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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포커스

2010년 상반기 중국경제 세부 통계
 
□ GDP
 

중국 경제성장 추이

 
 ○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17조 2,840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 상승함    
   (전년 동기 수치는 3.7% 상승)
- 그 중 1차 산업 3.6%, 2차 산업 13.2%, 3차 산업 9.6% 증가
- 1분기 성장률 11.9% 기록, 2분기 10.3%로 소폭 하락

□ 물가
 

중국 물가상승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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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2.6% 상승
- 그 중 도시와 농촌의 상승폭이 각각 2.5%와 2.8%를 기록
- 품목별로 식품가격이 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물가(3.9%), 의료보건과 

개인용품류(2.7%), 담배 및 주류가격(1.7%)순으로 상승했으나 의류(-1.1%), 
가정설비용품 및 수리비(-0.6%), 교통 및 통신류(-0.1%)의 가격은 하락

- 2010년 들어 전년 동월대비 CPI 증가율은 1.5%(1월), 2.7%(2월)에서 3월에 
2.4%로 떨어졌다가 4월에 2.8%로 재상승했고 5월에 3.06%를 기록하며 유지하다가 
6월에 2.9%로 다시 떨어짐

 ○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 출고가격)는 전년 동기대비 6% 상승했고   
   전월(’10년 5월) 대비로는 0.3% 포인트 하락
- 상반기 원자재, 연료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0.8% 상승

□ 공업생산
 

중국 공업생산 추이

 
○ 상반기 규모 이상 기업의 공업 부가가치액은 전년 동기대비 17.6% 상승함
   (전년 동기대비 10.6% 포인트 상승)
- 상반기 기업형태별로는 주식제기업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1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유지배기업(17.7%),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계 투자기업(17.0%), 
집체소유제기업(10.2%)의 순으로 나타남

- 상반기 중공업(19.4%)이 경공업(13.6%)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39개 
대분류 업종 중 38개의 업종이 전년 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임

- 상반기 지역별로는 중부지방이 2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부지방(17.6%), 
동부지방(16.7%)의 순으로 나타남

- 상반기 공산품 판매율은 97.6%로 전년 동기대비 0.4% 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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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투자
 ○ 상반기 고정자산투자액은 11조 4,187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함

- 그 중 도시 고정자산투자액은 9조 8,047억 위앤으로 25.5% 상승, 농촌 고정자산 
투자액은 1조 6,140억 위앤으로 22.1% 상승함

-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차 산업 17.8%, 2차 산업 22.3%, 3차 산업 
28.4%로 각각 집계

- 지역별로는 중부지방이 2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부지방(27.3%), 동부지방
(22.4%)의 순으로 나타남

 ○ 상반기 부동산 개발투자는 1조 9,747억 위앤으로 38.1% 증가함

□ 사회소비재 매출총액
 

중국 소비재 매출 추이

 ○ 상반기 사회 소비재 매출총액은 7조 2,669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 도시 소비재 매출액(6조 2,659억 위앤)은 전년 동기대비 18.6% 증가했으며, 

농촌지역 매출액(1조 10억 위앤)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
- 주요 소비 형태별로는 요식업 수입(8,181억 위앤)과 상품소매액(6조 4,488억 위앤)이 

각각 16.9%와 18.4% 증가
 ○ 상반기 규모 이상 기업의 상품 소매액은 2조 6,465억 위앤으로 30% 증가함

- 그 중 자동차류, 가구류 증가율은 각각 37.1%, 38.5%로 집계
□ 통화 공급
 
 ○ 6월 말 총통화(M2) 잔액은 69조 4,000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5%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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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통화(M1) 잔액은 24조 1,000억 위앤으로 24.6% 증가했고 M0(시중 유통통화 
및 지급준비금)은 3조 9,000억 위앤으로 15.7% 증가

 ○ 6월 말 금융기관 위앤화 대출 잔액은 44조 6,000억 위앤으로 연초 대비 4조 6,000억  
   위앤 증가
- 6월 말 위앤화 예금 잔액은 67조 4,000억 위앤으로 연초 대비 7조 6,000억 위앤 증가

□ 부동산 가격
 

중국 전국 부동산 개발경기지수 추이

 ○ 상반기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조 9,747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1% 증가함
- 그 중 분양 주택 투자액이 1조 3,692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34.4% 상승

 ○ 상반기 전국 부동산 시공면적은 30억 84만㎡로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함
 ○ 상반기 상업용 분양주택 판매면적은 3억 94만㎡로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

- 그 중 분양 주택, 사무실, 상업용 건물의 판매면적 증가율이 각각 12.7%, 
53.2%, 41.6%에 달함

 ○ 6월 당월 전국 70대 도시의 부동산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1.4% 상승하면서  
   전월(2010년 5월) 대비 0.1% 하락
- 6월 전국 부동산 개발경기지수는 105.06으로 5월 대비로는 0.01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8.51 높은 수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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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노조 단체협상권 입법 가시화

- 올해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제정 계획 -
- 광둥성 입법 시 전국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 - 

  
□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수정초안 발표
 ○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수정초안이  
   7월 말 광둥성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감
-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는 생산현장의 임금 단체협상의 내용을 담으며 중국 

지방정부 최초의 단체협상 관련 법률법규가 될 예정
□ 발표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제정 계획
 
○ 광둥성 전인대는 입법계획을 조정해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를 올해에 발표할 예정
- 동 조례는 지난 2007년 논의가 시작돼 2008년에 심의과정에 들어갔음
-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법제논의가 잠시 중단됐으나 경기회복과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로 조례제정을 앞당기는 분위기임
- 특히 올해 폭스콘 사태로 노사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황에서 법률심의 신청 전에 

광범위한 의견과 연구가 반영됨
 

    

 
□ 수정 초안의 주요 내용
 
 ○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수정초안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는 임금 단체협상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담음
- 임금 단체협상의 개시과정, 근로자 협상대표의 권리와 의무, 협상기간에 쌍방 간의 

제한, 임금 단체협상의 근거, 임금 전문항목 단체계약의 서명 등의 내용을 포함



중국투자뉴스 제211호 (2010.07.30)

- 6 -

 ○ 기업은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 기업은 노동정액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시간 연장 시 추가근무수당과 추가

근무시간을 근로자 일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거나 노조 및 근로자 기업과 협상을 
진행해야 함

- 기업노조는 근로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시에 근로자를 대표해 기업에 
임금 단체협상 요구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와 기업 모두 임금 단체협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 현재 노사관계는 근로자 일방이 약자로 임금인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노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고 규정
- 근로자 일방에게만 단체협상 요구권을 부여할 경우 임금상승의 채널로만 사용되는 

부작용을 우려
-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도산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 현재 단체협상권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임금상승이 대세인 분위기 탓이며 기본적으로 

단체협상의 기본정신은 탄력적 임금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임
□ 임금 단체협상 요구 요건
 
 ○ 이번에 추진 중인 조례는 중국 최초의 단체협상 입법 관련 조례로 향후 다른 지역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수정초안은 단체협상권 개시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
- 근로자 일방이 기업과 임금 단체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경우 노조를 통해 

단체협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를 대표해 우선 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음
- 기업 내 1/5 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에 대해 임금 단체협상을 요구할 경우 노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으로 협상대표를 선출해 기업에 대해 단체협상을 요구
-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1/5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 단체협상을 요구할 경우 

지방총공회의 지도하에 협상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
 ○ 임금 단체협상이 개시된 후 단체협상을 제기한 일방은 타방에 대해 협상시간, 장소,  
   내용 등을 담은 협상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 협상의향서를 받은 일방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협상을 제기한 

일방과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
□ 임금조정의 기준
 
 ○ 임금 단체협상은 중국정부의 급여분배 관련 거시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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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관부문이 발표한 지역,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
  -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이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
  - 노동시장 임금 가이드 가격 수준
  - 통계주관부문이 발표한 당해 지역의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 당해 기업 노동 생산성 및 경제효익
  - 당해 기업의 전년도 근로자 임금총액 및 근로자 평균 임금수준
  - 기타 임금 단체협상 관련 현황
 
□ 남은 과제는 단체행동권과 노조설립
 
 ○ 법률전문가들은 평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상권의 부여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과 노조설립이 남은 과제라고 지적

 ○ 광둥성의 수정초안은 불법 임금 단체협상요구에 대해서는 파업, 태업 또는 기타  
   과격한 방식의 임금조정 요구는 불허
- 또한, 물리력을 통한 기업의 생산시설 손괴, 공공교통의 방해행위, 기업출입 통제 

등의 행위도 금지
 ○ 수정초안은 근로자의 파업권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주로 근로자의 파업방식의 협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나 전제는 근로자 일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금 단체협상 요구 시라고 언급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김

- 이러한 모호한 규정과 해석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단체협상 참여 근로자의 보호
○ 단체협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협상기간 근로자의 출입금지,  

      노동제공 거부, 관련 인사의 인신자유 제한, 협박, 모욕, 폭력행사 등을 불허
- 또한, 단체협상 참가 근로자의 노동계약의 해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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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정준규 차장(joonkyu1905@kotra.or.kr) 
자료원 : 21세기 경제도보 등, 코트라 상하이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불허하며 근로자의 파업과 태업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근로자 대표가 임금 단체협상에 참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로 간주하며 급여, 
보너스, 보험 등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

- 기업이 근로자 협상대표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적인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불허

 
□ 근로자의 협상력 강화 전망
 
 ○ 7월 20일 중화 중국총공회 단체협상부 장젠궈(张建国) 부장은 전국총공회는 향후  
   중국 10개 성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문노조원을 채용해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례”가 승인되면 중국 최초의 전면적인 노사분규 

처리법규가 될 것이며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
 ○ 만일 노사 쌍방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근로자의  
   편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노동쟁의 처리 과정 중 정부의 주요 기능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처리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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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투자액 680 900 1,200 1,050 780 630 600 620 550 450 500 8,000

회사명 홈페이지 운영 중인 발전소 건설예정인 발전소
中國核工業集團公司 www.cnecc.com 浙江秦山, 江蘇田湾 浙江三門, 江西方家山, 福建福淸,

湖南桃花江
中國广東核電集團公司 www.cgnpc.com.cn 广東大亞湾, 广東岭澳 广東台山, 广東陽江, 福建宁德, 

遼宁紅沿河, 湖北咸宁
中國電力投資集團 www.zdt.com.cn - 山東海陽

에너지소비 세계 1위 중국, 불어오는 ‘원자력 바람’
- 中, 원자력발전 설비시장 투자 가속화 - 

□ 원자력발전 시장, 향후 10년 투자액 8,000억 위앤에 달해
 
 ○ 최근 국가 에너지소비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은 원자력발전을 주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계획함.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이상기후현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수요는 증가추세임

 
 ○ 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 에너지담당국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분야   
   투자액이 8,000억 위앤에 달할 것이며, 향후 5년이 집중투자기간이 될 것임

 
2010~20년 원자력발전 시장 투자규모                                           

                                                                   (단위: 억 위앤)

                                                                       자료원: 中國國家發改委能源局

 ○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전력생산 목표량을 1만 ㎿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설비를 증설하는 등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예고함
- 중국전력기업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908만 kW 수준(전체발전총량의 1.95%)으로 세계평균인 16%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한편, 현재 중국 원자력발전 시장은 3개 기업(中國核工業集團公司, 中國广東核電集團公司,  
   中國電力投資集團)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됨. 해당 기업들은 중국 내 운영 중인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며 건설 및 건설예정인 발전소에 대해 투자 또한 독점한 상태임

 

                                                                           자료원 : 인터넷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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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시장수요 투자 비중
원자로 관련시설 2,112억 48
일반 부대시설 1,320억 30

보조시스템 968억 22

설비명칭 설비분류 중국기업 외자기업
증기발생기 원자로 관련시설 上海電气, 哈動力, 東方電气 AREVA(프) 두산(한)

ENSA(서)
압력용기 원자로 관련시설 上海電气, 一重, 東方電气 AREVA(프) 두산(한)

미쓰비시(일)
가압기 원자로 관련시설 上海電气, 一重, 東方電气,

 哈動力 AREVA(프)

붕소주입함Accumulator 원자로 관련시설 上海電气, 東方電气, 
西安核設備 AREVA(프)

Baffle assembly 제어봉 원자로 관련시설 上海電气 AREVA(프) NCMD(미)
주 펌프 원자로 관련시설 東方電气, 哈動力 

沈陽鼓風机
AREVA(프) KSB(독)
CW-EMD(미) 미쓰비시(일)

개폐기 원자로 관련시설 中核科技, 江蘇神通 AREVA(프)
발전기 일반부대시설 上海電气, 東方電气哈動力 미쓰비시(일) Alston(프)
증기터빈 일반부대시설 上海電气, 東方電气哈動力 Alston(프)
냉각공간설비 보조설비 哈空調 AREVA(프) 미쓰비시(일)
Core barrel assembly 보조설비 海陸重工 AREVA(프)
원자력발전 전원 통제기 보조설비 奧特迅 -
원자력발전 측정기 보조설비 自儀股份 -

□ 주목해야 하는 원자력발전 설비시장
 
 ○ 중국 에너지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시장 중 설비항목이 전체 투자의  
   55%를 차지함. 이 가운데 원자로 관련시설, 일반 부대시설, 보조시스템의 투자 비율은  
   각각 48%, 30%, 22%를 차지함

         
                                                      (단위: 위앤, %)

                                                                           자료원 : 中國能源硏究所
 
 ○ 현재 중국기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 생산가능 기업은 약 50개로 그 중 20여 개 기업만이  
   1급 안전설비 제조자격을 취득했으며, 각종 주요 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哈動力, 東方電气, 上海電气로 조사됨

 
 ○ 중국이 현재 보유한 2.5세대 기술로는 3세대 원자력설비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중점설비와 재료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함. 따라서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설비 및  
   설계는 외자기업에 의해 독점된 상황임

 

                                                                         자료원 : 인터넷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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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우한KBC 장상해 센터장(shchang@kotra.or.kr) 
자료원 : 中國國家發改委能源局, 中國能源硏究所, 코트라 우한KBC 자체조사 등 자료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시장진출 모색
 
 ○ 향후 중국 원자력발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외국 주요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경쟁 심화로 시장진출이 쉽지 않음. 또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적인 분야이며 보수적인 시장분위기를 띰

 
 ○ 중국 원자력발전 시장진출 시 합작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입찰 참가(중국의 哈電기업과 GE, 上海電气와 SIEMENS 
등의 선례)

- 기술이전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모색(미국의 Parnuclear, SPX 등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시장진출에 성공한 대표적 기업)

- 입찰 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부품개발에 치중해 입찰 참여 기업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개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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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중국경제 정상 복귀 중

- 성장률 하락은 경제운용 정상화 노력 때문 -
- 더블딥, 인플레이션 등 가능성 모두 낮아 - 

 

 
□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평가
 ○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모습을 보임

- 중국경제 관찰자들은 수개월 전만 해도 경기과열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고 긴축을 주문함
- 최근 각종 경기 그래프가 하향 추세를 보이자 더블딥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남

 ○ 사실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등 큰 범위의 경제수치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몇몇 실물 지표는 뚜렷한 하강국면임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분기에 55.5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에 52.1로 떨어짐
- 4월까지 매월 20% 내외를 유지하던 공업생산 증가속도는 5월과 6월에 각각 

17% 아래로 내려감
 ○ 이 같은 상황은 성장동력 감소 차원보다는 중국정부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내놓았던  
   각종 긴급조치들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타당함
- 투입(input) 중심의 비정상적 경제운용 방식에서 점차 균형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
- 2010년 이 같은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은 2009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논의, 결정된 바 있음
□ 줄일 건 줄이고, 살릴 건 살리고
 
 ○ 이번 글로벌 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해 중국에 파급효과가  
   미쳤다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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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으로는 굳이 2010년 1분기와 같은 11.9%의 고성장에 필요 이상으로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고성장 일변도로 갈 경우 재정 및 금융 위험도가 확대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2009년 말 중앙경제공장회의 이후 지나친 조치  
   (비정상적인 임시적 위기 대책)는 줄여나가되 일반적인 경제자극 조치는 계속   
   살려가는 방향임

 ○ 중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상황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첫째 현재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큰 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보다는 줄일 것은 줄이고 살릴 건 살리는 선별적 정책조치가 
유효하는 것

- 둘째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 조정에 잘못 나설 경우 
자칫 왜곡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대폭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중소폭의 통화정책에 행정관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임

□ ‘구조조정 절호의 기회’ 판단
 
 ○ 일각에서는 유럽지역 채무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구미국가의 더블딥 발생 및  
   중국경제의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첫째 구미지역은 비록 매우 완만하나마 재침몰보다는 회복세로 나갈 가능성이 큼
- 유럽은 위기국가의 유럽 내 비중이 제한적이며 각국이 긴축재정조치에 나섰으며 

EU가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극한 위기상황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유럽채무위기 영향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PMI, 주택건설경기, 비농업

실업인구 추이 등 각종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회복세 특성을 보임
 ○ 둘째 중국에 있어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성장유지의 든든한 받침이 됨

- 2009년 전년과 2010년 1분기에 국내 최종소비의 GDP 기여도는 각각 52.5%와 
52%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

- 고정자산투자의 월별 증가폭은 5월에 24.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08년의 
연평균 증가율 24.3%와 같은 수준임

 ○ 셋째 현재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 쪽에 가까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음
-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최근 눈에 띄게 줄었지만 기타 경기자극 정책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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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규모는 2010년 들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물분야의 
자금수요를 대기엔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음

 ○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와 대출이 선별적 기조를 유지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전 세계 수요의 상대적 위축과 중국 내 많은 업종의 공급과잉 상황, 미달러 추세 

등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상황임
 ○ 이상과 같이 보면 중국은 2010년 남은 기간 경제를 뚜렷하게 죄지도 지나치게  
   풀지도 않으면서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10%선의 고속 성장이 가능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임
- 그러나 이 같은 판단과 전망은 2010년 중국경제에 위기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며 중국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님
- 중국이 수많은 체제적·구조적·과도기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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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80%, 1년 내 위앤화 절상 폭 5% 미만 전망
- 中 제일재경일보 180여 개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설문대상 절반 이상, 절상 폭 5%까지는 감내 가능 밝혀 - 

 
□ 中 수출기업 대상 위앤화 환율영향 설문조사 실시
 ○ 중국 언론기관인 “第一經濟日報”는 위앤화 평가절상 움직임에 따른 중국 수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
- 第一經濟日報는 2005년 7월 중국정부의 위앤화 환율개혁 조치 이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설문조사를 시행 중
  ○ 중국 전역에 걸쳐 18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주로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소재 방직의류, 기계, 전자, 금속, 식품가공, 화공 
등 10여 개 업종을 대상으로 178개의 유효설문을 회수해 분석

- 수출경력 5년 이상과 이하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며 연간 영업액 3,000만~3억 
위앤의 중형기업과 3,000만 위앤 이하의 소형기업이 각각 약 40%의 분포를 보임 

□ 中 수출기업의 예상 절상폭은 1년 내 5% 미만
 ○ (환율절상 폭 전망) 향후 1년 내 위앤화 절상폭에 대한 전망에 대해 5% 이하의  
   응답이 80%에 가깝게 나타나며 급격한 환율절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26.7%로 나타났으며 5%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7%에 달함
○ (환율절상 수용수준) 위앤화 절상과 관련 중국 수출기업의 수용가능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회복과 수출수요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의  
      전제하에 약 50% 기업이 환율상승폭 최대 3%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밝힘

- 25%의 기업이 3~5%의 환율상승폭 수용이 가능하며 6%의 기업이 5~10% 수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힘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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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수출기업 가격인상 가능폭은 3%
 
 ○ (환율절상의 영향) 설문대상 중국 수출기업 중 95%가 지난 2005년 이후 위앤화의  
   지속적인 환율절상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
- 영향이 있으나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답변하거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가격인상 가능수준) 환율절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공간에 대해 3% 이내가 가장  
   많은 44.32%를 차지했으며 3~5%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9%로 뒤를 이음
- 반면 가격을 올릴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응답도 19.89%로 높게 나타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 수출의 최대 변수는 환율보다 해외수요
 ○ (최대 수출변수) 수출기업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시장 수요  
    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환율변동이 뒤를 이음
- 각 회사 수출의 영향요인 중 해외시장 수요변화가 52.24%로 나타났으며 환율변동은 

31.07%로 2위를 차지
 ○ (제품경쟁력) 설문대상 기업 중 최대 경쟁력으로 가격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6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제품 자체의 품질력은 38.20%로 나타남
- 한편 가격과 제품 모두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20.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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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 中 수출기업의 대책은? 
 
 ○ (기존 대응정책) 대부분이 기업이 조기 외환결제 등 환전시기 조정을 통한 환거래  
   리스크를 줄이며 제품가격인상도 43.2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밖에도 제품고급화, 내수시장 전환, 인건비 절감 등이 뒤를 이음 

○ (향후 대응정책) 환전시기 조정이 1위로 기존의 대응정책과 동일하게 나타나나  
      질적으로 보면 향후 중국기업의 대응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전에는 가격인상이 두 번째 대응정책으로 꼽혔으나 생산성 제고와 제품고급화의 
비중이 과거대비 크게 상승하며 2위를 차지

- 또한 중국이 무역결제의 위앤화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위앤화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반응도 크게 상승한 것이 특징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 中 수출기업의 위앤화 결제선호도 크게 증가
 
 ○ (주요 결제통화) 현재 결제통화 중 91.06%가 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나  
   2위가 위앤화로 11.06%의 비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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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와 엔화 비중은 7.82%와 0.56%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 (위앤화 사용경험) 2009년 중국정부의 위앤화 결제 시험정책 시행 이후 위앤화  
   무역결제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77.5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짧은 기간에도 예상보다 많은 중국 기업이 위앤화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앤화 만족도) 위앤화 결제를 경험해 본 업체 중 27.42%가 매우 만족스러우며  
   향후 가급적 위앤화를 사용하겠다고 밝힘
- 현재까지 대다수 기업인 58.06%의 기업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 (주요 애로사항) 위앤화 결제방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국 은행의 위앤화 업무가 불완전하다는 반응과 수출환급세, 통관 등 관련 조치 

불편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 (향후 의향) 향후 위앤화 무역결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46.33%가 위앤화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앤화 사용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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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코트라 상하이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미화 사용선호와 관계없다는 반응은 각각 29.38%와 24.29%로 나타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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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출생인구 1,593 1,617 1,584 1,594 1,608 1,615 9,611

[상품·산업동향]
中, 조기교육 시장이 뜬다

- 소득수준 증가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뜨거워 -
- 외국계 조기교육 기관 속속 등장 - 

 
□ 中 6세 이하 영유아 인구 약 1억 명
 ○ 2000년에 발표한 제5차 중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3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7,000만 명으로 이중 1,090만 명이 도시지역에 분포
- 2007년 이후 출생연도의 속설과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로 일시적인 출생

열기가 나타남
- 중국의 매년 출생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현재 약 1억 명의 영유아 인구를 보유함

최근 중국의 출생인구 수(만 명)

                                                                                  자료원 : 新財富
 
 ○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소득증가로 중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며  
   교육에 대한 개별 가정의 투자액도 크게 증가 추세
- 중국의 컨설팅 기관인 北京艾索市场咨询有限公司가 2007년 발표한 아동생활 및 

소비현황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의 경우 6세 이하 유아의 조기교육 참여도는 
25%이며 3세 이하 영아의 조기교육 비중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위 80後 세대로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부모의 경우 조기교육에 
대한 의지가 더욱 뜨거워 월소득의 20% 가량을 조기교육에 지출

□ 조기교육 시장, 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혼재
 
○ 통상 조기교육은 0~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중 3~6세는 정규 유치원  

      교육과 조기교육이 혼재되고 0~3세는 조기교육만이 시행함
- 중국정부도 취학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요강

(2010~2020)"을 통해 장기적으로 취학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
 
□ 로컬교육기관과 외자교육기관간 경쟁 심화
 
 ○ 2001년 이후 중국 내 다수의 조기교육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로컬교육기관으로는  
   东方爱婴, 红黄蓝, 南方贝贝, 创艺宝贝 등이 있으며, 외자교육기관으로는 Gymboree,  
   Fastrackids 등이 시장에 진출
- 东方爱婴, 红黄蓝 등 로컬교육기관은 1998년에 설립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장에 

진출해 일정 규모와 인지도를 확보하며 연간 매출액이 3억~4억 위앤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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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설립연도 국가 특징 규모

Gymboree 2003 미국 미국식 교육의 현지화 중국 내 185개
중국 내 연매출 3억 8,000만 위앤

Fastrackids 2004 미국 아동의 잠재력 전면 개발 중국 내 45개
현재 4개 추가 설립 준비 중

新爱婴 2002 중국 몬테소리 교육이념 도입 중국 내 187개
연매출 2억 3,000만 위앤

My Gym 2009 미국 정서, 인지, 사교능력 배양 중국 내 3개 직영점

东方爱婴 1998 중국 0~3세 대상 월별 진도식 교육 중국 내 160개 도시 400여 개
연매출 3억 위앤

红黄蓝 1998 중국 부모 참가활동 결합 중국 내 225개, 
연매출 4억 5,000만 위앤

Immersion 2007 영, 미 미영 합작 브랜드, 조기영어 
프로그램

80여 교육센터 및 240여 개
트레이닝 센터

创艺宝贝 2005 중국 유아 예술 프로그램 강조 중국 내 49개
东方金字塔 2001 중국 유아잠재력 강화 프로그램 중국 내 200여 개 도시 326개

연매출 2억 200만 위앤

- Gymboree, Fastrackids 등 외자브랜드는 글로벌 명성을 토대로 중국에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Gymboree의 연간 매출액은 3억 8,000만 위앤에 달함

중국 조기교육시장의 주요 브랜드와 특징

                                                                         자료원 : 상하이 KBC 정리

 ○ 중국 조기교육시장은 고소득층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중고가 시장이 주를 이루며  
   고급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분포한 东方爱婴，红黄蓝 등의 수업료는 시간당 

150위앤으로 1개 학기(12시간)의 수업료는 1,800위앤에 달함
- 외자교육기관의 대표브랜드인 Gymboree의 경우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쑤저우 소재 Gymboree의 12시간 기본과정 수업료는 2,730위앤에 이름
 ○ 지역별로 조기교육기관는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며  
   최근 들어 유망도시로 확산됨
- 그러나 소득수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 현재 조기교육시장은 주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나 교육기관별 수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
- 최근 높은 잠재력으로 벤처투자 자금이 교육시장으로 유입되며 교육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직영점 체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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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정준규 차장(joonkyu1905@kotra.or.kr)
자료원 : 新財富, 网易 등, 코트라 상하이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외자교육기관, R&D센터 및 컨설팅기관 형태로 진출
 

 ◯ 중국 내 조기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모호한 상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가  
   아닌 회사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주로 영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정보  
   컨설팅 형식으로 영업등록

 
 ◯ 또한 외자 브랜드의 경우 중국 내 교육기관 대부분이 중국기업 형태로 등록돼 운영됨
  - Fastrackids는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의 중국 내 독점 총대리 형태로 미국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 중 

 
 ◯ 중국 내 외자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높아 시장진출 시 시장진입 문턱을  
   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
- 법률적 제약요인과 시장확대 등을 감안해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도 

바람직한 형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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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시장 브랜드 파워 1위는 독일
- 일본 브랜드, 리콜사태 불구 상위 랭킹 -
- 한국은 ‘가격 대비 성능 우수’ 6위 평가 -

 

 

□ 독일브랜드 단연 1위
 ○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독일-중국-일본-미국-프랑스-한국’의  
   순인 것으로 조사함
○ 중국 관영 신화사가 발행하는 '환치우'(環球)잡지와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독일차를 선호한다고 밝힘
- 이어 중국 브랜드가 2위에 올랐지만 선호도는 17%로 1위 독일 차와 큰 차이를 보임
- 일본 브랜드의 경우 최근 도요타와 혼다의 글로벌 리콜 사태에도 선호도 8.5%로 

3위에 오름
- 자동차 강국인 미국의 브랜드와 프랑스 브랜드 선호도는 각각 8%와 4%로 나타났고 

한국은 2% 수준

          자료원 : 環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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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環球

  ○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에 대해 소비자들은 가격 23%, 안정성 20%,  
   브랜드 14%의 순으로 응답
- 가격요소에 대한 고려가 월등하게 높았던 종래 구매성향과 비교할 때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시사
○ 이 설문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됐고 7월 중순까지 약 4만 명이 응답했음

 
□ 개별 차종 선호도에서도 독일이 휩쓸어
 
 ○ 한편 개별 차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독일 자동차가 상위권을 휩쓰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 브랜드전략연구소와 중국 서치나(searchina)가 공동 실시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 파워 조사‘(Car Brands 2010 in China)에서 1위부터 6위를 아우디와    
   BMW 등 독일 차종이 차지함
- 일본차의 경우 최상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1~50위 가운데 21개 차종이 

올라 40% 이상의 선호도로 1위를 기록
 ○ 이 설문조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쓰촨 등지에 거주하는 성인 운전자 및   
   자동차 구입 예정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실시함
- 중국에서 시판되는 10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함

자료 : sea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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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chinapark@kotra.or.kr)
자료원 : 環球, searchina, 코트라 베이징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자료 : searchina
 
□ 핵심 키워드는 '브랜드 파워'
 ○ 중국에서 독일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수한 기술력 평가는 물론 외국 브랜드  
   가운데 가장 일찍 중국에 합작투자 형태로 진입한 데서 찾을 수 있음
-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돼 후발 진입한 경쟁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게 됨
 ○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브랜드는 가격대비 성능이 양호하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음

- 그러나 중국 브랜드 역시 유사한 평가를 받아 향후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가 
직접적인 경쟁구도에 놓일 수도 있음

- 한국 자동차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효과적인 딜러 관리, 중국 정부의 
‘자동차하향’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증했으나 향후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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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 구매정보

 
 온도제어기 수입 희망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온도제어기    
□ 상세정보
  ◦ 중국 광둥성 푸산(佛山)에 소재한 Pochin기전회사(佛山伯錦機電)에서 온도제어기를  

    구입하려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동 바이어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정보
◦ 업체명: Foshan Pochin Machinery & Electric Co.,Ltd. 

◦ Tel: 86-757-82826461/82813272 

◦ Fax: 86-757-82813273  
◦ Add: Baihui Plaza, No.18 Wenchang West Road, Foshan, Guangdong Province, China 

◦ Contact: Liu Yongping 

◦ E-mail: fsffsh@pub.foshan.gd.cn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 베이징KBC
- 주소 : 北京市朝陽區霄云路38号现代汽车大厦502室(100027)
- 전화 : 86-10-6410-6162 ext 17
- 팩스 : 86-10-6505-2310
- 담당자 : 김봉호(kimbh@kotra.or.kr)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IT융합)
- 전화 : 02-3497-1892  
- 담당자 : 이상윤 전문위원(bcs6@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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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수입 희망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 상세정보
 ◦ 동사는 플라스택 원자재, PP、PE、POM、PS、ABS、AS、PBT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제품을 수입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동사에 직적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LLDPE_7635(선상저밀도폴리에틸렌)
 ◦ 주문량: 가격에 의해 결정
 ◦ 기한: 2010년 12월 28일

□ 업체 정보
 ◦ 업체명: Yuyao Huaqun Trade Co,.Ltd 
 ◦ Tel: 86 574 62553798, 13738467104 
 ◦ Fax: 86 574 62553799 
 ◦ Add: 中國浙江余姚市塑膠城A-35  
 ◦ Contact: Bao Dandan  
 ◦ E-mail: Jimmy_xu0623@hotmail.com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 다롄KBC 연락처
- 주소 : 大连市 中山区同兴街 25号 世界贸易大厦 45层 4505室
- 전화 : 86-411-8253-0051~3
- 팩스 : 86-411-8253-0050
- 담당자 : 허춘련(chunlian-830115 @163.com)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기계플랜트)
- 전화 : 02-3497-1649 
- 담당자 : 윤영선 전문위원(bcs18@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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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
名

编
号

 
原
任

部门： 调
任

部门：
职务： 职务：
工资： 工资：

相关
说明

 
 

调动生效日期：            年    月     日
批示 调出部门意见 调入部门意见 人力资源部意见 分管领导意见

 
 

 
 

 
 

 
本人意见
 
본인의견

本人同意变更劳动合同，对工作内容、岗位和工资作上述变更，将按时赴职，认真完成新
工作岗位上的任务。
                         签名:                 年   月   日
본인은 노동계약의 변경 및 업무내용, 직위 및 임금에 상술한 변경을 행하는 것을 동의하며,
시간에 맞추어 신 포지션에 부임하며, 성심껏 새로운 업무직위상의 임무를 완성할 것입니다.
                            서명:                      년  월    일 

 투자진출 A to Z

[업무임금조정] 업무부적격 직원에 대한 직책조정 통지서 

(질문)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6개월에 한번 실시되는 인사고과에 2번 
최하 점수(불합격)를 받고 이번 달에 3번째 최하점수가 예상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3번 불합격시는 회사에 업무조정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든 간에 현재 2년 남아 있는 노동계약기간에 계속 근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번에 3차 
점수가 나오면, 노동계약법 제40조 2항에 근거하여, 해고조치하려고 일단 업무를 하향조정
(임금도 함께)한 후, 다시 2개월 후 쯤 재평가하여 불합격 점수가 나올 시에 계약의 
일방해제조치를 하려 합니다. 전화상담 중 말씀하신 "직책조정통지서" 양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저희 회사는 매년 직원의 급여를 조정하고 있는데 최초 노동계약상의 
급여 이상이면 필요시 상향과 하향조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계약서상에 예를 들어 1,000위앤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500위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고과 등 회사 내부의 제도에 따라 업무불감당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근거하여 설사 1,200위앤으로 낮추어 지급한다 하더라도 갑을방간 체결한 노동계약상의 
임금을 상회하므로, 이는 노동계약의 조항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한 후, 노동계약서상 약정된 임금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 직위조정통보서를 사용할 경우, 맨 하단에 본인의 수락 서명난이 
있으므로, 이를 받아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직위임금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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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직위임금조정통지서 양식의 사용 설명서 >
调岗调新通知书使用说明
提问：调岗调薪通知书有什么作用？
1、起到一个劳动合同变更的作用，相当于劳动合同变更协议书，说明双方已协商同意将工
作岗位进行调整。根据法律规定，劳动合同的变更需要采取书面形式，否则即使当事人当
时进行岗位调整，仍可能在以后反悔而发生争议。
2、经过此通知后，员工如果没有到新的岗位上班，就属于旷工了。
3、如经考核，员工不胜任工作，可以进行调岗，如果在新的岗位，员工仍然不胜任工作，
则单位可以解雇该员工。
※《劳动合同法》第三十五条  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一致,可以变更劳动合同约定的内容。
变更劳动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变更后的劳动合同文本由用人单位和劳动者各执一份。
※《劳动合同法》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劳动
者本人或者额外支付劳动者一个月工资后，可以解除劳动合同：……（二）劳动者不能胜任
工作，经过培训或者调整工作岗位，仍不能胜任工作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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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격일제 12시간 근무 매장판매원의 잔업비 문제 

(질문)
1. 당사는 현재 ㅇㅇ시에서 의류 직영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 1개 매장에서 2명이 근무, 격일로 하루 12시간씩 근무(오전 10시 ~ 오후 10시)
2. 매장 판매사원들, 토, 일 근무시와 국가 공휴일 근무시 2배, 3배로 계산해서 수당을 
줘야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토, 일 근무시는 평일과 똑같이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국가 공휴일은 3배로 계산해서 주고 있음. 현재의 노동합동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아님 평일과 똑같이 계산해서 줘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1. 하루 12시간씩, 격일제로 업무를 시킬 경우,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중간에 1시간의 
식사(휴식)시간을 빼면 11시간입니다. 11시간 X 3.5일(주당) = 38.5시간이고, 이는 
주당 표준근무시간 40시간에 못 미치므로, 귀사는 별도로 잔업비를 계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향후, 노동계약서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격일제 근무, 1일 근무시간 11시간 
(식사휴식시간 별도 1시간)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면, 문제의 소지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12시간 근무 도중에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은 당연히 갖는 것이 정상이므로, 잔업비 관련 노동중재가 발생되어도 
합리적인 항변이 가능합니다.
        
3. 법정 경축일의 경우, 이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3배 임금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자료원: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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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비용 및 한도,
지원방법

상표출원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중국내 상표 출원비용 지원

한국 또는 중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중소(중견)기업

- 1건당 상표출원 소요비용의  
 70%(최대 300$)

- 1개사(인)  4건    

브랜드네이밍

▲ 중국내 선행상표 검색 및 
기존 브랜드에 대한 문제점 
등 실태 분석
▲현지언어 및 문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브랜드 컨셉 
정의 및 네이밍
▲ 시각적 브랜드 컨셉 정의 
및 디자인 개발
▲ 출원등록 등 권리화 지원
   

- 중국진출 기업으로서 
전년도 중국 현지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견)기업
- 국내 기업으로서 전년도 
대 중국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견)기업
 - 중국 업체와의 MOU, 
의향서, 수주계약 등 중국에 
수출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 건당 개발비용의 70%
  (최대 1,050$) 
- 1개사  2건
*상표출원비용은 별도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

중국에 등록된 특허권․실용
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한 침해상황 조사 및 행정
단속

 중국 또는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보유한 개인․중소(중견)기업
*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
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침해조사비용의 70%
  (최대 5,000$)
- 1개사  2건

지재권 관리 
종합컨설팅 *

▲ 수출․OEM․현지법인설립․
R&D 센터 설립 등 진출
단계별 상표․디자인․특허 등의 
IP관리방안
▲ 특허 및 상표의 라이센스, 
기술이전  등 계약요령
▲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방지 방안 
▲ 기타 지재권 침해 및 
분쟁 관련 대응 방법
(침해조사․행정 및 사법구
제․협상․국경조치 등)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자영업자  

KOTRA IP전담직원이 이메일, 
전화를 통해 상담신청 접수
→ 특허청 파견관 또는 현지 
IP 전문 법률사무소 연계→ 
1:1 대면 상담(상담비 무료)

[공지사항1]

KOTRA 투자기업 지원사업 안내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_ IP-CHINA DESK에서는 중국지역 투자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안정된 지재권 확보 및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사업 및 애로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재권 확보 및 침해대응 지원 사업

 *  「지재권 관리 종합컨설팅」은 ‘10. 7. 1.부터 상해 IP-DESK 에서  시범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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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KBC 사무실에서는 매 격주 화요일마다 고문회계사, 세무사가 직접
   투자기업과 1대1로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약문의 : 021-5108-8771(# 115, 118) shanghai@kotra.or.kr )

▶ 지재권 관련 지원신청서 접수 및 연락처 : KOTRA 지역별 IP-DESK
   o 북경 IP CHINA DESK : Tel 86-10-6410-6162(#71,#72) 
                             E-mail : hanchunhua@126.com 
   o 상해 IP CHINA DESK : Tel 86-21-5108-8771,2(#148,#111) 
                             E-mail  : simplysunday1004@gmail.com  
   o 청도 IP CHINA DESK : Tel 86-532-8388-7931 
                             E-mail : ydh1028@hotmail.com 
   o 광주 IP CHINA DESK : Tel 86-20-2208-1626,1600(#1401) 
                             E-mail : yoogun0226@gmail.com 
    
  ※신청서 내려받기 : IP-CHINA DESK 홈페이지(http://www.ipchina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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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물류센터 외부>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칭다오 청두

장소
중국

섬서성
시안시

중국톈진
(톈진항
보세구내)

중국상하이
(외교구보세구, 보산구)

*강소/절강성내 주요  
도시도 창고서비스제공가능

중국
호북성
우한시 

산동성
청도시

(보세구 2분구)
사천성
청두시

서비스
운영사

Kerry 
EAS

(嘉里大通)

Kerry 
EAS

(嘉里大通)
YJC (일반화물)
KerryEAS(보세화물)

湖北汽車運
輸總公司 한진육해 宏盛

国际物流

서비스 내륙운송 및 통관, 수출입지원, Stock sale 등 Total 물류서비스
창고형태 보세창고 (보세 화물 및 일반 화물 모두 입고 가능, 지역에 따라 다름)
물류비
지원

* 지정 물류창고 임차료, 입출고비, 내륙운송비, 통관비 등 지원
* 연간 400만원 한도 지원

참가비 단순물류센터 이용은 연간 150만원, 지사화+물류패키지는 연간 330만원

지원
서비스

물류비지원,유망거래선발굴,거래선관리,통관및물류관련자문서비스,
인민폐 대금 결제 대행, 내륙 연계 배송 정보 제공 
 * 유망거래선 발굴은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에 한함

참가신청 Digital   KOTRA(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공지사항２]
“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안내

- 중국 내 6개 센터 운영 -

  KOTRA는 해외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의 적시 공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두, 칭다오에 이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한KBC에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말 
시안KBC에서 “한국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는 
아래와 같으며 관심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OTRA 공동물류센터』는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현지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정부지원 위탁사업입니다.

< 한국공동물류센터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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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물류센터 내부>

한국공동물류센터의 장점들

1) 물류비용 크게 절감
  ⇒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도 운송, 통관, 창고, 배송 등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2) 비용 지원
  ⇒ 물류 보관 시 연간 400~54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원받아 창고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례로 상하이의 경우 사용면적 100㎡, 한 달 2회 In & 
Out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창고비용 거의 제로

3) 내수시장 개척 용이
  ⇒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바이어 관리에 이르는 KOTRA 지사화서비스를 

이용 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용이하며 KOTRA 전략사업에 최우선 참가 가능
4)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
  ⇒ 수입․판매에 필요한 인민폐 거래, 증치세 영수증 발급, 대금 송금 등을 

공동물류센터 지정 물류업체에서 대행함으로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하여 
고비용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 필요하지 않음

5) 물류계약 및 화물운송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 혜택
  ⇒ 참가업체별 지정 물류 PM이 물류계약에 직접 참여, 계약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 주며 운송, 통관, 보관, 배송 과정을 물류 PM이 직접 
관리․감독,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 한국공동물류센터 문의처>
구분 관할KBC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시안 시안 이창선

과장
T:8629)8883-1060(ext.107) 
F:8629)8883-1056 leekmc99@kotra.or.kr

톈진 베이징 김광일
과장

T:8610)6410-6162(ext.26) 
F:8610)6505-2310 guangri@kotra.or.kr

상하이 상하이 손수윤
팀장

T:8621)6278-2288(ext.202) 
F:8621)6278-3723 ssyun@kotra.or.kr

우한 우한 장상해
센터장 

T:8627)8555-0118
F:8627)8555-0120 shchang@kotra.or.kr

청두 청두 이영준
센터장 T:8628)8672-3501 yjlee@kotra.or.kr

칭다오 칭다오 김주철
차장 T:86532)8388-7931 freestyle@kotra.or.kr

본사 지사화물
류지원팀

이종민
대리 T:(02-3460-7635 yesmin@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dc.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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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3]
KOTRA 광저우 공동물류센터 가입업체 모집

KOTRA 광저우 무역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물류업체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화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동물류센터 개요
 o 운영시기 : 2010년 7월 1일 이후 (5-6월중 화주업체 모집)
 o 운영방법 
   - 회원에 가입한 화주업체에게 물류업체의 창고이용 및 통관서비스 등 실시
   - 회원가입업체의 “한국→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수수료, 창고이용료 일부지원
 o 공동물류센터 운영주체 : KOTRA와 협약을 체결한 물류기업
   - 운영업체 : 범한판토스, 코차이나
 o 물류센터 현황

  

운영기업 물류창고위치(넓이㎡, 창고종류)
코차이나 광저우(310/일반), 심천(5,650/일반․보세), 혜주(1,000/일반)

범한판토스 광저우(18,630/일반), 불산(1,200/보세, 항온항습), 혜주(800/보세),
심천(18,719/일반․보세)

 o 이용료 수준 : 화남지역 물류업체와 비교, 경쟁력 있는 가격
   (※ 아래 KOTRA 문의처로 요청시 개별적으로 안내예정)
 o 물류창고 주요 지원사항 
   - “한국-중국” 수출입 통관, 운송지원
   - 화물의 중국 도착후, 내륙․제3국 운송 등, 물류업체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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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 가입조건 및 물류비 지원내용
 o 가입대상기업 :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아래사항 해당기업
  - 중국시장 진출기업으로서 물류센터 활용 희망기업
  - 임가공용 원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수요기업
 o 가입절차

 

회원 가입신청
(화주업체)

물류 Cost평가
(물류업체)

가입결정
(화주업체)

• KOTRA회원가입 및 
 인터넷 신청
 (www.kotra.or.kr)

• 적정성 평가후, 화물 물동량
  작성제출
• 화주업체의 예상 물동량에 대
  한 물류업체의 소요비용 산출

• 비용검토 후 가입
  여부 및 물류업체
  선정

* 주 : KOTRA 회원 및 물류기업가입절차, Cost simulation방법 등은 별첨 참조
      (인터넷 신청시 자세한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o 가입비용 : 연간 150만원 (※ KOTRA 광저우 지사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 30만원)
 o 물류비 지원
  - 지원금액 : 연 400만원이내 (화주업체 150 + KOTRA 250만원으로 기금조성)
  - 지원대상 : “한국→중국” 수출제품에 대하여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일부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물류발생 → KOTRA, 물류비용에 대한 화주․KOTRA 분담금 산정 → 비용지불

다. 문의처
 o 물류센터 제반사항(회원가입, 지원금 및 물류업체 이용료 등) 문의
  - KOTRA : 광저우 무역관 손병일 부장, 장민과장
  - Tel : 020-2208-1900, 1902 / zhangm@naver.com
 o 창고위치, 창고이용료 및 통관기간 등 문의
  - 범한판토스 : 최보규 과장 (Tel : 0755-8359-2659 / bkchoi@pantos.com.hk)
  - 코차이나 : 김승현 차장 (Tel : 020-8310-0711 / jin.can@korch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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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4]
KOTRA 청두KBC 직원 모집공고

 
KOTRA청두코리아비즈니스센터(청두 한국무역관)에서는 한국기업의 내륙시장 개척과 
진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원자는 아래 연락처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1명
 
2. 모집 대상: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ㅇ 연령: 만40세 미만
 ㅇ 남녀 불문
 ㅇ 중국 내 근무 경력자 우대
 ㅇ 장기체류비자 자체 해결 가능자 우대
 
3. 담당 업무: 정보조사,언론취재 지원 보조,방문인사 지원 보조,마케팅 등
 
4. 급여 보수: 10,000~15,000위앤/월
 ㅇ 면접 후 연령 및 경력에 따라 협의 예정)
 ㅇ 채용 후 실습기간2개월 적용(급여의80~90%지급)
 
5. 지원처: KOTRA청두코리아비즈니스센터 부관장/수출인큐베이터 소장 김정태
 ㅇ 전화: 028) 8670 0850
 ㅇ 팩스: 028) 8670 0846
 ㅇ 이메일: tingtai@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