대해 다시 한번 육안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내부직원 만족도 극대화
바이어의 만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직원들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핸드백 같은 제품의 경우 생산설비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수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품의 품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요소에 큰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타 생산직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05 년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받을 만큼의 쾌적한 근무환경, 그리고 잔디구장을 포함한 넓은 녹지
및 의무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입직원에 대해 인성교육을 비롯 3~6 개월간의 연수과정을 수행하고 관리직에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력 현지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종업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직과 인력난 등 인사문제를 비교적
적게 겪고 있으며, 숙련공과 기술직의 회사 충성도가 높아 인력 유실이 적은 편으로 회사
전체의 이직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시사점
이 회사는 중국내에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에서 사양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동 업계에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놓치기 쉬운 납기
일 준수를 위한 노력을 통해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온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조직 구성원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요소임을 잊지 않고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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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업 C 사
 기업개황
ㅇ 투자형태 : 독자
ㅇ 업

종 : 서비스업

ㅇ 경영품목 : 해충방제서비스
ㅇ 설립년도 : 2003 년
 시장환경
중국의 해충방제서비스시장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낙후한 상황으로 주요 대도시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 업종은 중국 위생부 산한의 愛國衛生運動委員會에서 중국 각 지역에 지역별 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관리 및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市나 省 관련협회
(有害生物防治協會)가 설립되어 정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현장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걸어온 중국의 특성상 정부기관 주도의 해충방제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90 년대 이후 서서히 민영업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외국계 업체들이 다수
진입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4 대해충(四害 : 쥐, 바퀴, 파리, 모기)을 지정하여 각 지역별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요 고객층으로는 일반 음식점, 공장, 호텔 등으로 아직 가정집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집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성과
이 회사는 현재 상해시를 비롯하여 화동지역, 북경시, 청도시, 천진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등 다양한 국적, 다업종의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
내자기업과 현격히 구별되는 기술력과 해충방제 시스템으로 나날이 사업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특히, ‘03 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래 매년 대상고객 및 대상지역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정기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수와 매출액 역시 매년 3~4 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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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요인
ㅇ 철저한 사전시장 조사 및 진출 준비
이 회사는 90 년대 중.후반 중국에 진출한 기존의 한국 및 다국적 고객들로부터 중국에서의
서비스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가 쇄도해 옴에 따라 21 세기 최대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스텝진을 선정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최적의 인원을 선정
하고자 신중한 채용을 진행하였고, 채용 후에는 세밀한 준비작업 진행 및 철저한 내부
교육을 통하여 명확한 회사의 사업방향을 인지시킨 후 현지에 파견하였다.
ㅇ 적절한 진출시기 선택
중국진출에 있어 적절한 진출시기 결정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도 한다. 너무 이른
진출은 시장형성 전이라서 업종의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너무 늦은 진출은 진입 즉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며, 아울러 선점권을 빼앗겨
시장진입 및 정착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회사의 중국 진출 시점은 사스가 한창 유행하던 2003 년도로 중국정부 및 민간인들이
환경과 위생문제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특히, ‘08 년 베이징올림픽, ‘10 년
상하이엑스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중국이 전반적인 경제 상승세에 있는 것도 호기로
작용하였다.
ㅇ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
중국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후발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발전의 여지도 커서 많은 신생 현지업체들의 등장과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업종의 태동
즉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아시아 최대 해충 방제업체로 발돋움한 이 회사는 중국시장에서도 기존의 방제
업체들과 차별화된 방제방식과 고객감동을 최대 명제로한 서비스시스템으로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환경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친환경적인 방제기술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ㅇ 확고한 의지 및 지속적인 관리
중국 투자자의 확고한 중국사업에 대한 의지 및 지속적인 관리는 중국투자 성패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단순히 중국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평가와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을
탈피할 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진출 이후 직면하는 무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회사는 인류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으로 해외방제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1 세기 최대 방제시장인 중국에 진출하여,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리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391

kotra 국가정보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전략 구축
중국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직후 즉시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업진행이 생각만큼 수월하게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회사는 목전의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결정,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규모를 늘려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 회사는 당분간 수익이
발생하여도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진행하여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시사점
중국은 지난 10 여년간 지속되어온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생활수준향상으로 서비스시장이 급격
하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지업체들의 기술력 제고와 해마다 증가하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대비하여 명확한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한국 혹은 다국적기업들의 대중국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 설립
후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하여, 소규모 투자로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서비스시장의 진출도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우수할 것이라는 기존 중국
인들의 선입견을 뛰어 넘어 한국의 서비스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진출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이 선행된 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 정부기관 및
업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자제품 제조 A 사
□ 업체개요
ㅇ 투자형태 : 합자(독일, 중국)
ㅇ 업

종 : 제조업

ㅇ 경영품목 : 전자제품, 가전제품
ㅇ 설립년도 : 1993 년
□ 투자동기
이 회사의 모기업인 A 그룹은 세계 500 강 기업 중의 하나로 전 세계에 120 여개 현지법인
또는 지사망을 두고 있다. 1993 년 5 월 중국 상해에 1 억 2,000 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전자
통신회사를 설립했고 이어 1995 년 강소성(江蘇省)과 안휘성(安徽省)에 각각 세탁기 제조
공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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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본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가격상 우세가 없고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원인
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으로 투자 진출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중국진출 시 중국시장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발걸음에 맞춰 경제구조가 완비돼 있고 금융, 경제, 무역의 중심지인 상해에 공장을 설립
했다. 특히 공장을 포동신구에 세운 원인은 포동신구 정부의 우대정책 때문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첨단기술제품으로 중국의 투자장려산업 분야다.
□ 기업 설립 및 경영현황
이 회사의 공장 총 면적은 15,000 평방미터이다. 상해시 공업구는 국가급, 성급, 시급
등으로 나눈다. 급수에 따라 임대료, 수수료 등도 다르다. 동사는 공장임대료, 인건비 등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국가급 공업구인 포동신구를 선택했다. 동시에 중국의 20 여개
성시에 34 개 영업망을 설치했다.
동사의 직원은 현재, 독일인 주재원 40 여명을 포함 2,500 명으로 그중 관리직이 24 명이다.
현지직원(관리직) 임금은 5,000-10,000 위앤이며 생산직 임금은 1 일 8 시간 근무기준
1,500-2,500 위앤 정도다. 첨단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주로 본사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휴대폰과 유선전화기, 전자제품 등을 생산한다. 생산설비는 본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원자재와 부품은 주로 중국에서 구입하고 있다. 단, 중요 부품은 본국에서 직접 수입
한다. 현재 중국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내수 비중은 7:3 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1993 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30%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 경영 애로사항
투자초기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해 세금 등 문제에서 손해르 보았다. 이
회사의 생산직원이 거의 현지직원이므로 간리상의 어려움도 있었다. 언어상의 문제로 현지
관리인을 채용해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다.
□ 후발 진출업체에 대한 조언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투자에 앞서 시장조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각 공업구의 기반시설과 지역별 차이로 인한 공장임대료, 임금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와 문화발전 정도가 서로 다르고 지도층과 일반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의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준법정신이 비교적 강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시장조사를 할 수 있고 사장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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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테리어 디자인 B 사
□ 업체개요
ㅇ 투자형태 : 독자(한국)
ㅇ 업

종 : 서비스업

ㅇ 자 본 금 : USD 200,000
ㅇ 설립년도 : 2003 년 7 월
ㅇ 직 원 수 : 한국인 2 명, 중국인 6 명
□ 투자동기
현재, 중국의 부동산산업은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해와 항주, 북경 등지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다. 부동산업의 발전으로 인테리어디자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92 년부터 한국에서 중, 고급아파트와 사무실 인테리어 디자인
업에 종사했다.
중국의 부동산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테리어디자인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중국으로의 투자를 결정하였다. 중국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시장조사를 하였다. 결국
중국의 경제, 금융 중심지인 상해에 투자했다. 상해를 투자지로 결정한 원인은 상해의 부동
산산업의 급성장과 갈라 놀 수 없다.
□ 경영현황
현재, 이 회사는 사무실을 시중심지인 쉬자후이(徐家匯)에 자리 잡았다. 직원은 주로 현지 직원
을 채용하고 있다. 이 업종은 대량의 인력과 물력이 수요하지 않는다. 현재 직원은 6 명의 현지
직원과 2 명의 한국인(각각 경영 및 기술 담당)이 있다. 회사면적은 거의 60 평 정도다.
현지직원의 기본임금은 2,000-3,000 위앤선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외 회사에서 직원의 보험금을 지불한다.
현재는 주로 상해시에서 영업중이나 점차 화동지구로 영업망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로 한국과 유럽 풍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아직 현지금융을 활용한 바는 없다. 현재 투자초기이므로 본격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 경영 애로사항
투자기업이면 모두 겪는 어려움일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투자초기이기 때문에 자금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로 인테리어디자인에서 생각이 서로 달라 가끔 손해를 보고
있다. 현지 직원 채용시 중국인의 사고방식의 오해로 사장의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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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 진출업체에 대한 조언
중국시장에 진출하면 아무 업종이나 꼭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중국내에서 경쟁
력이 있을 경우에 진출해야 한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중국내 업체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투자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자사 아이템의 중국내 시장성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투자를 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6) 제조업체 중국진출 성공 사례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기업을 꼽으라면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이름
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그리 바람
직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어려운 여건을 개척해 성공한 업체를 소개 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업체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밝히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되기에
이니셜로 대신하고자 하니 이해 부탁드린다. 중국 화동지역 경제권에서 한국기업이 진출
해서 성공한 지역 중에 개별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강소성 곤산(昆山)이라는 곳이다. 소주
지역은 삼성반도체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기업권이라 곤산과는 차이가
많다. 곤산의 많은 업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중국과 수교 전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발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이유로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 곤산에는 처음에 누구나 그랬듯이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하려는 노동집중산업이 많이
진출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 특히 종업원 3, 4 천명을 요구하는 완구업체와 구두 업체,
신발업체가 진출해서 아직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이 최근에 도시의 발전
목적을 신기술 생산기지화 하려는 움직임에 이런 업체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런 수출업체들이 단지 외국 기업의 OEM 공장화 되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데 있다. 결국 인건비가 오르고 중국의
동종업계가 경쟁력이 더 생기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미리미리 자기 브랜드로 키워 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안이한 사고에 안주한 것이
필자는 못내 아쉽다.
생산능력이 있고 자본도 있고 거기에 디자인 능력까지 있는데 단지 영업능력이 부족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 성공해서 잘 하고 있기에 필자는 그들이 부럽기는 하다. 이런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소주, 곤산, 태창 그리고 절강성의 가흥, 소흥, 영파 등 각 지역에 아주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인건비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다면 지역을 잘 골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이런 지역보다는 내륙의 다른 성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기 업종 중에서 완구 업체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본다. 이
완구업체는 세계에서도 매우 유명한 업체로 규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세계 1 등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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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변화하는 세계의 추세를 바로 인지하고 이미 10 년도 전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진출을 모색했다. 모색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당시 처음 진출시에는 우선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상황을 살피고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탐을 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조사를 현지에 직접 와서 몸으로 직접 부딪치면서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대단한 투자규모를 한다는 빅카드를 중국 지방정부에
제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진출을 했다.
만약 그들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아마 다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정부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윈윈 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지금 그 지역
에서 담당하는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10,000 명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고 그 지역에 내는 세금, 수출액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공헌도가
크다. 지금도 중국정부와 관계를 잘 맺으며 아주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초기 진출 시 중국의 자재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바이어에게
크레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모든 자재를 한국에서 가져다가 썼고 중국자재는 조금씩 조금씩
실험을 하는 수준이었다. 결론은 역시 불합격! 중국자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 회사는 원가
와 자재 납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에 자신이 있었던 이 회사는 결국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직접 주요 자재의 공장을 설립했고 지금은 그 공장으로 주요자재의
공급은 물론 주변의 동종업계에 까지 납품하여 큰 힘이 되고 있다.
수출을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런 철저한 계획과 중국의 이해를 가지고 진출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는 업체가 없을 텐데 많은 한국 업체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상황파악도
없이 중국을 진출하는 예가 많다. 잠시잠깐 들러서 장난을 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다. 올인을 한다는 각오로 중국에 진출을 해도 성공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곳이 중국이다.
이 회사처럼 중국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은가! 많은 한국 업체들이 세워져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잘 연구하고 이해해서 이제부터 중국에
진출하는 모든 업체는 모두 성공하길 기대해본다.
(통신원 :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 겸 무역법인장 이학진)
7) 의류업체 중국진출 성공 사례
중국이 10 여년전 개방을 했을 때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사람들은 화교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많은 열악한 중국의 현실이 과연 이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이 투자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러나 홍콩, 싱가폴 자본을 중심으로 진출한 화교자본은 거의 성공을 하였고 중국정부의
중국인 우대 정책과 맞물려 많은 이권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패션 업계의
강자는 아직도 거의 홍콩, 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나 브랜드가 중국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업체가 그 시장에 대적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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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노크 했으나 그저 노크로만 끝나거나 실수를
저지르고 나간 업체들까지 거의 모든 업체가 초토화 되었었다. 다만 골프웨어 업계로 W
업체와 케쥬얼 업체인 E 그룹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왜 그
어렵다는 중국의 패션 시장에서 성공을 한 것인가? 그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집스러운 컨셉의 유지
2. 자재의 고급화유지와 자재의 일관성
3. 본사의 인내
4. 중국법인 대표에 대한 믿음과 전문화에 대한 지원
5. 고객의 황제화
6. 중국시장의 믿음
7. 일관된 투자
8. 노하우의 축적
고집스러운 컨셉의 유지라 함은 중국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사업이 안 되고 이 제품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 수 없이 주변의 질책을 받을 때에도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고 그 시장이
형성될 때의 컨셉을 초기부터 성공할 때 까지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이다.
중간에 잘 팔릴 것이라는 제품으로의 변형이나 외도를 했다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얼굴은
잃고 성형된 얼굴로 남의 질책을 받으며 무대 뒤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몇 년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컨셉의 디자인을 선보이며 당시에는
구입을 못했으나 후에는 부러움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의 고객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각자의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금은 W 업체는 국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서 성공
인사들이라면 모두 한 벌씩은 입는 고급 브랜드로, E 업체는 10 대 - 20 대까지 주말 이나
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입어야 하는 의류로 그 자리를 튼튼히 잡아가고 있다.
두 번째로 자재의 고급화와 일관성은 W 업체는 최고급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찾는
단골 고객층을 실망 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E 업체는 원색의 아름다움을
자재로 표현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색은 자재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그들만의 색을 중국 젋은이들
에게 각인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사의 인내는 이득이 안 나고 오랜 투자기간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인내하고 미래의 중국시장을 위해 참고 또 참는 그리고 중국의 만만디를 초과하는 여유
로움을 보여줌으로서 성공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다. 대분의 기업들이 2 년을 버티지 못하
고 철수를 하는 조급함에 빠져있는 패션업계에서 현재 이 두 업체를 포함해서 10 년 전후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기다 려야
돌아온다. 너무 쉽게 중국의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자만을 넘어 착각
이다.
네 번째로 중국에 파견한 주재원들의 장기근속을 들 수 있는데 중국 전문가를 양성했다는데
그 진가를 발휘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3, 4 년 근무하면 본사로 귀환시키는 대기업들도
특수한 기업문화가 있는 중국에서는 이미 7, 8 년 장기 주재원근무를 시키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간파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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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고객의 황제화 이 말이야 말로 그대로이다. 중국고객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물건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실패한 기업들처럼 한국에서 팔다
남은 재고를 가지고 와서 파는 우를 범하지도 그 유혹에 조금도 빠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최고의 제품을 황제에게 진상하듯이 고객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다.
여섯 번째로 중국시장의 믿음이다. 중국시장은 10 년을 기다려 드디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미래의 시장가치를 끝까지 믿고 중국에 투자했고 이제부터는 장밋빛 세월만 남았다.
일곱 번째로 일관된 투자를 들 수 있는데 해마다 계속 매장을 늘려갔고 재투자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게 성공하지 못한 업체와의 차별된 중요한 이야기다. 지금 중국에서
버티기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업체의 대부분은 순간순간에 따라 투자가 변해서 일관된
투자를 못해 결국에는 답보상태에 빠져 버린 경우를 많이 봤으나 이 두 업체는 지속적인
투자 일관된 성장을 추구해 왔다.
마지막으로 노하우의 추적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업체 중에서 중국 패션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이 두 업체보다 더 많은 유통망이나 인재풀 그리고 꽌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다. 이것이 정보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하우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백화점이 생기고 있다. 그들은
먼저 이 두업체를 방문하고 이 두 업체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과연
입점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는 입점을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주고 들어가야 하고
어떤 요구조건을 걸어야 할 것인가 아주 많은 노하우들이 그들의 오관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래서 같은 곳, 같은 매출, 같은 제품이라도 훨씬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통신원 :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 겸 무역법인장 이학진)
나. 실패사례
□ A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 사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고심하다
2 년전 중국내 생산공장 건설을 결심하게 되었다. A 사가 본격적인 중국 투자진출을 결심한
후 상하이 인근의 K 시에 공장을 세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 개월여. 생산공정이
여러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립을 하는 경우이어서 설비만을 들여오고 공장인력을
채용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사안이었기는 하지만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다소 경솔한
업무진행이었다. 현지 마케팅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여러 루트를 활용하여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A 사는 생산후 1 년 반동안 중국내 판로를 전혀 열지 못한 채
공장문을 닫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A 사의 실패요인은 여러 가지 부주의가 복합되어 있다.
첫째, A 사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라는 투자진출의 기본에 소홀했다. 중국의 전자제품
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부품의 공급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고, 소수의 수입부품은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부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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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동종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A 사는 단순히 저임금의
노동력과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매력에 사로잡혀 투자를 결심한 경우다. 이 경우
성공률이 절대 높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A 사가 중국 현지의
경쟁사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중국의 빠른
관련산업의 발전 때문에 시장상황은 처음 투자를 했을 때보다 더욱 나빠졌다.
둘째, 코스트 관리를 하지 못했다. 현지의 업체들과 경쟁을 하려면 원가절감이 필수적이다.
특히 하이테크가 아닌 중고급 수준의 기술일 경우에는 중국 현지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므로 원가절감에 신경을 써야한다. A 사는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
받아 생산을 했고, 이에 따라 원가가 경쟁사보다 높았다. 특히 A 사는 중국시장에서는 신생
기업이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개척은 더욱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부품을 현지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 독자기업은 생산원가가
중국 현지기업보다 높다. 하지만, A 사는 원가가 더욱 높았고 시장이 개척되지 않은 상황
에서 공장이 개점휴업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셋째, A 사 품목의 현지시장의 특성을 알지 못했다. 일반적인 부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직접이든 중간 딜러를 거치든 납품을 하게 된다. 하지만 A 사의 마케팅 대상기업은 중국의
대기업으로 한정되었다. A 사가 생산하는 부품의 특성상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의 현지 생산법인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A 사는 초기 공장을
설립할 당시부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시장 개척을 꿈꾸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일단 기업의 총 구매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큰 기업의 구매담당자가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을 만날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다. 다행히 만나게
된 경우에도 결과는 좋지 못했다. 중국의 관련 대기업은 국영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었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자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상가상격으로 한국의 현지투자 대기업도 이미 현지에 공급선을 확보
했다는 이유로 A 사의 제의를 거절했다.
넷째,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 만약, A 사가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A 사의 기술은 중고급 수준으로
중국의 중견기업이 이미 따라잡은 기술이었다. 심지어 한국의 현지투자 대기업도 가격과
기술을 비교한 후 A 사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이 들어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의 시장”이며,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제품은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는 거친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은 A 사의 사례를 통해 현지 진출에 있어 사전조사가 위험요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며,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 기업은 결국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이다.
1) 지재권 침해 사례
지재권이라 하면 유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
말이다.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는 지재권
권리들인데 중국에서는 한국기업들에게 저작권이 문제가 된 적은 크게 없는 듯 하고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일어났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간단히 적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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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업의 경우
A 기업은 2002년 중국에 진출하였다. 약 1,000만불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내수시장 개척과 함께 제 3 국으로의 수출을 해서 제 2 의 성공을 중국에서 얻어 보려
하였다. 그런데, 진입초기부터 문제가 생겼다. 자신이 상호를 이미 먼저 중국에 진출한 다른
기업이 –대만기업이—등록을 해 버린 것이다. 누가 상호를 등록했는지를 알아 내어 혹시라도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면 상호를 적당한 가격에 넘겨 줄 수 없는지를 알아 보았 는데
너무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상대방이 요구하여 결국 한국에서 쓰던 상호를 쓰지 못하고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호를 쓰게 된 것이다. 상호를 전혀 다른 것으로 쓰게 되니 미국 등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일일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중국 법률상 “상호” 등록은 세계적으로 주지의 상호를 등록한다던지 아니면 거래가 있었던
상대방의 상호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보호를 해 주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
주고 있다. 거래가 있었던 상대방이라면 모를까 거래가 없었던 제 3 자가 한국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 B 기업의 경우
B 기업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중국에 현지 대리상을 두고 그에게 물건을
수출하였다. 물론 정식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서로
믿고 그냥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수출은 잘 되었고 대리상도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
으로 인해 백화점에 매장을 몇 개씩 늘려 나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리상이 수출
물건의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상표 등록을 해 버린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그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새로운 상표도 만들어 신상품을 LAUNCHING까지 시킨 것이다.
화가 난 B 기업은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길고도 지루한 소송을 통해 대리상이
등록한 상표를 결국에는 회수하였다. 다만, 그 동안 수출을 못하였으니 그 만큼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상표의 경우도 상호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지의 상표이거나 거래상대방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 이 경우는 거래 상대방의 상표를 악의
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악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음은 물론이다.
□ C 기업의 경우
C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는 동업종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다. 중국에 물건을 내다 팔던지
아니면 직접 현지 투자를 하여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어떤 중국 기업이 그대로 베껴서 C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시장에 상당량을 유포를 한 것이다.
중국기업이 유포한 가격은 C 기업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1/3도 되지 않는 가격
이었다.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위와 같은 가격에 시장
에 물건을 내 놓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C 기업은 이를 저지해 보려 다각도로 알아
보았지만 결국 중국 진출을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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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한다. 세계 주지의 디자인이
아닌한 –예를 들어 샤넬,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등은 다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중국
에서도 등록을 해 놓았다. 등록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디자인 보호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 D 기업의 경우
D 기업은 오랜 기술의 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어느 나라에 출원할까를
고민하였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사업을 할
예정도 아니고 하니 본격적인 사업을 할 중국에서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나서 특허가
나오고 나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천천히 특허를 출원하기로 하였다. 소개를
받아 모 특허전문 중국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특허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갔는데 원래 특허는 신청하고 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나도 특허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알아 보니 D 기업의 명의가 아닌 중국
기업 명의로 특허가 얼마 전에 이미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정을 자세히 알아 보니, 일을 맡게 된 담당 중국 변호사가, 이 특허가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동종업계 중국 기업에 돈을 받고는 팔아 버린 후
중국 기업이 자료를 받아서 특허출원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법적인 일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있는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등)을 소개 받아 일을 맡겨야 한다. 이름만 사무소 소속으로 해
놓고 개인 장사를 하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들이 너무 많으니 이를 주의 하여야 한다.
□ E 기업의 경우
E 기업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이다. IMF 때 구조조정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을 정리했고 그 이후로도 상시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리
하였는데, 동종업계 중국 기업에서 위 사람들을 고용하여 기술력을 따라 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구조
조정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회사에서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나와서는 자신의 예전 동료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국 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퇴사하게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기술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참으로 어렵다.) 위와 같은 일이 몇 년
지속되면서 중국 기업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술력에서 E 기업을 따라 가게 된 것이다.
IMF로 직장을 잃은 고급 기술자들은 갈 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종 업계의
대기업에서 뽑아 줄 리도 만무하고 중소기업에는 적응이 안되어서 취직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기업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적절
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신원 :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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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정착 가이드
가. 생활문화
1) 예술. 문화
경극은 1 천 여종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만도 200 여종에 달한다. 소재는 역사를
비롯해 신화, 전설 등으로 다양하다. 민간에서 비롯되어 주로 노천에서 공연, 독특한 분장은
예술적 스타일을 느끼게 한다. TV 와 신문 등 매체는 중앙 매체는 물론 지방 매체도 종류가
매우 많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중앙 매체보다 거주지역 매체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하이에서 시청 가능한 TV 방송
방 송 국（그룹）

CCTV (중국중앙방송국）

SMG
상해문광뉴스 미디어 그룹

채

널

소

CCTV-1

뉴스, 종합

CCTV-2

경제, 생활, 증권

개

CCTV-3

문예

CCTV-4（아시아）

국제（아시아지역）

CCTV-5

체육

CCTV-6

영화

CCTV-7

농업, 군사

CCTV-8

드라마

CCTV-9

영어

CCTV-10

문화

CCTV-11

경극

CCTV-12

법

CCTV-신문

뉴스

CCTV-어린이

어린이

CCTV-음악

음악

동방위성

뉴스,종합,오락

뉴스종합

뉴스,종합

제1 재경

재정,증권

라이프 스타일(Young）

도시생활、생활정보

드라마

드라마

체육

체육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프로그램

뉴스,오락채널

오락、종합예술、뉴스

문예

상해지역연극

음악

음악、최신가요

연극

호극、월극

동방어린이

어린이

동방영화채널（EM）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상 해 교 육 방 송

SETV

교육프로그램

해 동 방 송 국

여행위성채널（Travel Channel）

종합

중 국 교 육 방 송 국

제1프로그램（CETV-1）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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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주 방 송 국
하 북 방 송 국
사 천 방 송 국
티 벳 방 송 국
길 림 방 송 국
안 휘 방 송 국
중 경 방 송 국
호 남 방 송 국
광 서 방 송 국
강 서 방 송 국
산 동 방 송 국
흑 룡 강 방 송 국
호 북 방 송 국

위성채널

종합

내 몽 고 방 송 국
녕 하 방 송 국
산 서 방 송 국
강 소 방 송 국
요 녕 방 송 국
신 장 방 송 국
광 동 방 송 국
청 해 방 송 국
산 서 방 송 국
감 숙 방 송 국
천 진 방 송 국
복건성방송영화TV그룹

동남위성（SETV）

2) 종교생활
헌법 제 36 조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하고 있으나 장기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종교가 일상생활이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중국정부는 공산
당을 위협하는 단체 및 활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종교집회는 인정하나 중국
인에게 전도는 금지한다.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으며 종교 인구는 약 1 억 명, 종교
활동 장소는 10 만 여 개가 있는 것으로 8 만 5 천개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3) 가정생활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하의 습성으로 남녀차별은 없으며 관공서 방문시 여직원도 같이
배석하여 담소를 나누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많은 기업의 대외담당 및
사무직에 많은 여성이 많으며 이들의 능력은 남자직원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서 여성의 지위가 높고 가사는 철저하게 분담 원칙을 지킨다. 1 가족
1 자녀 정책으로 어린이가 소황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귀가 후 여가시간은 주로 외식
및 TV 시청으로 보내나 최근 급속한 소득 증가에 따라 외지로의 관광 등 레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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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시간 및 공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며 토.일요일은 휴무한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지역 별로
오전 9 시에서 오후 6 시 또는 오전 8 시에서 오후 7 시까지다.
관공서는 오전 8 시 30 분부터 12 시까지, 오후 2 시부터 5 시까지이며 은행은 오전 9 시부터
11 시 30 분, 오후 1 시부터 5 시까지이다. 백화점의 경우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이며
휴일도 정상 영업을 한다.
다. 주요운송수단
1) 택시
호텔, 백화점 및 시내 곳곳에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색깔은 지역마다 다르다. 호텔
등에서는 정문에 근무중인 보안이나 관리직원에게 부탁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다. 기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개 10~11 위앤인 경우가 많고 내륙 지역에서는 5~6 위앤인 경우도 있다.
요금 계산은 현금 또는 교통 카드 모두 가능하나 일부 택시 기사들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외지인 승객이 승차하면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택시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수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2) 버스와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각각 1~2 위앤, 1~5 위앤이나 노선이 많지 않고, 이용이 편리하지
않아 외국인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 병원, 약국
1) 병원
한의와 양의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흔하며 진료시간은 08:00-17:00, 휴일은 주로
응급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는 한국계 투자 병원들이 있어 언어소통
등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비용은 만만치 않다.
2) 약국
약국의 영업시간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08:00-17:00 인 경우가 많으나 휴일은 일반적으로
휴무 한다. 최근에는 백화점, 쇼핑센타내에 약국이 있어, 이들 시간은 백화점 및 쇼핑센타
개폐점 시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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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자 취득
1) 비자의 종류
ㅇ D 비자 : 중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는 자
ㅇ Z 비자 : 중국에서 재직하거나 취업하는 자 및 가족
ㅇ X 비자 : 중국에서 6 개월 이상 유학, 연수, 실습하는 자
ㅇ F 비자 : 초청형식에 의해 중국방문, 시찰, 강연, 상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를 위한
단기 연수.실습 등의 활동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L 비자 : 중국에서 관광여행, 친지 방문 또는 기타 개인 업무로 입국하는 자. 이 중
9 명 단체인 경우 단체 비자 발급
ㅇ G 비자 : 중국 국경 통과 비자
ㅇ C 비자 : 승무, 항공, 항운 임무 수행자, 국제선 항공기 탑승원, 국제선박의 선원 및 가족
ㅇ J-1 비자 : 중국내 상주 외국기자
ㅇ J-2 비자 : 임시로 중국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 기자
2) 의료검사 : 외국인이 1 년 이상 체류시 건강검진서를 제출
3) 비자 발급 기간 : 일반적으로 3 박 4 일, 최단 당일 가능
4) 필요서류 : 비자신청서 1 매, 사진 1 매, 여권(유효기간 6 개월 이상)
5) 유의사항 : 현지 체류 비자 기한 초과시 불법 체류로 간주되며 1 일당 500 위앤, 최대
5,000 위앤 벌금 부과
바. 주택 임차
1) 아파트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2,000 달러 선이면 중급수준의
아파트, 3,000 달러 이상 이면 고급 아파트 임차가 가능하다. 외국인 아파트는 보안이 잘
되어 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변 안전을 위해 중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
2) 계약 시 유의사항
입주 시는 크게 문제 안되나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파손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에 반드시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펴 보고, 계약 만료후의
집안 상태 및 물건 파손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해두는 것이 좋다.
사. 자녀 교육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외국인 진출이 많은 지역에는 외국학교가 많지만 외국인 학생
들의 수요가 더 많아 입학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17,000~20,000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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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지역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학교명

학년편제

학생

（KPH）

수

학비US$/년
K

home page

P1-6

H7-12

야오쭝국제학교

KPH

1000 17000

17500

18000

www.ycef.com

상하이싱가폴학교

KPH

315

7000

10000

12000

www.ssischool.com

상하이창닝국제학교

KPH

350

15000

17000

18000

www.scischina.com

콘코디아국제학교

KPH

250

21600

22600

23200

www.ciss.com.cn

PH

250

2400

3600

www.skoschool.com

상하이한국학교
상하이어메리칸스쿨

1100 11500

19000

20000

www.saschina.org

상하이일본인학교

KPH
PH

800

15420

15420

www.sjscn.com

상하이프랑스학교

KPH

300

4480

5720

8840

www.chez.com

상하이독일학교

KPH

200

7500

12000

12000

www.dsshanghai.org.cn

베이징SBS(캐나다)

H

400

6550

www.schoolbj.com

베이징스칭국제학교

H

400

11050

www.ibwya.net

베이징한국국제학교

KPH

1700

2200

2300

3000

www.kisb.net

베이징야오쭝국제학교

KPH

1000 17000

18000

18400

www.ycis-bj.com

칭다우국제학교

KPH

1500 13600

14500

16000

www.qischina.org

K : 유치원, P : 초등학교, H : 중고등학교
아. 이삿짐
이삿짐은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통관이 가능하다. 거류증 발급에 2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같은 회사 내 거류증 소지자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구를 포함하여 임대하므로 웬만한 가전제품은
송부할 필요가 없다. 중국 세관에서는 이삿짐에도 관세를 부과하므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물건만 송부하는 것이 좋다.
 관세
이사할 때 한국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포장비(인건비), 포장 재료비, 통관비, 컨테이너
적치 작업비, 트럭 운송비, 컨테이너 운송비, 컨테이너 해상운송비 등이 들어가고, 현지
도착한 후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신고한 물품에 따라 관세를 매긴다. 관세가 붙는 항목으로는
전자제품과 가구류인데, 전기제품류 20%, 가구류 10% 정도의 관세가 든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합쳐 물품 양과 선택 운송회사에 따라 200 만원에서 350 만원까지 경비가 들어간다.
 기타참고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서를 쓸 때 '집안의 물건을 꺼내고, 이삿짐을 집안에 넣는 전 과정을
운송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조항을 꼭 삽입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국내 간 이삿짐을 운송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인이 알아서 이삿짐을 집안까지 운반한다. 해외에서 오는
이삿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이삿짐이니까 집안에까지 넣어 줘야 한다'는 개념도 안 잡혀
있는데다가 그런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한국에서야 당연히 이삿짐을 꺼내고 실어 주지만 중국에 짐이 도착해서는 중국 이사관습에
따라 인부들이 마당에 짐을 풀어놓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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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운전면허증 수속
주요 도시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면허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하이의
경우, 이렇게 하면 실기 시험은 면제해주며 필기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된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7. 출장가이드
가. 기후
ㅇ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 몬순권이나 지역이 광활하여 아열대에서 냉대까지 기후분포가
다양함.
ㅇ 동북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인 해남성은 여름은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 다습함.
ㅇ 남부의 해남성은 연평균 기온 24 도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흑룡강성은 연평균
기온 4 도의 냉대 기후 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 차를 보이고 있음.또한
북서쪽의 청해, 티벳, 신강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기후 및 건조기후를 나타냄.
주요도시 기후현황
도시명
북 경
천 진
대 련
장 춘
상 해
남 경
복 주
남 창
제 남
청 도
무 한
광 주
계 림
성 도
중 경
귀 양
곤 명
서 안
난 주
하얼빈
해 구

연평균 기온(섭씨)
12.7
13.1
11.5
5.8
16.1
15.4
19.6
17.5
14.8
12.7
16.7
21.7
18.5
15.7
18.0
15.7
15.3
13.4
9.8
5.4
24.3

강우량(mm)
673.3
710.6
457.4
469.7
824.9
924.9
1,416.9
1,289.1
550.5
439.5
1,332.3
1,982.7
1,499.3
1,014.2
1,253.7
1,136.0
757.3
418.0
658.3
490.6
1,429.8

일조시간
2,559
2,463
2,736
2,723
2,067
2,005
1,623
1,840
2,527
2,708
2,016
1,475
1,557
1,970
840
1,191
1,988
1,362
2,191
2,496
2,002

자료원 : 중국 기상국(2007. 2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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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ㅇ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 시간(중국전역이 북경 표준시 사용)으로 한국보다 한 시간
늦음. (즉, 한국이 24:00 일 때 중국은 23:00)
ㅇ 중국은 미국이 지역별로 시차를 달리하는 것과 달리 전 국토를 동일한 시간대로 묶고
있음. 즉, 최 동단의 동북지역과 최 서단의 신강 자치구는 비행기로 4-5 시간 거리에
있으나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됨.
2) 근무시간
ㅇ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08:30-17:30(‘95 년 5 월 1 일부터 주 5 일 근무제 실시)
을 기준으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1 일 8 시간 근무하고 매주 평균근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
ㅇ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8:00-11:30, 13:00-17:00 이며(정부기관도 다소
차이가 있어 북경시 공안국은 08:30~11:30, 13:30~17:30, CCPIT(국가무역 촉진기구)는
08:00~11:30, 13:00~16:30),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은 09:00-16:00 (공상은행은
09:00~17:00 으로 개인대상 업무는 토, 일에도 하고 있음), 백화점 영업시간은 09:0022:30 (백화점 별로 다소 차이) 임.
ㅇ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간혹 일부 남방지역의 경우 점심 후 30 분 정도 오침시간.
다. 도량형
1) 도량형
ㅇ 중국은 국제표준 미터법을 법정 도량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유의 일부 측량단위는 비 법정 도량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자주 사용하는 비 법정 도량형
도량형 단위

국제표준

사용 예

寸

1/30 m

亩

666.6 ㎡

斤

500g

과일, 고기 등

兩

50g

술

바지구입시 허리둘레 측정
토지

2) 전기규격
ㅇ 50 헤르쯔, 220 볼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도시 전력사정 양호하나 최근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송전 실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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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국/비자
ㅇ 이 자료는 북경시공안국 홈페이지(www.bjgaj.gov.cn)의 자료 근거로 정리하였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86-10-8401-5282)로 직접 문의 바람.
ㅇ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음.
- X 사증 : 중국 내에서 단기(단, 6 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및 학업 목적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근무
- D 사증 : 중국 내 정착하여 장기거주 하는 자
-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
1) 단기 방중
ㅇ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 취재(J-2)등 중국에서 단기간(6 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
ㅇ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
-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음.
ㅇ 체류 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 전화(86-10-8401-5282)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해야 함.
2) 장기 주재
ㅇ 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입국 후 30 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 신고해야 함.
ㅇ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 하며, 전입지역 도착
10 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해야 함.
ㅇ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권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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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의사항
□ 여권분실 시
ㅇ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람. 분실여권은 위.변조 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시숙박
ㅇ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ㅇ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함.
ㅇ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 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 시간, 농촌지역은 72 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하며,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 중국 내 여행
ㅇ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다만, 군사
보호 구역 등 출입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함.
ㅇ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베트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 일전에 여권,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단체사증
ㅇ 단체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이 불가
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함.
ㅇ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해야 함.
□ 취업활동
ㅇ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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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ㅇ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
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음.
ㅇ 외국인이 중국 입국 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
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됨.
ㅇ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음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 출생신고
ㅇ 중국 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 후 1 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등임.
ㅇ 중국 국적법상 부모 중 일방이 중국 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
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ㅇ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 장(3.5cm x 4.5cm) 등임.
ㅇ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사망신고
ㅇ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 후 3 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사망자 사증을 반납, 폐기
해야 함.
□ 여권 및 휴대품 붐실
ㅇ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 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여권 분실자는 신 여권을 교부 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함.
ㅇ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
(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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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처벌
ㅇ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음.
ㅇ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ㅇ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ㅇ 화폐단위는 인민폐(元:RMB), 1 원 10 각, 1 각은 10 분이며, 최대화폐 단위는
100 원임.

주화에는 1 원, 1/ 5 각, 1/ 2/ 5 분 등이 있으며 지폐는 1/ 2/ 5/ 10/ 20/ 50/

100 원, 1/ 2/ 5 각, 1/ 2/ 5 분 등이 있음.
2) 환율제도
ㅇ 중국은 지난 2005 년 7 월 21 일 페그환율제를 폐지하고 복수바켓환율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변동환율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에 접어듬. 2007 년 12 월 현재 1 US$ =
7.37 원을 전후로 변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절상압력으로 추가 절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과거 환율 제도 변경 상황
ㅇ 중국은 '94.1.1 부로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 환율제를 ‘94 년 1 월 1 일 US$당
인민폐 변동환율을 8.7 원으로 첫 공시함.
ㅇ 종전의 공정환율이 약 5.7 원이었음에 비추어 인민폐의 실질가치가 33.3% 평가 절하된
것이며 중국정부는 새로운 환율관리제도의 가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선진국의 은행간
외환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전국 외화교역중심"을 상해에 개설함.
ㅇ 또한 중앙은행 인 중국인민은행은 전날의 은행간 외환수급상황에 기초하여 인민폐의
대미 US$ 환율 및 여타 주요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매일 발표하고, 국가지정 외환
취급은행 들은 인민은행이 결정한 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외화를 매매하게 됨.
ㅇ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통되어 온 외화태환권(FEC) 발행을 중단하였고 최종
교환기한을 ‘95 년 6 월말까지 제정하였으나 외화태환권 교환곤란을 감안 최종 교환
기한을 ‘96 년 6 월 30 일까지 연기함.
ㅇ ‘96 년 4 월 1 일부로 신규 외환관리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외환관리법규를 정비
함과 동시에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폐의 경상항목
하에서의 태환을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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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6 년 12 월 1 일부로 IMF 8 조국으로 이행, 경상항목 관련 인민폐 자유 태환화를 실현
함으로써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외채이자 상환,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송금 등에 대한
직접적 외환 통제에서 간접관리로 전환함.
□ 환전장소
ㅇ 환전 장소 : 은행, 백화점, 호텔 내에서 환전 가능 (적용환율은 동일)
- 암달러상과의 환전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음
□ 환율
ㅇ US$ 1= RMB 7.3751 (매매기준환율 / 2007 년 12 월 18 일 기준)
(자료원 :중국은행 www.boc.cn)
바. 교통/통신
국내 항공편을 비롯, 철도,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 철도의 경우
주말, 휴일, 국가 기념일(노동절, 국경절, 춘절 등)에는 좌석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전 예약
이 필요함.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있음.
1) 항공편
ㅇ 한중간에는 하루 십 수 편의 항 편이 운항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함.
ㅇ 한국의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제주 등 주요 도시는 중국의 북경, 천진, 상해,
광주, 남경, 서안, 청도, 연태, 대련, 심양, 장춘 등과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음.
ㅇ 관광 성수기에는 계림 등 유명 관광지로 연결하는 노선도 운항하고 있음.
ㅇ 중국노선은 대부분 직항으로써 동일 노선에서는 가격차가 거의 없음.
ㅇ 일부지역은 한중 동일 노선간 복수항공사의 운항으로 항공권 가격이 다소 하락하기도
하였음.
ㅇ 또한 상해의 경우, ’07.10 월부터 ‘김포-홍교’간 셔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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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간 취항 주요 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

대표연락처

공항연락처

주요 취항지

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

1588-2001

032-7427654

중국 주요 도시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

1588-8000

032-7442132~3

중국 주요 도시

산동항공

www.shandongair.co.kr

02-775-2691

제남, 청도

상하이항공

www.shanghai-air.co.kr

02-774-8800

상하이, 장가계,
계림, 장사,황산,
삼아, 마카오

심천항공

www.shenzhenair.co.kr

02-766-9933

심천,마카오,홍콩
,광저우, 주해

중국국제항공

www.airchina.com.cn

02-774-6886

032-7443255~8

중국 주요 도시

중국남방항공

www.cs-air.com

02-775-9070

032-7443270

광저우

중국동방항공

www.ce-air.com

02-518-0330

032-7443786

중국 주요 도시

중국샤먼항공

www.xiamenair.com.cn

02-3455-1666

하문(샤먼)

중국해남항공

www.hnair.com

02-779-0600

해남도

2) 선편
선편은 현재 인천항에서 중국 요녕성의 단동, 대련, 영구, 하북성의 진황도, 산동성의 연태,
위해, 청도, 그리고 천진직할시 등을 운항하고 있으며, 평택항에서는 산동성의 영성, 일조
를 운항하는 여객선(카페리)이 있음.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 ‘따이공’으로 불리는 보따리상
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비행기편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운임이 저렴하여 보따리
무역이나 학생들의 배낭여행 그리고 수학여행 등에도 이용되고 있음.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http://www.incheonferry.co.kr/)
터미널
제 1 국제
여객터미널
(연안부두)
제 2 국제
여객터미널
(구터미널)

선박회사
단동해운
대인훼리
범영훼리
진인해운
한중훼리
연운항훼리

전화
032-891-3322
032-891-7100
032-891-5555
032-891-9600
032-891-8880
032-770-3756

위동해운

032-777-0490

진천해운

032-777-8260

출발-도착
인천-단동
인천-대련
인천-영구
인천-진황도
인천-연태
인천-연운항
인천-위해
인천-청도
인천-천진

소요시간
15 시간
16 시간
24 시간
21 시간
16 시간
24 시간
14 시간
17 시간
25 시간

운항스케줄(출발)
매주 월, 수, 금
매주 화, 목, 토
매주 화, 토
매주 월, 금
매주 화, 목, 토
매주 월, 목
매주 월, 수, 토
매주 화, 목, 토
매주 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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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http://www.ptport.or.kr)

터미널

선박회사

전화

출발-도착

소요시간

운항스케줄(출발)

국제

대룡해운

031-683-9300

평택 – 榮城

매주 화, 목, 토

여객부두

황해훼리

031-682-9120

평택 –日照

매주 월, 수, 금, 토

3) 국내 교통
□ 열차
중국은 방대한 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교통수단 중 가장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철도임. 철도 요금은 좌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야간열차는 효율적으로 이용
한다면 일반 중국인들과 접촉해 볼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드넓은 중국 대륙을 차창을 통해
감상 해볼 수도 있는 기회도 만날 수 있음. 열차표를 보면 모두 `처츠'(車次)라는 열차번호
가 있는데 영문 이니셜로 Z(직행고속열차), T(고속열차, 중간 중간 각 성의 소재도시, 대형
도시 정차), K(T 보다 좀 더 많은 지역 정차하는 고속열차), N(각 성의 철도국 관할지역만
운행), L(임시열차), Y(관광열차),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만행 열차로 대부분 열차역
모두 정차)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열차표를 살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하며, 장거리 여행시는 침대칸(4 인용, 6 인용)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지하철
지하철은 특히 출퇴근 시간 시 가장 빠르고 편안한 교통 수단임. 현재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북경, 천진, 상해, 광주, 남경, 심천 등이며, 건설중에 있는 도시는 무한, 장춘, 심양,
대련, 항주, 성도, 서안 등임. 상하이와 중경직할시는 지상으로 달리는 궤도열차가 있음.
북경의 경우, 현재 도시 중심을 순환하는 노선과 시 외곽 서쪽까지 운행하는 두 개 노선이
있으며 2006 년까지 13 개 선으로 확장될 계획임. 요금은 지하철과 지하철에 이어진 경궤도
선 구역으로 분류되며 지하철의 경우 현재 거리에 관계없이 3 元이나, 지하철에 이어진
경궤선인 경우 5 元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5 시 30 분부터 밤 23 시까지임.
4) 국내 및 국제 전화
□ 시내전화
"꿍용땐화(公用電話)"라고

쓰인

간판이

있는

길거리의

상점이나

신문잡지

판매소,

공중전화박스, 우체국 등에서 시내 통화를 할 수 있음. 요금은 3 분이 내에 0.22 원, 호텔에
따라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음.
□ 시외전화
시외통화는 "창투땐화(長途電話)"라고 하며 이전에는 장거리 전화국이나 호텔에서만 통화
했는데, 현재는 상점이나 전화부스 등에서도 모두 장거리 전화가 가능함.
요금은 6 초에 0.07 원이며, 국내 번호 (0)-지역번호

(예, 천진 22)-상대방 전화번호 순

으로 걸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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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출장이 잦은 분이라면 현지에서 중국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이어 연락, 한국과의 연락 등이 편리함. 핸드폰 단말기는 200 위안대부터 고가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음.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하는 것(보통 월말 결재)과 통화금액을 그 때 그 때 충전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어, 단말기 구입한 후 핸드폰 번호 구매 시 충전식 번호를 사용하면 됨.

충전용 카드는

길거리의 신문판매대, 간이 상점 등 구매가 매우 편리하여 불편하지 않음.
□ 한국과 통화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 시 KT 의 108821, 1082821(남방지역) 또는 데이콤의 108828,
1082828(남방지역) 한국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안내원이 나옴.
ᆼ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법
- 001/002 + 86(중국 국가 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
* 지역번호의 첫째 자리 "0"은 돌리지 않음
예) 한국에서 北京(지역번호: 10) 곤륜반점(KUNLUN HOTEL)으로 전화할 경우
001/002 + 86 + 10 + 6590 - 3388
ᆼ 중국 주요 지역 자동전화 지역번호
- 북경 010, 상해 021, 천진 022, 하북성 석가장 0311, 보정 0312, 당산 0315, 랑방
0316, 창주 0317, 진황도 0335, 요령성 심양 024, 대련 0411, 안산 0412, 무순 0413,
단동 0415, 금주 0416, 영구 0417, 산둥성 제남 0531, 청도 0532, 연대 0535, 태안
0538, 위해 0631, 래양 0535, 영성 0530, 용구 0535, 동영 0546, 길림성 장춘 0431,
길림 0432, 연길 0433, 도문 0433, 훈춘 0440, 용정 0433, 통화 0435, 사평 0434,
흑룡강성 하얼빈 0451, 목단강 0453, 가목사 0454, 흑하 0456, 대경 0459, 수분하
0453
5) 우편물 발송
우편발송은 특송우편(DHL 등)이나 일반 우체국을 활용할 수 있음. 특사우편은 한국과 연해
도시간 요금은 무게에 따라 다르나 서류 발송 시 100-200 위안 정도임. 우체국 이용 시
이보다 훨씬 저렴함
사. 호텔/식당
1) 호텔
각 지역별 경제발전의 차이로 호텔 숙박비도 차이가 있으며, 심천, 상해, 광주 등 연해 경제
발전 지역의 가격은 일반지방보다 높음. 수도 북경의 호텔은 일반적으로 1 박에 중급 약
100 불, 고급 약 200 불 정도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함. 지방 대도시의 경우 고급 호텔
100 불, 중급 호텔 50 불로 비교적 저렴한 편임.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과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여행사를 통하여 호텔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또한 코트라가 소재한 지역이라면 코트라를 통해 호텔 예약을 하면 코트라와
계약이 되어 있는 호텔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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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별 호텔 연락처(무역관 소재 지역)
지역

상해

북경

칭다오

대련

광주

청두

호텔명

전화번호

Sheraton Grand Tai Ping Yang Hotel

T.021- 62758888

InterContinental Pudong Shanghai

T.021- 58356666

Hilton Hotel Shanghai

T.021- 62480000

The Westin Shanghai

T.021- 63351888

Huatng Hotel Shanghai

T.021- 64396000

Shanghai Marriott Hotel HongQiao

T.021- 62376000

Grand Hyatt Shanghai

T.021- 50491234

Kunlun Hotel

T.010- 65903388

Kempinski Hotel

T.010- 64653388

Landmark Hotel

T.010- 65906039

Beijing International Bamboo and Rattan Tower

T.010- 65906688

따중호텔

T.010- 65068888

Beijing Hotel

T.010- 65137766

Shangri-La Hotel Beijing

T.010- 68412211

The Great Wall Sheraton Hotel Beijing

T.010- 65905566

The St. Regis Beijing

T.010- 64606688

China World Hotel

T.010- 65052266

Trader’s Hotel

T.010- 65052277

CTS Plaza

T.010- 64622288

Shangri-La Hotel

T.0532- 83883838

Crowne Plaza Hotel

T.0532- 85718888

Seaview Gaden Hotel

T.0532- 85882508

Haitian Hotel

T.0532- 83871888

Grand Regency Hotel

T.0532- 85881818

Sophia Hotel

T.0532- 88977006

Huanhai Gloria Hotel

T.0532- 83878855

Porihwa Hotel

T.0532- 88258401

Shangri-la Hotel

T.0411- 82525000

Furama Hotel

T.0411- 82630888

Swiss Hotel

T.0411- 82303388

ChuanBo LiWan Hotel

T.0411- 83123888

Norinco Hotel

T.0411- 82818388

Kerren Hotel

T.0411- 87621188

White Swan Hotel

T.020- 81886968

Garden Hotel

T.020- 83338989

China World Hotel

T.020- 86666888

Dongfang Hotel

T.020- 86669900

Guangdong International Hotel

T.020- 83311888

Asia International Hotel

T.020- 61288888

Baiyun Hotel

T.020- 83333998

Kempinski Hotel

T.028- 8526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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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샤먼

Holiday Inn Crown Plaza

T.028- 86786666

Sofitel Wanda Chengdu

T.028- 66669999

Sheraton Chengdu Lido Hotel

T.028- 86768999

JinJiang Hotel

T.028- 85582222

Shangri-La Hotel

T.027- 85806868

Oriental Hotel

T.027- 85888668

Bestwestern Hotel

T.027- 68871588

Ramada Plaza Hotel

T.027- 83630888

HK & Macao Center Business Hotel

T.027- 68822666

Mandarin Hotel

T.0592- 6023333

Marcopolo Hotel

T.0592- 5091888

Powerlong Hotel

T.0592- 5188888

Seaside Hotel

T.0592- 5959999

Best Western Hotel

T.0592- 5123333

Jinyan Hotel

T.0592- 2218888

Lujiang Hotel

T.0592- 2022922

Wanhao Hotel

T.0592- 5580888

2) 식당
중국의 먹거리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함. 지역별로 재료와 맛의 차이가 독특하고 특유의
향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출장자들이 며칠 보내며 식사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음.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식당이 자리 잡고 있어 음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상해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식 당 명
감미옥
진성
포향한식점
능수가든
만수정
본가
금수강산
孔家花园酒家
鲜鲜房
왕바오허
Folk Restaurant
王朝
舒友
Suntory
Kobachi
Taiyro
Shintori
Tokio Joe
海の幸
ITOYA

전 화 번 호(021)
3431-7573
6270-9082
6875-0077
6278-3202
6262-1243
5118-2777
3432-1711
6468-3159
6295-1717
6322-3673
6372-9893
6262-7777
6421-8888
6841-3300
5049-1234
6471-3003
6467-2459
6318-0785
5888-1010
52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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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식 당 명
옌사서라벌
수복성
비원
우가네
왕징전주관
진국설렁탕
해화성
오죽헌
해당화평양냉면
京信全聚德
俏江南盈科店
郡王府
四川會館
東來順
花家怡院
송도
화도옥
Hatsune

전 화 번 호(010)
6465-1845/6435-1215
8453-9999
6462-4032
8237-6558
6475-1500
6508-3983
8455-2088
5867-0230
6502-3557
6466-0895
6539-3502
6506-0888
5822-2888
6513-9661
6405-1908
6468-8699
6263-4577
6581-3939

칭다오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식 당 명
코리아(해천호텔 1층)

한식

중식

일식

전 화 번 호(0532)
8387-1888

금수강산(크라운프라자호텔 4층)

8571-7811

경복궁

8386-2449

흥부명가

8801-1080

돌담집

8596-9772

청원

8573-5400

본가

8897-9632

평양관

8575-6498

맹가네

8896-3382

가부이 꼬치구이

8575-6668

蝶俏

8571-7123

鹿港小鎭

8387-0877

牛肉工坊

8572-3300

老轉村

8572-2776

陽光佳日

8506-3678

海夢圓

8592-8188

동해바다

8898-0389

바다목장

8898-7663

해랑

8575-6237

淸水日本海

8593-3988

新橋
송하

8387-1888
8596-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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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식 당 명

전 화 번 호(0411)

태능갈비

8263-3676

서라벌(푸리화호텔 내)

8365-6290

고려원

6298-7188

대장금

8366-9898

萬寶海鮮舫

8881-2888

東海明珠美食城

8256-3366

天天漁港

8280-1118

台北 1+1

8480-1333

大漁

8210-9060

大江户

8271-5555

大名

8363-6708

八兵衛

8271-6333
광주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식 당 명

전 화 번 호(020)

소미헌

8373-9000

보성고려숯불갈비

8754-5758

고향집 1호점/2호점/3호점

8659-4686/8755-1210/8637-8860

제주도

8363-3745

명월관

8356-0339

금강원 1호점/2호점

8753-0727/8752-0699

廣州酒家 1호점/2호점

8138-0985/3880-9138

陶陶居

8139-6111

蓮鄕樓

8181-3388

泮溪酒家

8181-5718

利苑

3880-6788

新荔枝灣

8735-1133

桃園酒家

3759-5377

KOYAMA

3882-1846

TATEMURA

3880-5826

寅福門

3877-2728

Hirata

8188-6968

天之河

8755-4411

中森名彩

3880-8118

Chitose

8357-8488

이로하

8761-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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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식 당 명

전 화 번 호(028)

향토골

8692-2233

한가람(岷山호텔 맞은편)

8672-3377

코리아

8966-5727

서라벌

8512-3909

아리랑

8505-5158

설야적

8887-8792

한성헌

8510-8383

陳麻婆豆腐

8731-7216

第4城 花園餐廳

8452-7333

皇城老媽

8523-1777

滿庭芳

8519-3111
샤먼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식 당 명

전 화 번 호(0592)

아리랑

513-2204

한양관

531-4733

일심정

511-3114

원조곰탕

523-7783

애심정

251-0187

일송정

509-6123

남산루

602-0099

해와달

261-0400

舒友海鮮大酒樓

509-7609

亞珠大酒樓

220-6800

牡丹大酒樓

504-2666

佳麗海鮮大酒樓

516-5555

鯉魚門海鮮酒樓

251-7779

九龍塘食府

251-5335

松鶴日本料理

220-5592

桃太郞日本料理

221-4545

上野家日本料理

207-6630

多桑日本料理

553-6464

本島日本料理

585-1733

大口日本料理

53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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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지역 주요식당 연락처
구분

한식

식 당 명

전 화 번 호(027)

한성원

8588-8668(ex.1504)

투다리

8578-9225

금한성

8244-0091

湖錦酒店

8891-8868

亢龍太子酒軒
중식

8271-2228/8271-3338

555 HOTEL

8578-8508

謝先生餐廳

8377-9588

小藍鯨飯店

8579-9895

아. 관공서 관행
1) 서비스 수준 점차 개선
흔히 중국은 관시(關係)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했으며, 대표적으로 관공서 업무 수행 시
꽌시가 없이는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여전히 관공서의
관료주의가 심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국도 이러한
관시 문화가 점차 약해지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
2) 지역별 편차 심함
한편 중국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딱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관료사회의 분위기
는 남방이 융통성이 많고 북방은 다소 경직되어 있음. 또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연해
지역보다는 내륙지역의 경직성이 높은 편임. 우리투자기업은 세무소, 해관, 공상국, 환경국,
소방국 등 다양한 관공서와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데, 지역적 특성과 해당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자. 공휴일
중국의 법정공휴일
원단(신년)

양력 1 월 1 일

춘절(설날)

음력 1 월 1~3 일

노동절

양력 5 월 1 일~3 일

국경절

양력 10 월 1 일~3 일

1) 2007 년도 법정공휴일
중국의 장기공휴일은 춘절(설날), 5.1 절(노동절), 10.1 절(건국기념일)을 전후로 약 1 주 일의
장기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요일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부가 공휴일을
발표, 운영하고 있음. 2007 년도 중국의 공휴일 계획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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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정(元旦) 연휴: 2007 년 1 월 1∼3 일 (3 일 연휴)
- 법정휴일: 1 월 1 일 (일)
ㅇ 춘절(설날) 연휴: 2007 년 2 월 18∼2 월 24 일 (7 일간 연휴)
- 법정휴일: 2 월 18 일(일) ∼ 2 월 20 일 (화)
- 조정내용: 2 월 17 일(토), 25 일(일) 정상 근무
ㅇ 5·1 노동절(勞動節) 연휴: 2007 년 5 월 1∼7 일 (7 일간 연휴)
- 법정휴일: 5 월 1 일(화)∼3 일(목)
- 조정내용: 4 월 29 일(토), 30 일(일) 정상근무, 4 일, 5 일 휴무
ㅇ 10·1 국경절 (國慶節): 2007 년 10 월 1∼7 일 (7 일간 연휴)
- 법정휴일: 10 월 1 일(월)∼ 3 일(수)
- 조정내용: 9 월 29 일(토)과 30 일(일) 정상근무, 4 일(목), 5 일(금) 휴무
※ 중국정부는 ‘08 년 이후, 단오, 중추절 등 전통 명절을 추가하고 기존의 장기 연휴
기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숙박관련 유의사항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임시로 숙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함. 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경고 또는 50500 元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호텔, 학교, 회사 및 기타 장소 에서 숙박하고자 할 때, 여권 또는
체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 숙박등록을 기록해야 함.
2) 외환소지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이 미화 5,000 불(5,000 불 포함) 상당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중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함(5,000 불 미만 휴대 시 신고 불요)
 소지 총 금액 미화 5,000-10,000 불 상당 시
소지 총 금액 미화 5,000-10,000(10,000 불 포함)가지고 출국 시에는 사전에 여권, 사증 등
유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아야 함. 해관은 동 휴대증에 근거하여
출국을 허가함.
 소지 총 금액이 10,000 불 이상 시
우선 상기와 같이 은행에서 "휴대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허가신고를
해야 함. 해관은 은행과 외환관리국의 도장이 찍힌 "휴대증"을 근거로 출국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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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사항
ㅇ 전화 신고
-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 으로 신고(외국인의 경우 공안국의 교통 관리국
사고처에서 담당)
ㅇ 현장보존 및 증거·증인 확보
-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목격자 인명피해 정도·차량 파손상태 관련 차량번호·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기록(카메라 휴대 시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ㅇ 응급환자 발생시
- 위급 시 인명 구조가 우선이며, 부상자나 차량 등을 이동 이송할 때 사전에 분명한
표시가 필요
ㅇ 현장 조사
- 공안 도착 후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협조
 보행자 사고의 경우
ㅇ 보행자의 사고 충격지점·부상 부위·주변에 횡단보도·육교·신호등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
으로 확인
ㅇ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택시승객의 경우
ㅇ 택시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택시
번호, 운전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
ㅇ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경우는 특실이 아닌 일반실에 입원(특실이나 외국인
실의 경우 추가비용은 자기부담)
 공안측의 처리
ㅇ 현장 도착 후 신원 파악·현장 조사
- 중국의 경우 공안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대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함
ㅇ 공안은 사고 혐의차량 차량등록증 당사자의 면허증 등을 압수할 수 있음
ㅇ 공안은 사고조사 후 누구의 과실이 몇%인가를 결정하며 그 내용(책임인정서)을 사고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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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사자가 이 책임 인정서를 받아 공안의 중재 혹은 쌍방의 의견 교환으로 합의(공안
중재 시 외국인은 단독으로 공안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
ㅇ 공안의 조회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배상하게 되면 사건은 마무리되고 공안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함
- 단 공안의 1 차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상급공안기관에 이의제기가능
 보험회사의 배상 관련
ㅇ 사고 발생 후 보험 회사에 통보(쌍방 간 합의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통보치
않을 수 있음)
ㅇ 교통사고 중 음주·음독· 약물복용·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카. 유용한 연락처
주중한국공관
전화
주중국대사관
주중대사관
영사부
주 션양
총영사관

팩스

(86-10)6532-0290

(86-10)

(86-10)6532-6774~5

6532-0141

(86-10)6532-0290

(86-10)

(ext 321)

6532-6778

(86-24)2385-3388

(86-24)
2385-5170

주 상하이

(86-21)6295-5000

(86-21)

총영사관

6295-2639

6295-5191

주 칭다오

(86-532)897-6001

(86-532)

총영사관

6002, 6003

897-6005

주 광저우
총영사관
주 청두
총영사관
주 홍콩
총영사관

(86-20)3887-0555
(86-28)8618-5800
(852)2529-4141

(86-20)
3887-0923
(8628)
8616-5789
(852)
2861-3699

E-MAIL
webmaster@koreanwembassy.com
consul@koreanembassy.cn
shenyang@mofat.go.kr
shanghai@mofat.go.kr
qdconsul@mofat.go.kr
guangzhou@mofat.go.kr
chengdu@mofat.go.kr
info@kore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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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china.org) 중국 내 무역관

상하이

上海市 興義路 8 號
上海萬都中心 3110 室

T)86-21) 5108-8771,5108-8772
F)86-21) 6219-6015
E)shanghai@kotra.or.kr

베이징

北京市 朝陽區 東三環北路
2 號 南銀大厦 510 室

T)86-10) 6410-6162
F)86-10) 6505-2310
E)pekktc@kotra.or.kr

칭다오

山東省 靑島市 東海西路
17 號 海信大廈 1415 號

T)86-532) 8388-7931/4
F)86-532) 8388-7935
E)zaiyuan@hanmail.net

大連市 中山區 同興街 2
5 號 世界貿易大廈 45 層 4505 室

T)86-411) 8253-0051~3
F)86-411) 8253-0050
E)kotradlc@yahoo.com

廣州市 環市東路 339 號
廣州國際大厦 主樓 1009-11

T)86-20) 8334-0052
F)86-20) 8335-1142
E)canton@kotra.or.kr

홍콩

Room3102,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KONG

T)86-852) 2545-9500
F)86-852) 2815-0487
E)kotra@kotra.org.hk

청두

T)86-28) 8672-3501/6
四川省 成都市 總府路 2 號 時代廣場
F)86-28) 8672-3507
21 樓 2106 室
E)ctuktc@kotra.or.kr

우한

T)86-27) 8555-0118
湖北省 武漢市 漢口 新華後路 5667 號
F)86-27) 8555-0120
武漢新世界 國際貿易中心 3711
E)bhsung@kotra.or.kr

다롄

광저우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ㅇ 주소 :

北京市 建國門外大街國貿大厦 1201 室

ㅇ 전화 :

Tel. 86-10) 6505-2671/3

ㅇ 팩스 :

86-10) 6505-2670

ㅇ 이메일 :

Email:kftabj@public3.bta.net.cn

ㅇ 홈페이지 : www.china.kita.net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ㅇ 주소 : 北京市 朝陽區 宵云路 26 號鵬潤大厦 B 座 1602
ㅇ 전화 :

86-10) 8458-5320/5321/5322

ㅇ 팩스 :

86-10) 8458-5846

ㅇ 이메일 :
ㅇ 홈페이지 :

china@sbc.or.kr
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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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ㅇ 주소 :

北京市 亞運村 換賓大厦 A-1607

ㅇ 전화 :

86-10)6499-3846

ㅇ 팩스 :

86-10)6499-3931

ㅇ 이메일 :

wlpark@public.bta.net.cn

ㅇ 홈페이지 : www.kiep.go.kr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
ㅇ 주소 : 北京市 朝陽區 宵云路 38 號現代盛世大厦 508 室
ㅇ 전화 : 86-10)8453-8213/4/5
ㅇ 팩스 : 86-10)8453-8147
ㅇ 홈페이지 :

chinese.tour2korea.com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국사무소
ㅇ 주소 : 北京市 朝陽區 三理屯 東 4 街 3 號. 100600(주중대사관내 위치)
ㅇ 전화 : 86-10)6532-0290 ext.309
ㅇ 팩스 : 86-10)6532-0187
ㅇ 홈페이지 : www.koica.or.kr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경대표처
ㅇ 주소 : 北京市 朝陽區 建國路 2118 號京汇大廈 20 層 2001
ㅇ 전화 : 86-10-6566-9973~9975
ㅇ 팩스 : 86-10-6566-9905
ㅇ 홈페이지 : www.itkorea.org.cn (중국 IT 비즈니스지원센터)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공공서비스 부문
국내 장거리전화
113
전화번호 문의
114
국가번호 안내
115
시간안내
117
범죄신고
110
화재신고
119
구급센터
120
날씨안내
121
교통사고
122
북경수도국제공항
2580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
항공사
대한항공
(010)6459-0056
아시아나
(010)6468-4000

호텔
Beijing International Hotel
Kempinski Hotel
Kunlun Hotel
China World Hotel
Traders Hotel
Grand Hyatt Hotel
Great Wall Sheraton
Harbour Plaza Hotel
Hilton Hotel
Holiday Inn (Lido)
(010)8401-5295
수신자 부담전화
한국통신
온세통신

중국민항

데 이 콤

(010)6409-1114

(010) 6512-6688
(010)6465-3388
(010)6590-3388
(010) 6505-2266
(010) 6505-2277
(010) 8518-1234
(010) 6590-5566
(010) 6436-2288
(010) 6466-2288
(010) 6813-2299

108 821
108 827
108
828(교환원연결)
108 826(자동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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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관광명소
1) 주요 도시 별 관광지
ㅇ 北京: 萬里長城, 故宮博物館, 이화원공원, 천단공원, 명 13 능, 옹화궁, 북해공원, 천안문
광장(인민대회당, 모주석기념당, 인민영웅기념비, 중국역사박물관), 北京동물원, 향산
공원 등
ㅇ 天津: 수상공원, 天津희극박물관, 주은래기념관, 天津市예술박물관, 天津신항, 식품가 등
ㅇ 秦皇島: 재하, 산해관, 맹강여묘, 노용두 등
ㅇ 承德: 피서산장, 외팔묘 등
ㅇ 濟南: 대명호, 山東省박물관, 천촌불산, 영암산 등
ㅇ 靑島: 잔교, 해산물박물관, 중산공원 등
ㅇ 洛陽: 용문석굴, 백마사, 낙양박물관, 오성공원 등
ㅇ 上海: 홍구공원, 용화사, 황포공원, 上海박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원 등
ㅇ 蘇州: 사자림, 졸정원, 창랑정, 유원, 상숙 등
ㅇ 杭州: 서호, 전당강, 악비의 묘 등
ㅇ 南京: 명효릉, 중화문, 태평천국역사박물관, 남경대학살기념관 등
ㅇ 廣州: 월수공원, 난원, 광효사, 회성사, 廣州기의열사릉원 등
ㅇ 桂林: 노적, 칠성암, 복파산, 독수봉 등
ㅇ 심천: 사구공업단지, 적만 등
ㅇ 해남도: 해구, 해서묘, 오공사, 흥융, 동산령, 삼아 등
ㅇ 重慶: 비파산공원, 아령공원, 홍암촌, 가릉색도 등
ㅇ 瀋陽: 고궁, 북릉공원, 유조호, 중산공원 등
ㅇ 돈황: 명사산, 월아천, 막고굴 등
ㅇ 大連: 大連항, 성해공원, 노호탄, 大連자연박물관 등
ㅇ 長春: 남호공원, 吉林省박물관, 광복시장, 장춘전영제편창 등
ㅇ 하얼빈: 黑龍江省박물관, 송화강, 스탈린공원, 태양도, 아동공원 등
ㅇ 吉林: 북산공원, 용담산양록장, 길림시박물관, 송화호 스키장 등
ㅇ 장백산: 천지, 장백폭포, 장백산온수, 장백산자연보호구 등
ㅇ 성도 : 무후사, 두보초당, 구채구, 황룡, 낙산대불, 아미산, 도강언 등
2) 북경 시 관광명소
□ 天安門 광장
중국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격동하는 역사를 지켜본 곳으로 신해혁명 후 일본의 21 개
요구사항에 반발한 학생들이 1919 년 5.4 운동을 시작한 곳임. 이후 1966-76 년 문화
대혁명때에는 홍위병들의, 1989 년 6.4 천안문 사건 때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곳으로 세계 최대의 광장(약 15 만평)이며, 100 만 명이 운집 가능함.
천안문은 明의 영락제 때 지어졌고 1949 년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한
곳이며 문루 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國章과 모택동 상이 부착되어 있음.
□ 북경성과 자금성
1153 년 金朝때 최초로 북경에 도읍을 정해 中都라 했고 1267 년 元朝때 大都(土城)라 하였
는데 이때 현재 북경성의 기초가 이루어졌음. 明朝 영략제에 이르러 종루와 북루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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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之台로 삼고 이곳에서 政南方의 中軸線상에 호수에서 파낸 흙으로 景山을 만들었다.
景山에서 正南方에 皇宮 紫禁城을 짓고 자금성 좌 전방에 太墓(現 노동인민 문화궁)와
우전방에 社稷壇 (現 중산공원)을 세움. <周禮의 左朝右社 사상의 반영>
太液池의 남단을 확장한 후 北海, 中海(동해 서해 포괄 의미), 南海의 명칭이 생겼
음. <回歸自然의

도가사상에

부합>

현재

북해공원은

일반에

공개

이용되고

있으나

중남해는 국무원 및 당 지도자 관저지대로 사용되고 있음. 중국 祭天은 남부 교외에서
지내던 전통에 따라 城의 中軸線의 남쪽에는 天壇과 先農壇 북쪽에 地壇, 동쪽에 日壇,
서쪽에 月壇을 세웠음.
明 영락제(1564 년) 때 성벽(內城)을 쌓고 성 正南門은 正陽門, 正東門은 朝陽門, 正西門은
阜城門이라 칭하였으며 內城에는 正北門이 없었음. 內城에는 4 개 문을 포함 총 9 개문
(正陽門, 崇文門, 朝陽門, 東直門, 安貞門, 德勝門, 西直門, 阜城門, 宣武門)이 있고 明
嘉靖때 증축한 外城에는 7 개문(正南에 永定門, 東으로 左安門 · 東便門 · 廣渠門, 西로
右安門 · 西便門 · 廣安門)이 있음.
내외전체 성곽의 중심선 길이는 (북의 종각, 북루 - 경산공원 - 자금성 중심 六座大殿 정양문 - 영정문) 8 ㎞로 外城은 內城南面, 內城은 皇城, 皇城은 자금성을 에워싸고 모든
성 주위에는 방호용 운하가 있음. 또한 황궁문은 남쪽에 천안문 북쪽에 지안문, 동쪽에
동안문, 서쪽에 서안문이 있고 자금성은 남쪽에 午門, 북쪽에 神武門, 동쪽에 東華門,
서쪽에 西華門이 있음.
자금성의 규모는 동서 750m, 남북 1,000m 장방형으로 면적은 총 75 만㎡임. 사방은 높이
약 10m 의 성벽, 성벽 밖으로는 폭 50m 의 도랑 모퉁이에는 閣樓가 있음. 내부에는 총
9999 간이 있었다고 함. 모든 설계는 面南而王(황제는 반드시 남쪽을 향해서 천하 통치)
사상의 충실한 반영이라 할 수 있음. 사실은 황하 유역이 겨울에 북풍이 심해서 居住
건축은 남쪽을 향하고 북문을 만들지 않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음.
外城내 거주 지역을 내성의 동쪽은 東城區, 서쪽은 西城區, 남동쪽은 崇文區 서남쪽은
宣武區로 나뉨.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천안문 앞의 궁정광장이 인민광장으로
확대되고 중국역사박물관과 인민대회당이 세워졌음. 東西 長安街가 천안문 광장에서 옛날의
남북 중심선과 교차하고 자금성은 고궁박물관이 됨. 현재 외성벽과 성루는 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헐고, 지상에는 제 2 環狀 도로, 지하에는 지하철을 각각 건설했음.
□ 만리장성
ㅇ 玉門關(漢) - 嘉峪關(明) - 應門關 - 孃子關 - 居傭關(八達嶺) - 山海關
춘추·전국시대부터 명 대까지 2000 여 년 동안 8 개 제후국 10 여 개 왕조가 만리장성을
구축 함. 진시황이 천하통일 이후 흉노족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蒙恬장군을 시켜 30 만을
동원, 만리장성을 쌓았고 한무제 때 옥문관에서 가욕관에 이르는 만 여 리를 증축함.
漢·唐대에는 북방민족과 화친하여 장성 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명 대에는 원을
멸망시킨 후 몽골 족의 침입을 우려하여 가욕관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6700 ㎞의 장성을
증축함. 중국역대에 만든 장성은 5 만㎞, 16 개 성·시·자치구에 걸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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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령 남쪽 10 ㎞에 바로 남하하면 북경에 도달할 수 있는 거용관이 있고 明代에는 항상
700 여명의 군사가 주둔함. 팔달령 長城은 높이 8.5m 폭이 5.7m 로 6 명의 기마병이 일렬
횡대로 달릴 수 있음. 가장 높은 곳은 1015m 인데 지점에 모택동이 쓴 “不到長城 非好漢”
의 시구가 있음. 이는 紅軍 長征 때 寧夏 文盤山(해발 3000m, 萬里長城상 1 개 지점으로
서쪽으로 가욕관과 연결)에 도착했을 때 지은 文盤山이라는 詩의 한 구절임.
거룡이 굽이치는 형세를 하고 있는 팔달령 장성은 중국 전통 미학의 장미를 대표하는 일종
의 大地藝術이라 할 만함. 팔달령 고속도로 상 창평 西關環道에 明代 말 농민 봉기를 한
李自成의 동상이 있음.
□ 李自成 농민 봉기
明의 神宗말기 빈번한 당쟁과 조선의 임진왜란 참전 이후 재정 파탄으로 지방에는 유적과
농민반란이 일어나 불안이 계속되었는데 난민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陝西지방
의 李自成이 西安과 양자강 일대까지 석권함.
李自成은 당시 명이 후금 세력의 위협에 대비 주력군을 만주 방면에 두고 있는 틈을 타서
우수한 학자를 참모로 기용하고“ 均田, 平富 ” 를 강령으로 하여 가난한 농민을 규합함.
1644 년 북경을 함락하고 明 崇禎은 자금성 북쪽에 조성된 경산에서 자결함.
한편 명이 농민 폭동에 의해 자멸하게 되었을 때 지배층은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위협
하는 농민 군에 대항하여 淸 太宗 黃太極에 무력원조를 요구했음. 당시 산해관을 지키던
吳三桂는 만주 청군에게 북경 중원으로 향하는 관문인 산해관을 열어 줌.
野史에 의하면 李自成이 북경에서 吳의 전 가족을 감금하고 애첩인 陳圓圓까지 취한 것이
알려지자 민심을 잃게 되었다고 함.
이자성의 농민군은 3 개월 만에 명 지배층의 협력을 받은 청에 의해 제거되었으나
모택동은 그를 위대한 농민 봉기자로 재평가하여 동상을 세웠음.
□ 중국 공산당이 봉기한 4 대 농민 봉기
秦나라 陳勝과 吳廣, 唐의 黃巢, 明의 李自成, 淸의 太平天國
ㅇ 天壇公園
天壇은 “環丘, 祈谷”이라는 두 개의 제단의 총칭임. 명 나라와 청나라에 걸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 풍우(비)를 기원함. 天壇의 총 면적은 약 273 만 평방미터 이며
북경성 크기의 약 10 분의 1, 고궁의 두 배, 혹은 북해 4 배로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제단 형태를 가지고 있음. 天壇은 內壇, 外壇이 2 개의 담으로
나뉘어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북쪽은 둥글게 남쪽은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네모나다“는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임. 內壇에는 齊宮과 祭壇이
있음. 齊宮은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 재계 하던 곳이며 이곳의 본 건물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음. 모든 건축에는 대들보와 큰 기둥이 없음. 제단은 모두 2 개로 되어 있는데
祈谷은 북쪽에 있고 環丘는 남쪽에 있음. 2 개의 제단은 남북의 중심축 線에 있고 중간에는
담으로 분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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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谷壇은 명, 청 대에 북경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의 하나로 상단은 남색의 유리기와로
되어있으며 내부기둥의 숫자는 천문학을 기초로 만든 것임. 중앙의 용 모양의 4 개 기둥은
4 계절을 상징하고 있고 중간의 12 개의 기둥은 12 개월을 상징하며 외부의 12 개 기둥은
하루 12 시를 상징함. 내부와 외부의 기둥을 합하면 24 개로 이것은 24 절기를 나타냄.
삼층에는 28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1 주 동안에 나타나는 28 개의 성좌를
나타냄. 祈谷壇에서 環丘壇까지의 중간에 丹階橋를 설치하여 두 제단을 연결시킴. 이것은
본래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아래에 지하도가
있어서 입체 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임.
環丘壇의 북쪽에 있는 건축물을 “皇宮宇”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구 제단에서 제사를 모시 는
제위가 있는 곳임. 황궁우 바깥에는 원형의 담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메아리 벽
(回音壁)”임.

원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3 층 원형으로 설계되어 있음. 각 측

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모두 9 개이며 제단의 바닥은 중앙에 둥근 원형의 中心石을 깔고 그
주위로 부채꼴 모양으로 아홉 개의 돌 판을 깔았음. 9 개를 쓰는 이유는 중국 고대 시대 에
아홉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영원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숫자로 여겼기 때문임.
천단은 역학과 천문학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당시의 독특한 건축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제단으로 고대 건축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ㅇ 頤和園
金 이후 제왕의 行宮과 花園으로 조성되어 오던 것이 청 문종 咸豊 十年 英·佛 연합군에
의해 파괴됨. 光緖 14 년 서태후가 해군 군비를 전용하여 중건하고 이화원이라 칭함.
총면적은 290 ㎢이고 3000 여 칸에 달하는 건축물이 있음.
전체적으로 昆明湖와 萬壽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면이 3/4 을 차지하고 있음. 昆明湖를
따라서 14000 폭의 그림으로 구성된 728 의 長廊이 연결되어 있고 서쪽에 항주 西湖
蘇提를

본떠서

西提를

만들었음.

서태후는

仁壽殿에서

대신과

외국

사절을

만나고

樂壽堂에서 기거하며 德和園에서 희극을 감상했다고 함.
樂壽堂 앞까지 배를 댈 수 있어 서태후는 매년 음력 4 월 紫竹院 수로를 타고 이곳에 와서
9-10 월이 되면 皇宮으로 돌아가곤 했음. 昆明湖 호반에 있는 玉蘭堂은 光緖皇帝가
茂戌政變 (1898 년) 에 실패 후 서태후에 의해 감금되었던 곳이라 함.
□ 서태후 (咸豊皇帝의 後宮으로 궁궐 내 칭호는 慈禧태후임)
함풍황제 사후 慈禧의 아들이 6 세에 同治황제가 되고 함풍황제의 정부인 慈安 태후와
垂簾聽政을 함. 자안태후는 東太后, 자희태후는 西太后로 불리워짐.
함풍황제는 죽으면서 자안황후에게 자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聖旨를 내렸
으나 점차 정치적인 기질이 출중하던 서태후의 수중에 권력이 들어감.
1875 년 同治 황제가 아들이 없자 5 세 된 조카가 光緖皇帝에 오르고 서태후의 수렴 청정
이 44 년간 계속되어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청조 보수파의 리더역할을 함.
※ 중국역사상 유명한 여성 권력자로 漢유방의 妃 呂后, 唐 고종의 비 측천무후 (여 황제
가 되었다), 서태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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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圓明園
만주족인 청이 북경에 수도를 정한 후 명 나라의 황궁을 사용했으나 원래 유목 민족이라
자금성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강희황제 취임이래 50 여년간 북경 서북부 교외에 10 여 개의
園林을 세웠는데, 가장 빼어난 곳이 乾隆皇帝가 西湖十景, 蘇州 獅子林, 浙江紹興 蘭亭 등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원명원임.
원명원의 내부는 圓明園·長春園·綺春園 등 三園으로 되어 있음. 면적 350 ㎢ 길이 10 ㎞,
수면이 1/3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로와 호수는 인공으로 판 것인데 그 흙으로 여러 형태의
土山을 조성했음. 西洋樓는 漢白玉(河北이 주산지)과 오색 유리벽돌로 베르사이유 궁전을
본떠 만들었고 황제가 늘 감상했다는 분수와 연못이 장관임.
2 차 아편 전쟁때 영·불 연합군에 의해 소실되어있는데 당시 3500 여명의 병력이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는데 3 일 밤낮 불에 탔다고 함. 그 후 서태후가 일부 복구 했으나 1900 년
8 국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됨. 오늘날 그 현장을 보존하여 그 당시 내정 문란과 외국
의 침략에 대한 역사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雍和宮
만주족은 유목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는데 後金의 누르하치가 등극한 이래 沈陽
에 도읍을 정하고 동부 내몽고와 만주의 대부분을 평정하면서 라마교를 수용함. 청 태종은
내몽고를 통일 지배하게 되면서 라마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와 장려정책을 폈음.
한편 몽고족은 元朝때 궁중에서 라마교를 믿기 시작하였고 명조 말에는 牧民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전 몽고족의 1/3 이 라마교를 신봉하게 됨. 긴 문화적 전통과 종교역사가 없는
청조는 서장 청해 몽고 지역의 소수민족과 화합하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경에
수도를 옮긴 후 다수의 라마 사원을 세움. 그 중 가장 큰 것이 옹화궁으로 당시 에는 900
여 명의 라마(중)가 거주했다고 함.
淸 聖祖 康熙帝 33 년(1694 년) 황제의 넷째 아들(후에 옹정황제)의 사저로 지어졌으나 건륭
황제 때 현재 모습의 라마교 사원이 된 곳으로 청조 황제의 가족사원 이었음. 사적과 현존
문물은 청조의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天皇殿 앞에
옹화궁이라는 편액이 滿, 漢, 藏, 蒙의 4 종 문자로 씌어져 있고 한자는 건륭황제의 친필임.
永佑殿은 옹정이 황제가 되기 전에 거주하던 곳으로 그 안에 綠度丹補繡像(度母는 라마교의
女神)의 당카가 있는데 건륭의 모친이 직접 綢緞에 수놓은 작품임. 당카는 장족의 독특한
종교예술로서 繪畵, 刺繡, 堆繡 3 종이 있는데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임.
法輪殿(한국 불교의 대웅전에 해당) 동쪽의 班禪樓는 六世班禪이 북경에 와서 건륭제에
受戒와 祝禱를 한 후 휴식장소이고 戒台樓는 건륭제에게 戒를 주었던 곳임. 최북단에
전체가 목조건물로 된 3 층의 萬福閣이 있는데 그 안에 한 그루의 白檀香木으로 조각된
彌勒佛立像은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조형예술의 높은 경지를 나타냄. 높이 26m(지상
18m, 지하 8m), 직경 8m 로 1990 년 기네스북에 최고의 木佛로 기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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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시 관광명소
ㅇ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마당로(馬堂路) 306 로 4 호)
1926 년부터 1932 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이르기까지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청사로 사용하던 곳으로 당시 독립운동을 위한 임정 요인들의 활동 사진들과 사용하던
집기류 등이 전시되어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 년 4 월 13 일 상해에서 창설
되었으며, 수 차례의 이전을 거쳐 지금의 마당로 306 弄 4 號에 1926 년부터 윤봉길의사의
虹·公園 의거 직후인 1932 년까지 이곳에서 머물렀음.
임시정부가 상해에 머문 13 년기 간 중 이곳에서 7 년간 생활, 현재까지 가장 보존이 잘된
곳으로 임시정부 초기에는 국무원, 내무부, 군무부, 법무부, 교통부, 노동국이 각각 다른
청사를 사용함. 70 여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건물은 대부분 철거되고 주소가 바뀌
어 찾기가 힘듬. 마당로의 임시정부청사는 1990 년부터 임시정부 20-30 년대의 사무와
생활 용품을 수집하여, 1992 년 삼성물산의 지원으로 복원. 임시정부청사의 구조는
아래층에 회의실과 주방, 2 층 사무실, 3 층 침실 및 임시정부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 대지: 114 평방 M(35 坪), 건평: 102 평방 M(31 坪), 실 건평: 78 평방 M(24 坪)
ㅇ 臨時政府 略史
- 1919.4.13 - 1932.4: 上海 프랑스 組界地에서 臨時政府樹立宣布
- 1932.5 - 1940: 杭州, 南京, 長沙, 廣州, 重京 等 유랑이동
- 1940.9.17: 重京정착, 光復軍 설립
- 臨時政府 기간: 약 27 년간 중국에서 활동
ㅇ 復元 事業
- 91 년 이후 三星物産이 약 3 억원 지원하여 복원 실시
- 93. 4. 임시정부 복원 준공식 거행
- 관람객: 월 평균 약 2,000 여명
 豫園(예원)
40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강남(江南)의 고전적인 정원으로 1559 년에서 1577 년까지 17 년
동안에 만들어졌음. 원래는 명의 관료 반윤단(潘允端)이 부친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임. 예원이라는 이름은 "유열노친"(愉悅老親: 부모를 기쁘게함)의 "愉"자와 "豫"자의 뜻이
같다는 데서 유래됨.
정원의 부지는 2 헥타르 밖에 안되지만 설계가 정교하고 경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소주
(蘇州)의 4 대 정원과 함께 강남 명원으로 불리고 있음. 정원 안 서북부에 위치하는 대가산
(大假山)은 총 중량 2 만 2 천 톤에 달하는 무강석(武康石)이 퇴적해서 되었고, 예원 벽위의
기와는 하나하나가 용의 비늘을 닮아, 잘 보면 몇 마리의 거대한 용머리 형상이 보임.
예원 내부에는 40 여 곳의 오솔길이 있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여유 있게 놀고 있는 모습이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게 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관광객를 끌고 있음. 또한 수석, 그림
등을 파는 상점도 있음. 예원 정문 앞 연못 위에는 아홉번 꺾였다 하여 九曲橋라 불리는
다리가 있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항상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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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園商場(예원상가)
明代에 이루어진 豫園의 서쪽에 자리잡은 이곳에는 122 개의 상점이 밀집하여 있고, 주변
에는 이도시의 낡은 건물 등 옛모습 그대로의 성안 풍경이 많이 남아 있어, 외국 관광객
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이곳에서 주로 팔고있는 것은 각 지역의 특산 공예품이 많으며, 전문점, 옷 가게, 서점 등
모든 것이 좁은 지역에 있음. 상해인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여러 곳이
있고, 항상 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小龍湯包는 고기만두에 스프가 들어 있고, 시루에
져서 나옴. 이 만두 속의 스프는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야 함.

 와이탄: 外灘(외탄)
남경동로에서 시작되는 外灘은 황포강변을 따라 1.5Km 가량되며, 1940 년도에 지어진 석조
건물이 즐비하여 이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음(지금 이 석조 건물에는 외국 은행들이 들어와
은행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음) 맞은편 황포강의 제방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즐겨
찾고 있음. 이 제방에서 바라보는 황포강과 동방명주(東方明珠)탑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상해의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음. 특히, 밤 조명에 비추어진 外灘의 석조건물과
동방명주탑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음. 여름에는 황포강바람이 불어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고 있음. 外灘은 남경로, 황포공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外灘,
황포공원, 남경로 순으로 보는 것이 좋음.
상하이 시중심인 황푸취(黃浦區)에서 황푸쟝(黃浦江)을 따라 형성된 시민의 휴식처로서
상하이 근대역사의 상징으로 불리워지기도 함. 즉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부득이
상하이를 개방하였을 때 서구열강 들이 이곳을 통하여 진출함.
 상하이 동방명주(東方明珠) 방송수신 탑
상해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방송탑은 해발 468m 의 높이로 1991 년 4 월부터 시작
하여 44 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립된 상해 명물중의 하나이며, 향후 포동지역에 대한
상해시의 야심을 대표하는 걸작품이기도 함. 外灘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7 만㎡, 무게 10 만 톤으로 10 개의 라디오방송과 9 개의 TV 방송을 동시에 송출 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를 구비하고 있음.
탑 정면에는 "東方明珠"라는 강택민 주석의 글씨가 쓰여져 있으며, 1 층 벽에는 각국의
풍경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음. 이 곳에서는 상해시내, 황포강
그리고 포동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음. 특히, 밤에 보는 상해의 풍경은 상해가 가히 중국
최대의 경제, 무역, 상업도시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해발 4m 지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40 초 후 해발 263m 의 전망대에 이르고 또한 출입문 쪽으로 나오다 보면 방송탑의
규모 및 건설과정을 설명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魯迅公園(노신공원)
大連西路 345 號에 북문이 있고, 西川北路 288 號에 서문이 있음. 북문으로 진입하는 것이
윤봉길의사 폭탄투척 장소와 魯迅의 墓에 가기가 편리함. 원래 홍구(虹口)공원으로 불리었
으나, 지금은 魯迅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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魯迅공원에는 魯迅(1881-1936)의 묘와 기념관이 있음. 魯迅의 동상 뒤편에 있는 묘는
上海西郊万 國公墓에서 1956 년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넓이가 1600 ㎡이고, 모택동의
친필인 "魯迅先生之墓" 라는 글씨가 쓰여 있음.

1951 년 개관한 魯迅 기념관에는 주은래가

쓴 "魯迅公園" 란 글귀가 있고, 魯迅이 생전에 애용한 물건과 유물, 업적 등 1 만 1 천 여
점이 전시되어 있음.
또한, 한국사람이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중의 하나는 1932 년 4 월 29 일 이곳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태극기를 하늘 높이 날렸던 곳이기 때문일 것임. 이것을 기념하는
"梅亭"이라는 정자가 있고, 바로 앞에는 "尹奉吉義擧現場 1932.4.29" 라는 표시가 있음.
1932 년 4 월 29 일 尹奉吉의사의 의거 현장임. 일본군이 일본王 생일과 전승 축하식을
열고 있을 때 韓人愛國團소속 윤봉길의사가 도시락과 수통으로 위장된 폭탄으로 일본군
대장(일본 거류민단장)등을 죽이고 많은 군 고위장성을 다치게 함. 당시 虹口공원에서
중국의

문호

魯迅 (1881~1936)의

이름을

따서

魯迅公園으로

개명하였음.

노신의

기념관이 있음.
 黃浦江(황포강)
黃浦江은 누른 황토색에 일년내 내 얼음이 얼지않는 총길이 114km, 평균 폭 400m 에 수심
평균이 9m 인 강으로 外灘에서 유람선을 타면 장강과 합류하는 吳淞口까지 갔다오는
코스가 있음. (왕복 60km, 약 3 시간 반 소요) 이것은 상해 10 대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유람을 하면서 상해 최초의 공업단지 인 부흥도, 포동개발구, 동방명주탑, 상해조선소,
양포발전소 등 여러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이 섞인
황포강의 검은 물과 진흙을 포함한 커피 색의 양자강 그리고 동해의 푸른 바닷물이 같이
만났을 때 물의 비중이 US$ 서로 섞이지 않고 뚜렷한 경계가 나타나는 "삼협현상"을 볼 수
있음.
이 黃浦江관광의 표는 외탄에 있는 16 번 부두에서 살수 있고, 배가 중요한 지역을 지날
때마다 배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안내방송을 하고 있음(중국어와 영어로 함). 만약 여름에
이 관광을 하게 된다면 낮보다는 밤에 배를 타는 것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권할 만
하다. 배의 좌석은 A, B, C, D 로 구분되어 있어 각 등급별 가격과 선내 서비스가 다름.
예를 들면, A 석은 가장 비싼 좌석으로 항해 중 선내 마술시범과 다과 제공.
 南京路(남경로)
상해를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고층건물과 낡은 석조건물, 화려한
네온싸인, 고급의 상품이 진열된 백화점등 일 것 임.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南京路임. 상해 명동으로, 동방의 파리로 전혀 손색이 없음. 1851 년에 건설된 남경로는
黃浦공원에서 시작하여 5.5km 가 넘게 뻗은 거리에는 중국에서 상품이 제일 풍부하고 품종
이 제일 많은 상업거리 중 의 하나로 “중화상업 제 1 거리”로 불리 우고 있으며 하루 유동
인구가 170 만 명을 넘고 있음.
南京路에는 국제飯점, 화교飯店 등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1842 년 아편 전쟁
에서 패한 중국이 강대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건축한 것임.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南京路에는 아직도 서양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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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제 1 차 대표대회 개최지(中國共産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址)
간략하게 一大址라고 하며, 興業路 76 호에 위치하여 상해임시정부와는 걸어서 10 분 거리에
있음. 1921 년 7 월 이곳에서 중국공산당 제 1 차 대표회의가 열려 중국공산당의 성립을
선포한 곳임. 당시 12 명의 대표가 모였으며, 대표 중에는 모택동이 호남 대표로 참가했음.
이 장소는 프랑스 조계 내에 있는 2 층 건물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학생
들의 교육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이곳의 전시내용은 당시 회의실과 공산당 성립의 역사적
배경, 활동 자료가 1 층에 있으며, 2 층에는 상해중점 문화와 혁명 기념지의 자료가 전시
되어 있음.
 龍華寺(용화사)
상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삼국시대 242 년에 창건된 것임. 지금의 것은 청나라 광서
황제 때(1875-1908 년) 건축된 것으로 문화문물이 적은 상해에서는 귀중한 유산임. 길
건너편에는 이 절의 상징인 높이 40.4m 의 7 층 8 각 탑인 용화탑이 있어, 매년 12 월 31 일
이면 종치기 행사가 열려 새해를 맞이함. 용화탑에는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밖에서
만 볼 수 있음.
 玉佛寺(옥불사)
처음에는 강만(江灣)쪽에 건조되었다가 1918 년에 현재의 안원로(安遠路)로 이전함. 청대
1882 년에 세워진 불교사원으로 절 이름은 미얀마에서 가져 온 옥으로 만든 불상에서 유래
했음. 이 사원 내에는 채식 요리가 유명하고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음. 표파는 곳은
절 안에 있으며, 관람료 가격 및 관람시간 등 아무런 표시가 없음.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 특히 노란색으로 단장되어 있는 벽이
인상적임. 옥으로 만든 불상이 안치된 곳으로 그 재료의 특이함 때문에 중국 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음. 이곳은 비교적 변두리 지역으로 푸투어취
(普陀區) 쟝닝루(江寧路)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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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가정보
* 해당제품이 없을 경우,유사한 등급의 제품으로 대체 조사/대체 가격 명기시 품목명 별도표시 요망
* 가격 환산시 환율은 조사시점 환율기준 (1USD=7.78RMB)
번호
품목
가격(USD)
참고
1
폴로 면 100% 남방셔츠
127.25
백화점 판매가/캐쥬얼, 긴팔
2
리바이스 청바지 501
102.7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3
남성 아르마니 정장 상하의 1 벌
2146.53
춘추복, 바지 1 벌 투피스 기준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4
여성 아르마니 정장 상하의 1 벌
1658.1
춘추복, 스커트 1 벌 투피스 기준
5
돼지고기 안심 1 근
2.89
6
스타벅스 카푸치노 톨 사이즈
3.21
7
맥도날드 빅맥세트
2.12
8
에비앙 생수(330ml)
1.02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가
현지, 최고가 아파트(주상복합 및 주거
9
최고급 아파트 가격
3895
전용 중)의 평방미터당 매매가
중산층이 임대하는 아파트(주거전용) 하한
10 중급 아파트 임대료 범위
578.41-1670.96
가-상한가(2 BED 룸, Unfurnished 기준)
사무중심가 사무실임대료의 평방미터당 임대료
11 사무중심가 사무실 임대료 범위
4.09-11.68
하하간-상한가 (예:서울 테헤란로)
씨밀락 어드밴스 조제분유
12
22.62(400g)
(729 그램)
13 하기스골드 중형기저귀(60 개들이)
15.4(50 개)
14 맥클라렌테크노 XT 유모차
443.45
유아용 중급가격 모델
너서리(Nursery-탁아시간 5 시간 ~ 9 시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15
77.12
간 범위, 통학용 교통비를 제외한 전비
월 소요비용
용/중급기준
16 사립 초등학교 등록금
578.4
수업료만
17 휘발류(리터당)
0.571
18 대중교통(버스)
0.257
한구간
19 대중교통(지하철)
0.385
한구간
20 대중교통(택시)
1.41
기본요금
필하모닉 등 국제적인 오케스트라 1 회
21 유명 오케스트라 콘서트 티켓
154.24
공연 평균가격
22 영화관람요금
10.28
1 편당, 주말 저녁시간 기준
5 성급이상, 시내중심가위치,일반 싱글룸 1 실,
23 특급 호텔 숙박비
241.65
조식/세금/봉사료 포함가격
퍼블릭코스 18 홀, 캐디없이 라운딩 시
24 골프피
36
비회원가(세금 포함)
25 루이비통 스피디 백 (프라다)
1491
백화점 판매가격/ '06 년 모델
26 양주 발렌타인 17 년
59.13(700ml)
백화점 판매가격
27 BMW 525
70437
4 DOOR, 오토매틱, 기본옵션
* 업종별 약간씩 상이한 차이 존재
28 대졸 초임 비교(월 급여)
190~260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썬전 등지는
2000 위앤(약 260 달러) 이상
28 ㅡ 1 전자(삼성전자)
495
삼성반도체
28 ㅡ 2 자동차(현대차)
450
28 ㅡ 3 철강(포스코)
410
28 ㅡ 4 금융(국민은행)
450
한화은행
28 ㅡ 5 조선(현대중공업)
642.67
대한항공

주 : 위 물가는 상하이 지역 기준임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실사

중국-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