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비상(飛上)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10조 원을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고, ICT 

융합산업 정책인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CT 융합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新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통해 글로벌 진출과 영향력 확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한·중 양국의 ICT 산업교류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한·중 FTA 정식서명으로 양국간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9일에는 

AIIB 협정문 서명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ICT 

소비국으로 한국에게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자본력과 거침없는 글로벌 

확장 정책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간 한국 ICT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중국 ICT 산업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ICT 

산업의 재도약과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KT경제경영연구소는 ‘ICT in CHINA 2015’를 발간하여 최근 중국 ICT 시장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미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미디어 

OTT,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쟁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한국 ICT 기업들에게 중국 ICT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큰 성과를 거두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KT경제경영연구소장 박 대 수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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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중국 IC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확장

중국은 국가 차원의 ICT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본격화, 

제조를 넘어 ICT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과 영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2015년 중국 ICT 시장 규모는 5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국의 7.6배에 해당한다. 더욱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13.3%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7%대 GDP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중국 경제에서 ICT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ICT 산업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10조 원을 네트워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ICT 융합산업 정책인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기존 

제조업과 유통업 등에서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新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조 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통신 

인프라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중국 ICT 기업과 서비스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융합 혁신을 유도

중국의 LTE 가입자는 최근 3개월만에 6,000만 명 이상 급증하면서 2015년 4월 기준 약 1억 8천만 

명에 달했다. 미국의 1억 6천만 명 대비 단일 시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지만, 중국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 중국의 통신 시장은 국영기업인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3강 구조 하에서, 최근 40여 개 업체가 MVNO 사업권을 부여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1,2위 가전유통업체인 Suning, GOME를 포함해 Alibaba, Youku 

Tudou, Xiaomi 등 각 산업계의 1,2위 업체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영기업의 메이저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인터넷 기반의 혁신을 

통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국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시장에서도 CCTV, 

BTV, SMG 3대 메이저 이외에 중국판 유튜브에 해당하는 Youku Tudou와 같은 미디어 OTT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산업도 중국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BAT(Baidu, Alibaba, 

Tencent)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전세계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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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T 산업의 3대 이슈 : 전자상거래, 미디어 OTT, 온라인 게임

① 전자상거래 : 중국 發 핀테크 혁신

세계 1위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자결제, O2O, 인터넷은행 등으로 확산,
한국은 중국 發 금융 ICT 융합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일 전망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5,627억 달러로 세계 1위의 시장이자 한국의 15배를 넘는 

규모다. 중국 ICT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기반으로 전자결제와 O2O(Online to Offline)로 

전자상거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Tencent와 Alibaba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하며 

금융업의 핵심인 은행업까지 진출했다. 

최근 국내에도 백화점, 편의점 등에 중국의 전자결제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한국은 중국발 

금융 ICT 융합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중국 소비자의 국내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국내 

전자상거래와 금융 ICT 산업 혁신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미디어 OTT : 韓流를 넘어 中流의 시대

중국 OTT 사업자, 자체 콘텐츠 제작부터 커머스 연동 등 신규 BM 강화,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한류 포맷으로 확대해야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산업은 중국 정부의 Youtube 등 글로벌 기업 제한 정책과 Baidu, Tencent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은 ▲자체 

콘텐츠 제작 강화 ▲동영상+커머스 연동 등 신기술 도입 ▲C-P-N-D 수직계열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시장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웹드라마 등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콘텐츠도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제휴 관계를 넘어 한국기업 투자와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해외 동영상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 악재이나, 한·중 FTA를 통해 

저작권 침해 구제 절차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중국 동영상 시장이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어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모바일 콘텐츠 공략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할 전망이다.

③ 온라인 게임 : 게임 퍼블리싱 유통 지배력 

모바일 게임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성장하는 중국,
독특한 게임 유통구조를 이해하고 현지화와 수익모델 다각화에 주목해야

2015년 중국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23% 성장한 2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220억 달러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5억 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와 2014년 기준 전년대비 144.6% 

성장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은 Google Play 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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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능한 가운데 300개가 넘는 3rd Party 앱마켓이 게임을 유통하면서 군소 퍼블리셔와 게임 

개발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구조다. 중국의 독특한 게임 생태계와 치열한 경쟁은 VIP 등급별로 요금과 

혜택이 다른 VIP 시스템, 월정액 모델 등 중국만의 차별화된 모바일 게임 BM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은 단말과 네트워크 환경이 다양해서 공략이 쉽지 않지만, 중국 이용자의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 등 현지화 강화와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제휴 전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은 중국 ICT 시장 공략의 ‘골든 타임’

Fast Follower에서 Rule Setter로 진화하는 중국 ICT 시장

전통 산업에 새롭게 등장한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 C-P-N-D 가치사슬 영역을 재편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BIC(Big Data, IoT, Cloud Computing)로 불리는 ICT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춘’을 

중심으로 젊은 혁신 창업가 ‘촹궈(創客)’들을 빨아들이면서 중국만의 신화를 새로 쓰고 있다. 또한 

심천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프로토타입의 하드웨어 창업도 활발하다. 이제 중국은 

‘아이디어-핵심기술-프로토타입-서비스’에 이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ICT 생태계의 전반에서 

새로운 룰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ICT 산업의 자신감을 반영하듯, 해외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10억 달러 미만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중국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중국의 ICT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산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 FTA는 양국간 ICT 산업교류의 새로운 전환점,
경쟁관계에서 상호 보완관계로 ‘Made with China’ 전략이 중요

2015년은 중국의 스마트 빅뱅이 본격화되고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분야 등 ICT 산업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전자인증 상호인정, 콘텐츠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ICT 사업 활성화 조치도 강화되어 양국간 ICT 산업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ICT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규제제도와 세대, 소득, 지역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기업과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Made with China’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 영역별로 중국의 우수사업체와 블랙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AIIB 투자사업 공략,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한-중-글로벌로 연결되는 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등 중국의 성장을 

한국기업과 한국경제의 성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시대를 먼저 선도한 한국의 ICT 기술과 역량으로 한·중 FTA 시대, 중국 ICT 시장을 공략할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Ⅰ 중국 IC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확장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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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IC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확장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ICT 시장

2015년 중국 ICT 시장규모는 약 507조 원(4,651억 달러, 1$=1,090원) 규모로 전망된다. 

중국 ICT 시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이자 한국 ICT 시장의 7.6배 규모인 글로벌 ICT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10년 10.4%에서 2014년 7.4%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ICT 시장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13.3%의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며 중국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동통신 가입자, 인터넷 이용자, 모바일 게임 이용자 등 ICT 영역 전반에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ICT 산업에서 중국이 1위로 부상하는 영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글로벌 1위 규모의 ICT 시장을 보유한 

국가지만 4G LTE 이용자는 아직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2억 명이 

넘는 모바일 쇼핑 이용자도 전체 인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 ICT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2013~2018년

중국ICT시장 규모

[그림 1-2] 

중국의

주요 ICT 서비스

이용자 현황

2015년 중국

 ICT 시장 규모는

약 507조 원으로 

한국의 7.6배

지속 성장 가능 여력은 

글로벌 1위

출처: CIA(2015), MIIT(2015.05), CNNIC(2015), GPC(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IDC(2015), KT경제경영연구소

(단위 : 십억 달러)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64.3

418.9
465.1

523.0

596.3

678.8

CAGR 13.3%

인구

13.56억

2014.07 2015.04

항목 :

기준연도 :

3G 사용자
이동통신
가입자

12.93억

1.78억
2.36억

4.66억
3.58억

6.49억

2015.04

4G 사용자

2015.04

모바일 쇼핑
이용자

2014.12

모바일 게임
이용자

2014.12

인터넷
이용자

2014.12

미래 성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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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란?

-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의 기본 대외노선으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 중화경제권 건설을 위한 신 실크로드 전략

-  2013년 시진핑이 육상 신 실크로드 육상 신 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신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국가정책으로 부상

중국 ICT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영향력 강화가 본격화 될 전망

미래 중국의 ICT 산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 및 정책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지속하던 중국은 2012년 이후 7%대로 

성장률이 둔화되자 이를 새로운 정상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로 규정하고 

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과 중국 주도의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은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중국을 넘어 아시아와 글로벌로 경제권역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신(新) 경제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중국 ICT 시장에 

있어서도 아시아와 글로벌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아시아 통신 

인프라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중국 ICT 기업과 서비스의 아시아 지역 영향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신 실크로드 정책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 

통신 인프라 투자 및 

영향력 강화 예상

[표 1-1]

2010~2020년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단위: 십억 달러)

분야/세부분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계

전기 3,182.46 653.67 167.16 - 4,003.29

수송 1,593.87 1,196.12 104.48 4.41 2,898.87

통신 524.75 435.62 78.62 1.11 1,040.11

전화 142.91 6.46 4.45 0.05 153.87

이동전화 339.05 415.87 71.97 0.95 827.84

광대역 42.78 13.29 2.21 0.11 58.39

상하수도 171.25 85.09 23.40 0.51 280.24

합계 5,472.33 2,370.50 373.66 6.02 8,222.50

출처: ADBI(2012.12), KT경제경영연구소 

그림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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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ICT 발전을 주도하며 내수성장의 해법으로 활용

중국 ICT 산업의 특징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과 규제를 기반으로 성장목표를 

부여하고 외국기업을 제한하며 산업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MIIT), 방송분야를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SAPPRFT),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부(MOC)를 통해 ICT 산업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ICT 기업 육성과 시장보호라는 명목으로 외국 ICT 기업의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ICT 분야를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 위성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허가권과 프로그램 상영제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ICT 산업에 

대한 중장기 진흥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말하는 12.5 규획을 통해 중국정부는 통신, 인터넷, IoT 등 

구체적인 산업별 중장기 계획을 실행중이다.

[그림 1-3]

중국 ICT 산업별

주무부서

[표 1-2]

중국 ICT 산업

주요 규제 현황

[표 1-3]

ICT관련 

12.5 규획 주요내용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ICT 산업 발전

다양한 규제로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을 제한

12.5 규획으로

ICT 산업별

중장기 진흥정책 추진

공업정보화부

(MIIT)

문화부

(MOC)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SAPPRFT)

중국 정부 ICT 주무부서

정보통신 정책&규제 방송 정책&규제 콘텐츠 정책&규제

구분 주요내용

ICT, 방송 규제
•국유기업만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전파 허가증’ 신청 가능
•외자경영, 외국기업과의 합자형태의 라디오, TV 방송사업자 설립 금지

모바일 게임 규제
• ICP 허가증, 문화경영허가증, 판호(유통허가)를 받아야 중국 진출 가능
•부모에게 자녀지도에 대한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시행령 규제 운영

위성방송 규제
•해외 위성방송 수신은 외국인 이용 호텔 등에 한해 수신 가능
•해외 위성방송의 직접수신은 엄격하게 금지

프로그램 규제
•국외 방송 프로그램의 1일 방송시간 제한, 프라임타임 방송 제한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계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목 발표기관, 시기

사물인터넷 125 계획 공업정보화부, 2012.02

통신업 125 계획 공업정보화부, 2012.05

인터넷산업 125 발전 계획 공업정보화부, 2012.05

클라우드 과학기술 발전 125 전문프로젝트 계획 과기부, 2012.09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0),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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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정부는 내수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융합 신산업 육성을 추진중

최근 중국 정부는 인터넷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조 2천억 위안 (약 210조 원, 

1 위안=175원)을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속도가 초당 

3.4Mbps로 세계 82위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브로드밴드 속도를 2017년까지 초당 

20Mbps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내수성장,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의 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ICT와 

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통산업을 개조하며, 궁극적으로 내수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중장기 융합산업 발전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은 중국의 12.5 규획이 마무리되는 해이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별 중장기 계획인 13.5 규획 수립이 추진되는 해이다. 13.5 규획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 기자들이 뽑은 2015년 중국 10대 이슈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13.5 규획을 통해 중국 ICT 산업의 글로벌 확장,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및 

융합기반 신산업 발전 진흥정책과 상세전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3.5 규획은 향후 5년간 중국 ICT 산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내 ICT 기업과 관련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에 

210조 원을 투자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국가차원의 ICT 기반 

융합 신산업 육성

금년부터 구체화되는

13.5 규획은

2020년까지

ICT 진흥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

[표 1-4]

국가별 브로드밴드 평균속도와 순위

글로벌순위 1 2 3 4 16 82

국가 한국 홍콩 일본 스웨덴 •• 미국 •• 중국

평균속도(Mbps) 22.2 16.8 15.2 14.6 11.1 3.4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정책이란?

-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 ICT 기술을 제조업, 유통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려는 목적의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기반 

    ICT 융합 전략

-  2015년 3월 중국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제기하여 

    본격화 되고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 예상

출처: akamai(2015.03),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글로벌 평균 인터넷 속도는 4.5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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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확산과 MVNO 등장으로 급변하는 중국 통신시장

2015년은 중국 LTE 시장 성장의 원년

중국 통신시장에서 LTE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의 4G 

LTE 이용자 수는 1억 7,796만 명으로 3개월만에 6,0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수가 0.2% 증가하는데 그치고, 3G 이용자 수는 3.9% 

감소한 상황에서 4G 이용자 수는 52% 상승하며 중국에 LTE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LTE 가입자 수는 아직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14% 수준이지만 China Mobile 

회장이 2016년까지 LTE 가입자 3억 명 확보 계획을 발표하는 등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LTE 행보가 강화되고 있어 2015년은 중국 LTE 시장의 고도성장기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LTE 시장의 급성장은 중국 통신사들이 3G 투자와 가입자 확보에 

적극적이기 보단 LTE 시대를 대비해왔던 부분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9년 1월 China Mobile의 3G 라이선스 확보로 중국의 스마트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나, 4년이 지난 2013년 3월에도 중국의 3G 가입자는 약 2.8억 명 수준에 

그쳤었다. 중국 1위 통신사 China Mobile의 3G 방식인 TD-SCDMA 방식이 

WCDMA 등의 방식에 비해 기술적 열위에 있어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통신사들도 다가올 LTE 시대를 대비하는 것에 보다 집중했기 때문이다.

3G 시대와는 달리 2013년 12월 중국 통신 3사에 TD-LTE 라이선스가 발급된 이후 

China Mobile은 2014년 10월 말까지 300개 이상의 도시에 57만 개의 4G 기지국을 

세우고, 미국 등 27개국과 지역간 4G 로밍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LTE 가입자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1-5]

기간별 중국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중국 LTE 가입자

최근 3개월간

6,000만 명 이상 급증

중국 통신사들

사실상 3G를 건너뛰고

LTE 시대를 준비

4G 이용자

2015년 1월

1억 1,787만 명

4억 8,505만 명

12억 9,049만 명

1억 7,796만 명

4억 6,630만 명

12억 9,296만 명

2015년 4월

3G 이용자

전체 이용자

+51%

-3.9%

+0.2%

출처: MIIT(2015),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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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모두 FDD 방식의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통신사별로 선호하는 LTE 기술에 차이가 있다. TD-SCDMA 방식의 3G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China Mobile이 TD-LTE 서비스를 본격화 하는 반면 China Unicom과 

China Telecom은 TD-LTE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FDD-LTE 방식을 선호해왔다.

지난 2014년 9월 China Unicom과 China Telecom에 FDD-LTE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중국 통신 3사 모두 LTE 시장을 본격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통신사간 LTE 가입자 경쟁을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MVNO 등장으로 민간자본의 중국 통신시장 진입 본격화

중국 통신사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은 모두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나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국유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총 6개의 통신사가 난립하던 중국 통신시장은 2009년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네트콤의 합병을 마지막으로 통신사간 합병이 완료되고 통신 3사 구도가 

완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TD-LTE에 이어

FDD-LTE 라이센스 

발급으로 

LTE 경쟁 본격화

여전히 

중국 통신시장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

[표 1-6]

중국 통신사의

이동통신 세대별

기술방식

[표 1-7]

중국 통신 3사

    개요 및 주요 서비스

2G 3G 4G

GSM TD-SCDMA TD-LTE

GSM WCDMA TD-LTE / FDD-LTE

CDMA 1X CDMA EV-DO TD-LTE / FDD-LTE

구분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설립일 2000년 1994년 1994년

정부지분
(2012.06기준)

74.2% 70.9% 57.8%

주요 서비스

•모바일 브로드밴드,
•모바일 게임, 모바일 TV,
•모바일 IM, 모바일 의료
•모바일 음악, M2M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
•모바일 게임, 모바일 TV,
•모바일 음악, M2M
•모바일 증권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
•모바일 게임, 모바일 TV,
•모바일 음악, FMC
•M2M 등

주요 서비스
브랜드

•Go Tone(全球通)
•Easyown(神州行)
•M-ZONE(動感地帶)
•G3
•he(And)

•Wo
•World Wind(世界風)
•U-Power(新勢力)
•RuyiTong(如意通)

•eSurfing(天翼)

앱스토어 •Mobile Market •'WO' 앱스토어 •eStore(天翼空间)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 KOTRA(2013), KT경제경영연구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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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다양화, 요금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등 총 8개 분야를 민간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분야로 선정했으며, 2013년 1월 MVNO 사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2013년 5월 

MVNO 시범서비스 방안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말 중국의 MVNO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약 40여 업체가 

MVNO 사업권을 발급받았다. 특히 중국 1, 2위 가전 유통업체인 Suning, Gome를 

포함해 Alibaba Group의 Hichina 등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Youku Todou 등 온라인 동영상 업체와 단말업체 Xiaomi까지 다양한 기업이 

중국 MVN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통신사들도 3G 등 기존 네트워크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망 대가 수익을 거두고 

MVNO 사업자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방대한 중국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MVNO와의 사업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중국의 MVNO 사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표 1-9]

2013~2014년 중국의

MVNO 라이선스 발급 사업자 현황

[표 1-8]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입

권장 및 유도 실시의견

주요 내용

최근 MVNO 등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입을 장려

유통, 인터넷 기업의 

MVNO 사업 본격화

항목 주요 내용

이동통신 재판매업(MVNO)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 요금인하 유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광대역 접속 업무(CPN)
•광대역통신 관리제도 정비로 기업간 동등 접속품질 보장
•고객의 선택권 보장으로 광대역 접속가격 인하

네트워크 위탁관리 업무 
•통신망 일부 또는 관련설비의 제3자 관리/유지보수 위탁
•전문화 분업 촉진을 통해 전문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 서비스 
•인터넷 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와 
   인터넷접속서비스(ISP) 경영 허용

통신엔지니어링 설계/시공/감리 등 •고객 케이블 설치, 통신건설 분야 입찰에 민간기업 참가

인프라의 투자, 건설, 운영
•기지국, 기계실, 통신타워 등 인프라를 제3자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여, 인프라 공동건설 및 공유 

지분참여 방식의
기간통신시장 진입

•상장사 국유지분 비율조정으로 민간자본 유치 등

해외 진출 
•민영 통신업체의 해외시장 경쟁 참여 장려
•민영 통신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라이선스 발급이력 사업자 명

1차(’13년 12월) 
11개 업체

Funtalk China Holdings, Lianlian Technology, Telling Telecommunications, D.Phone, 
Jindong Century Trading, Huaxian Lianxin Technology, Bewinner Communications, HiChina 
Technology, Busap, Telephone World Group, Soshare Network Technology

2차(’14년 6월) 
8개 업체

Love Strickland, Suzhou Snail Digital Technology, Sunning Yun, Interim Group, Changjina 
Times Communications, Yuan Communication Technology, 35.com, Gome

3차(’14년 8월) 
6개 업체

Longmaster Information & Technology, Shenzhen SeeCom Technology, 21vianet, UFIDA 
Software, PTAC, Yinsheng E-Pay

4차(’14년 11월) 
8개 업체

Youku Todou, Hongdou Group, Shenzhen Media Group, Beijing ChannelSoft Technology, 
Haier,  263 Network Communications, Xiaomi, Zhengzhou Xunjie Trade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13.12)

출처: ATLAS Research & Consulting(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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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의 중국 방송산업, 엄격한 규제로 제한된 시장

중국의 방송시장은 정부가 지상파를 소유하고 서비스 권역, 콘텐츠 제작 및 방영, 해외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콘텐츠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폐쇄적인 

시장이다.

중국의 방송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중국 전역에 서비스중인 대표 

방송사 CCTV, 베이징과 주변에 방송되는 2위 사업자 BTV,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SMG가 있다. 현재 중국에 전문적인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없으며 케이블 방송망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다.

중국의 방송사업은 정부방침을 국민에게 전달 및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사업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은 중국정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법률위반, 국론 분열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데 사전심의를 포함하여 프라임 타임 

시간대 방영금지, 쿼터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한국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

[표 1-10]

중국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현황

[표 1-11]

중국의

해외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중국 정부,

지상파 3사 지분 

100% 소유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

구분
CCTV BTV SMG

방송 개시일 1958년 9월 1979년 5월 1980년 대

서비스 권역 중국 전역(중국 지역 91%) Beijing 및 주변지역 Shanghai 및 주변지역

정부 지분 100% 100% 100%

채널 보유 현황

•무료 공중파 채널 22개
•자회사를 통해 유료 
   디지털 TV채널 19개 소유
•‘13년 기준 141개 국가와
   지역에 6개 채널의 방송을  
   6개 언어로 송출

•SD 방송채널 10개
•HD 방송채널 1개
•유료 디지털 방송채널 2개
•해외용 방송채널 1개

•TV채널 29개
   (아날로그 14개, 
   디지털 15개)
•위성방송 2 채널
•IPTV
•케이블 방송채널 7개 
•지역방송채널 4개

해외 방송 및
프로그램
관련 규제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계할 경우 국무원 승인 필요

•해외 방송 프로그램 중 시사 및 뉴스 프로그램 수입 금지

•국외 제작 영화 및 드라마는 1일 전체 방송시간의 25% 이내, 

  기타 방송 프로그램은 15% 이내로 제한

•19시~22시 프라임 타임 시간대 국외 제작 드라마 방영 금지

•수입 애니매이션 방송분량은 전체 애니베이션 방송의 30% 이하, 

  17시~21시에는 수입 애니베이션 방영 및 소개 금지

•해외 위성방송 직접수신 금지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0)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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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B: 빅데이터, I: 사물인터넷, C: 클라우드) 분야에서 

더욱 돋보이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

사물인터넷(IoT)

중국은 방대한 인구규모만으로도 이미 글로벌 최대의 스마트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중국은 성장가능성은 

한계를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속도는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GSMA가 발표한 전 세계 M2M 연결증가 수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연결 증가 수가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사물인터넷 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 받는 것이 심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하드웨어 생태계다. 중국 심천에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들이 모여 있고 800여 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공장과 작은 

공장형 기업들이 모여 있어 사물인터넷 단말 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IoT와 스마트폰 부품들을 쉽게 구하고 자유롭게 제작업체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아이디어–기술-프로토타입 개발’의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개방과 협력의 문화 속에 전세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의 

프로토타입 기지가 되고 있다.

이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중에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심천에서 수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회사들이 심천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년 CES 

2015에서는 심천지역에서 4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며 사물인터넷과 

하드웨어 생태계의 메카로서 심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림 1-4]

지역별 M2M

연결 증가 수

다른 대륙을 압도하는

중국의 M2M 확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심천의 

사물인터넷 생태계

74.0

2010년
전체

오세아
니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

아시아
(중국제외)

유럽 중국 2013년
전체

1.4
5.3 8.9

15.1
15.8

29.1

39.0 188.5글로벌 M2M 연결 수(단위: 백만)

지역별 M2M 연결 증가 수(단위: 백만)

출처: GSMA(2014.07),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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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중국제조 2025’의 실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사물간 연결과 전세계가 

주목하는 심천의 사물인터넷 생태계에 더해서 중국 사물인터넷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불러올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이 발표한 제조업 강화 정책 ‘Industry 4.0’와 미국 GE의 산업 

인터넷 혁명(Industrial Internet Revolution)을 모델로 구상한 ICT와 제조업의 

융합정책이다. 중국 사물인터넷 시장은 중국제조 2025의 실행으로 사물인터넷 제품의 

수요 증가→소비 확대→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중국 현지언론인 시큐리티 저널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3년 134억 

위안에서 2017년 372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China Telecom, China Unicom 등 통신기업과 Baidu, Tencent, Qihoo 

360 등 포털기업이 중심이며 Alibaba, Huawei 등도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포털사이트들은 테라바이트 단위의 무료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B2C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사물인터넷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

통신, 포털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

[그림 1-5]

중국의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현황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 란?

-   리커창 총리가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규모에 의존했던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스마트제조, 친환경제조로 전환하는 개념

-  차세대 IT, 로봇, 첨단 레일 교통장비, 절전·신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개 분야로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이 핵심

통신사 포털

커머스,
제조

기타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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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와 중국 기업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교차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IBM이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MS와 Dell도 오래 전부터 중국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시장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Alibaba는 2015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였고 Tencent, 

Huawei 등도 글로벌 진출을 추진중이다.

빅데이터(Big Data)

LTE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통신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사물인터넷 단말이 만들어 낼 방대한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 中国信息通信研究院)이 2015년 6월 발표한 2015년 

중국 빅데이터 발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84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38% 성장하여 116억 위안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전체 ICT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많지 

않지만 Alibaba의 마윈 회장이 2015년 5월 한국 방문 당시 Alibaba의 미래사업으로 

빅데이터를 지목하는 등 ICT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어 성장세가 보다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 중국,

중국 → 글로벌 

시장공략이 상호 교차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그림 1-6]

2014~2015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규모

[표 1-12]

중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상호 클라우드

진출 현황

투자방향 기업명 투자현황

글로벌

중국

IBM •2014.12, 중국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사업 시작(Tencent와 협력)

MS
•2014.03, 중국에 Window Azure와 Office 365 제공 
•2012.11, 데이터센터 업체 ‘21Vianet’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Dell •2011.07, 상하이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오픈

중국

글로벌

Alibaba •2015.03 미국에 데이터 센터 개설, Intel과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 제휴

Huawei •2014.09 클라우드 솔루션 ‘퓨전스피어 5.0’ 한국 출시계획 출시계획

Tencent •2013.11 온라인, 모바일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 확장계획 발표

2015년

84

38%
116

(단위: 억 위안)

출처: CAICT(2015.06),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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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Baidu와 

Alibaba가 있다. Baidu가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직접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Al ibaba는 

빅데이터를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고객분석 

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aidu의 경우 중국인들의 검색 키워드 현황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Baidu Index 

(http://index.baidu.com), Baidu의 통계포털(http://tongji.baidu.com)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1시간 단위로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첸시(遷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aidu와 Alibaba의 빅데이터 자료는 2013년 11월부터 중국 국가통계국에 제공되어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집계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영방송 CCTV는 Baidu의 

인구이동현황 빅데이터 서비스 ‘첸시(遷徙)‘를 방송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Baid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해외 주요기관에 제공하는 글로벌 

진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2014년 8월 UN은 Baidu와 손잡고 환경과 건강 두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연합 실험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1월 한국관광공사도 Baidu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인들의 방한관광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서비스가 아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미래 중국 빅데이터 서비스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선두 기업은

Baidu와 Alibaba

Baidu는

한국, UN 등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에도 진출

[그림 1-7]

중국 Baidu의

위치기반 인구이동현황 

빅데이터 서비스 

‘첸시(遷徙)‘

출처: 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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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Follower에서 Rule Setter로 진화하는 중국 ICT 시장

개방적 네트워크와 역동적 창업문화가 중국 ICT의 핵심 경쟁력

그간 중국의 ICT 산업구조는 해외기업 규제와 정부중심의 자국기업 육성정책으로 

성장하는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ICT 산업에 공유와 

협력을 통한 역동적인 창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창업열풍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베이징에 위치한 IT 기업단지 ‘중관춘 

(中關村)’이다. 중관춘은 정부의 강력한 창업지원 정책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맞물리면서 IT 기반 혁신 창업가를 뜻하는 ‘촹궈(創客)’ 들이 

모이는 창업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2014년 12월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관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자치혁신 시범지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관춘 모델의 전국 확대 정책은 

개방적 네트워크와 역동적 창업문화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중국 ICT 시장 

성장에 자극을 주며,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관춘에 위치한 ‘처쿠(車庫)까페’는 매일 까페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동업자를 구하는 오픈 공간이다. 이곳을 통해 130여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70여개 업체가 투자를 받는 등 처쿠카페는 중관춘의 혁신과 

창업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1-8]

중국의 창업혁신지역

‘중관춘(中關村)’의

주요 특징

[그림 1-9]

중국 중관춘의 ‘처쿠(車庫)까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창조와 혁신의 현장

중관춘(中關村) 

중국은 중관춘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추진

젊고 혁신적 창업가들

30세 이하 창업자의 절반이
중관춘에서 활동중

전국 창업 투자금 집중

전국 창업 투자 건수와
금액의 1/3 차지

다양한 산업협력 기반

기업과 연구기관이 156개의 
산업 협력기구 운영

해외 인재 리턴 확산

귀국 유학생 2만 명, 이들이 
만든 창업기업 6천 개

대형 ICT 기업 밀집 

Xiaomi, Baidu, Lenovo 등 
우수 ICT 기업 집중 지역

우수한 교육 인프라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등 
40여 개의 우수 교육기관

中關村
(중관춘)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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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중국의 해외투자는 경제성장과 해외투자 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경제 전반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4월 중국정부는 10억 달러 미만 해외투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14년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1%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기조는 ICT 분야에서도 이어져 중국 Baidu가 차량공유 서비스 ‘Uber’에 6억 

달러를 투자하고, Lenovo가 ‘Motorola Mobility’를 29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중국 

ICT 기업의 글로벌 투자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Alibaba와 Tencent 등도 

커머스, 게임 등 기존 사업영역을 넘어 차량공유, QR코드 등 다양한 기업을 국가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Device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사례를 따라가기 바쁜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중국 중심의 ICT 생태계를 

확산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사업영역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글로벌 확장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표 1-13]

Alibaba와 Tencent의

해외 투자 주요 사례

[그림 1-10]

중국 ICT 생태계의

C-P-N-D

기업명 투자 국가 업종 투자 기업

Alibaba

인도 e-커머스 One97 Communications

이스라엘 QR코드 Visualead

미국 차량공유 Lyft

미국 모바일 메신저 Tango

Tencent

인도 온라인 버스예매 Redbus

미국 메신저 Whisper

한국 게임 Netmarble

러시아 이메일, SNS Mail.ru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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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 ICT 산업의 3대 이슈

   

1. 전자상거래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부상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5,627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의 

2015년 전자상거래 예상규모인 3,491억 달러를 넘어선 세계 1위의 시장이자 한국의 

15배를 넘는 규모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시장규모 2위에서 9위까지의 시장규모 합을 

넘어서는 규모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에서 2014년 33%의 비중을 차지한 모바일 쇼핑은 2016년부터 

PC 기반 쇼핑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20~30대의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 됨에 따라 모바일 쇼핑의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2-1]

연도별 중국,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표 2-1]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Top 10 국가의 2015년, 

2018년 시장규모

[그림 2-2]

연도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PC와 모바일 비중 변화 

세계 1위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2018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 쇼핑의

성장과 연관

800

1000

1200

600

400

200

0

2013

305.65

349.06 394.43 442.55
493.89

315,75

264.28

426.26

562.66

714.58

871.79

1,011.28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 십억 달러)

미국

중국

출처: eMarketer(2014), KT경제경영연구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2015년 562.66 349.06 93.89 79.33 73.46 42.62 36.76 28.77 20.30 18.80

2018년 1,011.28 493.89 124.96 106.07 99.33 53.26 47.82 42.67 30.91 26.17

(단위: 십억 달러)

출처: iResearch(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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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4.5%

2013 2014e 2015e 2016e 2018e2017e

33.0%

54.3%
45.1%

40.8% 38.3%

45.7%
54.9%

59.2% 61.7%

PC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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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baba가 주도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구도, 

전자결제, O2O, 인터넷은행 등 금융 ICT 융합으로 확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대강자는 Alibaba Group이다. Alibaba Group은 1999년 

alibaba.com을 통한 B2B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03년 C2C 시장의 Taobao.com, 

2006년 B2C의 Tmall.com을 런칭하여 각 시장에서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2, 3선 도시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장되면서 

JD.com, HC360.com 등 후발 사업자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온라인 쇼핑을 넘어 전자결제, 인터넷 은행, 

O2O(Online to Offline) 등 금융과 ICT 융합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역할이었던 중국이 

전자상거래와 금융과 ICT 융합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Alibaba Group이

전자상거래 전 영역에서 

절대우위를 차지

전자상거래 경쟁이

전자결제, O2O, 인터넷 

은행으로 확산

[그림 2-3]

중국의 영역별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Alibaba Group의

시장점유율

[그림 2-4]

중국의

금융과 ICT 융합

확산 구조도

출처: China Internet Watch(2014), Statista.com(2015),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B2B
시장점유율

44.82%

Alibaba Group 경쟁 기업

57.36%

96.5%

B2C

C2C

중국의 금융 + ICT 융합 시장

전자결제

인터넷 은행

전자상거래
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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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2007년부터 5년마다 

전자상거래 지원책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산업을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상무부는 2015년 5월 ‘인터넷+유통’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농촌과 중소도시, 국제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O2O(Online to 

Offline) 등 융합 서비스를 적극 장려하는 계획을 담고있어 중국 전역에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개혁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2015년 6월 중국 정부는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전자상거래 경영)의 외자비율 제한에 관한 

통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을 기존 55%에서 100%까지 

허용한다고 밝혀 중국에서 100% 외국인 자본의 전자상거래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5년 1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 비율 100% 

허용 규정을 약 5개월만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심천 등 7개 도시를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등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최근 통관•검역•세수•외환•금융 등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互联网)+유통’ 

액션플랜을 통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세재 혜택 등

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추진

중국 ‘인터넷(互聯網) + 유통’ 액션플랜

- 중국 상무부가 2015년 5월 15일 발표한 ‘인터넷+ 유통’ 액션플랜은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액을 22조 위안까지 늘리는 등 인터넷을 통한 유통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 핵심

- 1~2년내 200개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 현(縣)육성, 6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설립, 15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업 육성, 100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건설, 50개 지역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기지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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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끄는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

전자결제 산업에 있어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선충전, 후지불 방식으로 은행의 직불카드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계좌개설이 은행보다 쉽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스마트폰 App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i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POS 

기기보다 온라인과 모바일 전자결제 서비스를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해봐도 미국은 인터넷 이용자의 19%만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55%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중국 이용자들이 전자결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초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과 판매자간의 불신이었다. 

2004년부터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libaba Group의 전자결제 서비스 

Alipay는 상품 수령 후 대금을 지불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고객신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 결과 전자결제 시장의 리더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오프라인 영역으로 서비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2-5]

미국과 중국

인터넷 이용자의

모바일 결제

이용 경험자 비율

[그림 2-6]

2014년 1분기 서비스별 

전자결제 트랜잭션 비율(좌), 

중국 소비자의

모바일 결제 이용 장면(우)

중국 인터넷 이용자의 

55%는 모바일 결제

경험을 보유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한 

Alipay가 중국 전자결제 

시장의 맹주로 부상

출처: KPMG China analysis(2014.02) 

출처: chinainternetwatch.com(2014.05) 출처: techinasia.com 

Alipay
47.6%

Unionpay
14.1%

Tenpay
18.9%

99Bill
6.6%

기타
12.8%



통신사, 제조사, Apple 등의 참여 움직임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중국 전자결제 시장의 주도권 경쟁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Tencent, Baidu 등 중국의 ICT 대기업들의 전자결제 사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China Telecom도 Best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조사 

Xiaomi도 최근 전자결제 사업진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월평균 모바일 결제앱 

이용자 수에서는 Alipay가 다른 서비스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실상 은행의 충전식 직불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결제 사업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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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된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자결제 시장의 강자인 Apple이 중국 전자결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Apple CEO 팀 쿡은 중국을 방문해서 ‘Apple Pay’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팀 쿡은 중국이 미국보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낮아 Apple Pay가 더 빨리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ple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사업자인 Alibaba와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중국의 Apple의 iPhone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Apple Pay의 중국 서비스 

움직임은 중국 전자결제 시장의 경쟁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encent, Baidu 등

ICT 대기업의 참여도

활발

Apple의

중국 전자결제 시장

진출 움직임이

변수

[표 2-2]

2014년 3분기 

월간 전자결제앱 

이용자 수

출처: iResearch(2014.11),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기업명 전자결제 서비스 월평균 사용자 (단위: 백만 명)

Alibaba      Alipay 161,377

Tencent      Tenpay 10,026

Lakala      Lakala 2,457

China Telecom      Bestpay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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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결제의 확산은 O2O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O2O(Online to Offline) 시장 성장

O2O는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수령하거나 오프라인의 

구매행위가 온라인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등 ICT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제활동이 연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에서 모바일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ICT 기술이 확산되면서 O2O 시장은 다양한 오프라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O2O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O2O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 여행, 육아, 미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특화된 O2O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 O2O 서비스 

사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표 2-3]

중국의 O2O 사업영역별

시장규모 전망

[그림 2-7]

중국의

O2O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도

다양한 영역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O2O 시장

영역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O2O 사업자 증가 추세

출처: iResearch(2015.02),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분야 2014년
(백만 위안)

2018년
(백만 위안)

CAGR
(2013~2017)

O2O 
서비스

요식업 94,189 212,726 22.6%

레저/레크레이션 66,004 152,146 23.2%

결혼/웨딩 4,524 22,706 49.7%

부모, 아이 커뮤니케이션 5,565 13,592 25.0%

뷰티/케어 5,410 8,868 13.2%

출처: CARLTON MANSFIELD(2015.01), KT경제경영연구소

검색, 구매 (지불), 예약 서비스

통합 O2O 서비스

영역별 O2O 서비스

상품, 서비스 제공

고

객

오
프
라
인

서
비
스

업
체

결
제

플
렛
폼

지역 커뮤니티

식당

여행

지도 CRM, 마케팅 제휴, 기술지원

정보제공

엔터테인먼트

육아

공동구매/쿠폰

결혼

미용

서비스 평가

교통/택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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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생태계 확장을 위한 ICT 기업들의 제휴 움직임 확산

O2O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Baidu, Alibaba, Tencent 

등 중국 ICT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O2O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지도,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생활정보, 교통, 여행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나 M&A를 통해 자사 중심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통기업들도 ICT와의 접목을 통해 전자결제를 통한 매출 증대와 구매 편의성 제공, 

Big Data를 통한 추천 서비스와 맞춤형 케어, SNS를 통한 마케팅 강화와 양방향 소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통업체와 ICT 기업간의 O2O 제휴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 ICT 기업들은

O2O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격적 투자 진행중

매출 증대, 추천 서비스, 

마케팅 강화 등 

유통기업에게도 ICT는 

새로운 기회 제공

[표 2-4]

2014~2015년

Baidu, Alibaba, Tencent의

O2O 관련 기업 투자사례

[그림 2-8]

O2O 비즈니스에서

ICT의 역할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기업명 투자 대상 분야 투자액(USD) 일시

Baidu
Uber 교통 600M 2014.12

Nuomi 공동구매 160M 2014.09

Alibaba

Kuaidi Dache 택시 700M 2015.01

Meituan 공동구매 300M 2014.05

Lyft 교통 250M 2014.04

ByeCity 여행 20M 2014.03

Tencent

DiDi- Dache 택시 700M 2014.12

1jiajie 집 관리 4M 2014.09

Woqu.com 여행(미국) 20M 2014.09

e-Bag 세탁 3M 2014.07

58.com 지역정보 736M 2014.06

LeJu 부동산 180M 2014.03

dianping 맛집 쿠폰 500M 2014.02

출처: CARLTON MANSFIELD(2015.01), KT경제경영연구소

Online/Offline 유통 채널

O2O 비즈니스에서 ICT의 역할

매출 증대
구매 편의성

전자결제 Big Data 활용 SNS

추천 서비스
 맞춤형 케어

마케팅 강화
양방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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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장하는 중국의 금융과 ICT 융합 움직임

중국 ICT 기업들은 전자결제를 넘어 온라인 금융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3년 6월 Al ibaba는

전자결제 서비스 Alipay의 잔액을 운용해주는 일종의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Yu'E Bao(위어바오)’를 출시했다. Yu'E Bao는 2014년말 기준으로

가입자 1억 8,500만 명에 약 5,789억 위안의 펀드 규모로 중국 1위, 세계

4위의 통화 펀드로 성장했다.

Alibaba에 이어 Baidu, Tencent 등도 경쟁적으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Baidu는 2013년 10월 중국자산관리와 손잡고 온라인 펀드

‘Baifa’를 출시하였다. 최대 연 8% 수익률을 기반으로 출시한지 20여분

만에 목표 판매량인 10억 위안을 달성했다.

Tencent도 2014년 1월 온라인 재테크 상품인 ‘Licai tong(리차이통)’을

선보여 출시 하루 만에 8억 위안의 고객자금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와 같이 중국 ICT 기업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중국 내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비금융권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림 2-9]

Alibaba 의

온라인 금융상품

Yu'E Bao(위어바오)의

서비스 구조

[표 2-5]

중국 비금융회사의

온라인 금융상품

출시 현황

Alibaba 의

‘온라인 MMF’ 상품은

세계 4위 통화 펀드로

성장

Baidu 와 Tencent 도

온라인 금융 상품으로

큰 성과를 기록

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04)

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04)

Alibaba Tencent Baidu 163.com Suning

상품명 위어바오 리차이통 바이주안 시엔진바오 링치엔바오

출시일 2013.06 2014.01 2013.10 2013.12 2014.01

최저 가입금액 1 위안 0.01 위안 1 위안 0.01 위안 1 위안

서비스 채널 PC/휴대폰 휴대폰 PC/휴대폰 PC/휴대폰 PC/휴대폰

제 3자 결제기능 有 無 有 有 有

여유자금 이체

충전/결제 구매

투자

이자지급

실시간 환매

Tianhong Fund

소비자

Yu' E 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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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Tencent와 Alibaba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

중국 ICT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진출 움직임은 개별 금융 상품을 넘어 금융업의 

핵심인 은행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항공기업, 부동산 기업 등 총 5개 

사업자에게 민간자본의 은행설립을 허가했으며, Tencent와 Alibaba가 민간은행 

사업자에 포함되어 2015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하게 되었다.

2015년 1월 출범한 Tencent의 인터넷전문은행 ‘WeBank’는 SNS, 상거래정보 등 

빅데이터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QQ, WeChat 등 자사의 

SNS 정보와 Tenpay 등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송금내역, 온라인 구매활동 등을 파악해 

신용등급을 산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얼굴인식을 통한 보안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ICT 기술을 사업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6월 출범한 Alibaba의 인터넷전문은행 ‘MYbank’는 자체 개발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보안, 원격 장애복구가 가능하고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ncent와 Alibaba는

2015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

Tencent의 ‘WeBank’는 

빅데이터와 얼굴인식 등 

도입예정

Alibaba의 

‘MYbank’는

금융 클라우드

기술 접목

[표 2-6]

중국정부가 허가한

5개의 민간 자본 은행

[그림 2-10]

Tencent의 ‘WeBank’(좌),

 Alibaba의 ‘MYbank’(우)

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04)

중국 민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기업

선전시 첸하이웨이중은행(前海微众银行)
영문명: ‘WeBank’

o
•Tencent
•환경 기술기업 바이예위엔(百业源)
•부동산 기업 리예(立業)그룹

저장시 왕상은행(網商銀行)
영문명: ‘MYbank’

o
•Alibaba의 금융회사 마이(螞蟻)금융서비스그룹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완샹그룹
•상하이 푸싱그룹, 닝보 진런 자산운용 

상하이시 화루이은행(华瑞银行) x
•항공운수기업 상하이쥔야오그룹(上海均瑤集團) 
•의류업체 메이방의류(美邦服服飾)

원저우시 민상은행(民商银行) x
•정타이(正泰) 전기그룹
•신소재 관련기업인 화펑(華峰)그룹

톈진시 진청은행(金城银行) x
•화베이(華北) 수력발전
•마이거우(麥購) 부동산



32        Ⅱ. 중국 ICT 산업의 3대 이슈

한국은 중국발(發) 금융 ICT 융합 태풍의 직접 영향권

중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과 ICT의 융합 혁신은 비단 중국내부의 이슈가 아니다. 

최근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 Alipay가 롯데백화점, GS25 등 국내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은 중국발 금융 ICT 융합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Alipay에 이어 Tencent의 Tenpay도 전국 매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의 국내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 중국의 금융 ICT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서 전자상거래가 별도 챕터로 구성되는 등 국내 ICT 기업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규제개혁 움직임을 가속화 하는 등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과 ICT의 융합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은 거대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도를 피하기보다 파도를 올라타 더 큰 

성과를 거두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2-11]

한국에서 Alipay로 

결제하는 중국 관광객 

[표 2-7]

최근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와

한국 기업간

제휴 현황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한국에 침투하고 있는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

다가오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파도를 

피하기보다

파도를 올라타는 

전략이 중요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중국 서비스 일시 제휴 한국 업체 제휴 내용

알리페이

2015.05 세븐일레븐 전국 점포에서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제공

2015.04 한국정보통신 명동 대형의류매장과 화장품 매장에 알리페이 서비스 제공

2015.04 GS25 10개 지점에 알리페이 서비스 적용, 5월부터 전국 점포로 확대

2015.04 롯데백화점 본점 등 7개 점포에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

2014.05 롯데닷컴 알리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위챗페이 2015.06 케이알파트너스 커핀그루나루, 신라면세점, 이니스프리에 위챗페이 적용

텐페이
2015.05 세븐일레븐 전국 점포에서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제공 예정

2015.04 다날 국가간 바코드 결제 서비스 제공 제휴



2. 미디어 OTT        33

2.  미디어 OTT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2015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전년대비 33% 성장한 254억 위안(약 4.45조 원, 

1위안: 175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수도 2013년 말 기준 4억 2,800만 명으로 전년대비 5,63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영화, 드라마 

등 온라인 동영상을 배급하는 OTT와 디지털 배급시장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2014년 OTT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6.3% 고성장하며 1억 3,900만 

달러 규모가 되었다. 2018년에는 시장 규모가 2014년의 3배에 가까운 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OTT 스트리밍이 TV 배급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2]

중국 온라인 비디오

시장 규모

[그림 2-13]

중국 디지털 배급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5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는 

254억 위안

2018년 

OTT/스트리밍 시장은

 TV 구독 시장규모를 

초과할 전망

출처: iResearch(2014.08),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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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진흥정책이 시장 성장의 원동력

온라인 동영상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간 합병과 

연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Baidu, Alibaba, Xiaomi 등 ICT 대기업들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에 대한 지분 참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ICT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업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자사 중심의 ICT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시너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기업들의 M&A와 

투자확대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ICT 기업의 중국 진입을 제한해온 중국 

정부의 정책 영향도 크다.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와 

동영상 시장의 중요 사업자인 Facebook의 자국 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온라인 동영상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외부로는 글로벌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내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 되던 2012년 중국 

정부는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동영상 콘텐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기업간 M&A와 

ICT 기업의 투자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지속 성장

중국 정부도

유투브 등 글로벌 강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자국기업 육성정책 추진

[표 2-8]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기업 대상 

M&A및 지분투자 사례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일시 상세 설명

 2012년 11월 •Baidu, 인터넷 동영상 업체 Iqiyi 인수

 2012년 08월 •인터넷 동영상 업계 1, 2위 Youku와 Tudou 합병, 독자 브랜드 유지

 2013년 05월 •Baidu, 온라인 동영상 업체 PPS를 인수하여 Iqiyi와 통합

 2013년 10월 •전자상거래 업체 Suning, 인터넷 동영상 업체 PPTV 지분 44% 인수

 2014년 04월 •Alibaba Group, 인터넷 동영상 업계 1위 Youku Tudou 지분 16.5% 인수

 2014년 11월 •Xiaomi, Baidu의 인터넷 동영상 업체 Iqiyi에 3억 달러 투자, 2대 주주 등극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 사례

-   중국 광전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2년 7월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동영상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및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

-  건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 발전과 네트워크 콘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 당국은 온라인 전파에 적합하고 시대적 정신을 표현하며 진•선•미를 

    알리고 대중들이 즐겨보는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온라인 프로그램의 

    생산과 제작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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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수직계열화와 서비스 차별화로 자체 경쟁력 강화 추진

현재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기업간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두그룹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과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 동영상 광고 수익을 보면, Youku Tudou 

(24.45%), Iqiyi PPS(19.5%), Sohu(10.33%), LeTV(10.24%), Tencent(9.6%) 순으로 

선두기업들이 70% 이상의 광고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산업의 C-P-N-D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encent, Sohu, Iqiyi 등 기존부터 다양한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을 포함하여 Youku Tudou, LeTV 등 전통적인 동영상 

사업자들도 영화사와 드라마 프로덕션 설립 및 제작, MVNO 사업권 획득, 스마트폰 

제작,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동영상 산업의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동영상 생태계의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2-14]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현황

[표 2-9]

중국 온라인 동영상 기업의

C-P-N-D 생태계 강화

움직임

선두그룹의

과점 체계가 명확해진 

온라인 동영상 시장

플랫폼 사업을 넘어 

네트워크, 단말 등

동영상 생태계

수직계열화 추진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선두기업

후발기업

Platform

Content

Network

Device

•영화사‘合一影 业’ 설립
•’13년 자체 제작 프로그램 
   30여 편 제작

기존사업영역

Youku Todou LeTV Iqiyi

•영화사 LeTV잉예(乐视影业),
   프로덕션 화얼잉스
   (花儿影视) 보유 

•자체 스튜디오 구성하여  
   영화제작 참여

•스마트폰 제조사 100+와  
   함께 스마트폰 V6 출시

•MVNO 사업권 획득
   (2014.11)

•CDN 건설 
   (LeTV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자체 H/W 사업 추진

•LeTV 모바일 스마트 IT 
  유한회사(乐视移动智能信
  息技术有限公司) 설립

사
업
영
역

확
장



사이트명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생활서비스 동영상편집 스포츠 인터넷단막극 뉴스시사 종합예술오락 합계

Youku 
Tudou

5.9 5.6 21.9 37.4 5.3 338.7 414.7

Tencent 4.3 2.0 7.7 84.7 10.7 108.0 137.9 355.1

Sohu 52.0 9.8 66.0 127.8

Iqiyi 24.2 24.9 110.8 159.9

합계 5.9 61.9 48.1 70.0 84.7 25.8 108.0 653.4 1,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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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연동과 콘텐츠 자체 제작으로 서비스 차별화 움직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은 커머스 연동 등 신기술 도입과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기업 Youku는 2014년 10월 Alibaba의 

빅데이터 기능과 연계해 업계 최초로 동영상을 보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엔칸비엔마이(边看边买)’를 공개했다.

또한 중국 온라인 동영상 기업들은 콘텐츠 자체 제작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온라인 

동영상 기업들이 콘텐츠 자체 제작을 강화하는 이유는 동영상 시장의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콘텐츠 판권과 저작권 문제 해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콘텐츠 보유 

▲콘텐츠 판매를 통한 부가수익 확보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들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살펴보면 Youku Tudou는 

종합예술오락, Tencent는 스포츠와 뉴스시사, Sohu는 다큐멘터리 등 동영상 

사이트별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영상+커머스 연동 등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

출처: china.cn

[그림 2-15]

동영상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Youku의 커머스 솔루션 

‘비엔칸비엔마이(边看边买)’

[표 2-10]

2013년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자체제작 프로그램

시간분포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4.04)

(단위: 시간)

※ 마이크로 필름 및 네티즌 원작 작품 제외
※ 주황색 부분은 해당 영역 방송시간이 가장 긴 사이트임



PC 기반 동영상 이용자 모바일 기반 동영상 이용자

2013년 1월
성장률

2014년 3월 2013년 1월
성장률

2014년 3월

451.7 백만 명 +7.2% 484.2 백만 명 102.6 백만 명 +110.4% 215.9 백만 명

 

2. 미디어 OTT        37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성장이 

웹드라마 등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 연결

최근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4년 

3월 PC 기반 온라인 동영상 월간 이용자 수는 약 4.8억 명으로 2013년 1월 4.5억 명 

대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모바일 기반 월간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수는 2014년 3월 

약 2.2억 명으로 2013년 1월 약 1억 명 대비 110% 이상 급성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형태인 웹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시청하는 드라마를 의미하는 웹드라마는 

다양한 소재 선택이 가능하고, 10~20분 분량으로 틈틈이 시청하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장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Sootoo는 2014년 상반기에 1,000만 회 이상 재생된 웹드라마 수가 

28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웹드라마의 편당 제작비도 TV 드라마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 TV 드라마의 1/3에 불과하던 웹드라마의 제작비도 sohu.com이 제작한 

‘총총나년(匆匆那年)’은 편당 제작비가 100만 위안(약 1.7억 원)에 육박하며 TV 

드라마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급증하는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수에 따라 앞으로도 웹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동영상 시장의 중심은 

PC에서 모바일로

변화중

웹드라마 등

모바일 동영상에 

적합한 형태로 

콘텐츠도 진화

출처: sohu.com

[표 2-11]

중국의 PC와 모바일 기반 월간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수

[그림 2-16]

중국의 유명 웹드라마 

‘총총나년(匆匆那年)’(좌)과 

‘신서유기(新西游记)’(우)

출처: iResearch(2014.08),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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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1)

중국 IPTV 시장에서 통신사와 방송사는 협력관계, 

통신사는 유료 동영상 시장에서 경쟁력 보유

중국의 IPTV 서비스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8개 업체가 

IPTV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6개 사업자가 방송분야 사업자이고, Anview는 

양방향 콘텐츠 전문 미디어 사업자다. 통신사 중에는 China Telecom이 전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IPTV 서비스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별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China Telecom 등 중국의 통신 3사는 방송 사업자들과 함께 

각 지역 권역별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IPTV 시장은 각 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IPTV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China Telecom과 SMG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China Telecom은 2013년 기준 

중국 IPTV 사업자 중 가장 많은 2,600만 가구의 IP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표 2-12]

중국 IPTV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 현황

[표 2-13]

중국 통신사와 방송사의 

IPTV 공동사업 현황

중국 IPTV 사업은 

라이선스를 받은 제한된 

플레이어만 참여 가능

중국 통신사는 

방송사와 함께

각 지역별로

 IPTV 서비스 제공

China Telecom이 

IPTV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 보유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1)

사업자명 상세 내용
SMG

(上海文廣新聞傳媒集,
現 上海廣播电视台)

•2005년 3월 전국 라이선스 취득
•2010년 8월 IPTV, 3G 모바일TV 통합편성·방송제어· 운영 라이선스 추가취득

CNTV
(中国網络电视台)

•2006년 4월 전국 라이선스 취득
•2010년 8월 IPTV, 3G 모바일TV 통합편성·방송제어· 운영 라이선스 추가취득

SMC

(南方廣電傳媒)
•2006년 6월 전국 라이선스 취득

CRI

(中央人民廣播電台)
•2007년 전국 라이선스 취득

WASU

(華數傳媒網絡有限公司)
•2006년 지방 라이선스 취득, 전국 라이선스 취득
•2010년 8월 IPTV, 3G 모바일TV 통합편성·방송제어· 운영 라이선스 추가취득

Anview

(華夏安業科技有限公司)
•2008년 지방 라이선스 취득

강소TV방송국

(江蘇電視台)
•2009년 지방 라이선스 취득

China Telecom

(中国电信集团公司)
•2012년 10월 전국 라이선스 취득

통신 사업자 방송 사업자 IPTV 서비스 지역

China Telecom
SMG Beijing 등 중국 주요 지역

CNTV Yunnan

China Unicom
SMG Harbin

Henan 광전국 Henan

China Mobile Jingle 광전국 Shan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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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에 강한 중국 통신사, 뉴미디어 전문기업 설립도 추진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온라인 동영상 기업들과 달리 중국 통신사들은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2015년 중국 통신사의 유료 동영상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6억 위안 성장한 61.8억 위안으로 온라인 유료 동영상 

시장대비 3배 이상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최대 통신사 China Mobile은 2014년 10월 온라인 동영상을 포함한 음악, e-book, 

게임, 애니메이션 등 5가지 콘텐츠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통합하여 뉴미디어 전문기업 

'미구문화과기(哶咕文化科技)그룹'을 설립했다. 차이나모바일의 뉴미디어 전문기업 

설립은 중국 이통사 중 최초이며, 총 104억 위안(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문화 

컨텐츠 생산에서 유통,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소화하는 종합형 뉴미디어그룹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차이나모바일의 이 같은 행보는 온라인 동영상 등 콘텐츠 시장이 모바일로 급변하고 

있으며 Baidu, Alibaba, Tencent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통신사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 공략

China Mobile은 

디지털 컨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전문기업 

설립

출처: 미구문화(哶咕文化) 홈페이지, KT경제경영연구소

[그림 2-17]

연도별 중국 

유료 동영상 시장 규모

[그림 2-18]

China Mobile의

뉴미디어 전문기업 

‘미구문화 (哶咕文化)’의 

동영상 홈페이지

출처: iResearch, Pengta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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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1)

한국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 증가 추세,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모바일 콘텐츠 공략 확대 필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한국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는 지속 상승하고 있다. 

3~4년 전 한국 드라마의 판권료는 회당 1천~3천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 말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의 판권료는 회당 4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SBS의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런 그녀’는 회당 판권료 20만 달러를 넘어 1년여 

만에 판권료가 5배 이상 급성장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한국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한, 중 양국이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한국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1월 중국의 

공연기획사 주나인터내셔날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를 인수했고, 

최근 중국 Sohu가 김수현 등 국내 한류배우들이 소속된 ‘키이스트’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국자본의 국내 콘텐츠 기업 투자와 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14]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중국 수출 판권료 변화

[표 2-15]

한, 중 영상 콘텐츠 

공동제작 현황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 인기는

지속 상승

제휴관계를 넘어 

한국기업 투자와 

인수까지 추진

제목
별에서 온 그대

(2013.12, 21부작)
닥터 이방인

(2014.05, 20부작)
내겐 너무 사랑스런 그녀

(2014.09, 16부작)

판권료 회당 $ 40,000 회당 $ 80,000 회당 $ 200,000

출처: Pengtai(2014), KT경제경영연구소

프로그램 협력 사항 프로그램 협력 사항

패션왕 차이나
(时尚王中国)

SBS와 Youku 
공동제작(‘15)

더 쇼 시즌4
SBS와 Todou 
공동제작(‘14)

달려라 형제
(奔跑吧 兄弟)

SBS와 LeTV 
공동제작(‘14)

최강아이돌
(最强天团)

SM과 LeTV 
공동제작(‘14)

킬미힐미
팬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절강화책미디어 
공동제작(‘15)

지인단신재일기
(只因单身在一起)

일신창업투자, 
후난TV 공동제작(‘15)

출처: 각 사 발표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표 2-16]

중국 기업의

국내 방송, 영상 기업

투자 및 인수 현황

중국기업 투자형태 한국기업 일시 상세 내용

주나인터내셔날 경영권 인수 초록뱀(드라마 제작) 2014.11 220억 원(지분 31.43%) 투자

화책미디어 지분참여 NEW(영화 제작) 2014.10 536억 원(지분 13.03%) 투자

소후닷컴 지분참여 키이스트(연예기획) 2014.08 150억 원(지분 6.4%)

홍콩미디어
아시아그룹

합작펀드 SM엔터(연예기획) 2014.09 1,000억 원 합작펀드



2. 미디어 OTT        41

한•중 FTA는 한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전환점이 될 전망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TV 콘텐츠와 

대비하여 온라인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TV 콘텐츠의 경우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1일 방송시간 제한, 황금 시간대 

방영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 콘텐츠의 6개월 전 사전심의제도와 해외 

콘텐츠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해외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규제강화를 시행하면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중국 진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의 불법복제와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중국시장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는 2007년 기준 영화의 88%, 드라마의 91% 

이상 불법 유통되는 피해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협력을 

통해 피해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한, 중간 디지털 콘텐츠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슈다.

다행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 방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등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권리자임을 인정받아야 저작권 침해 피해 구제가 

가능했으나 한•중 FTA가 발효되면 권리 침해 발생시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어 구제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외 동영상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콘텐츠 업계에 

악재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도 

중요한 이슈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구제 절차 

간소화 예정

출처: Journal of Culture Industry(2014.09)

[표 2-17]

중국 시장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

년도
불법유통비율(%)

사이트 수
영화(수량) 드라마(수량)

2007 88%(2,059) 91%(497) 59

2008 90% 이상(462) 76%(415) 59

2009 76%(523) - 77

2010 78%(691) 33%(495) 28

2011 68.1%(781) 24.7%(543) 28

2012 39%(-)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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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발굴에 관심 필요, 

콘텐츠 제공자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도 고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중국 소비자의 시청행태를 고려한 콘텐츠 전략이 중요하다. 엄격한 규제로 

해외 영상이 중국 TV 시장에서 방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해왔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성장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웹드라마나 마이크로 무비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마이크로 영화 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13배 성장한 

700억 위안(약 12조 2,500억 원) 이며, 3년 안에 1,0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도 중국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발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콘텐츠 제공자 역할을 넘어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을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방송 등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이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따른 후방효과인 역직구 문화를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방법 

등은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문화상품 100 달러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은 평균 412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 시청자를 대상의 역직구 

전문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제공 등은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을 국내 ICT 

기업의 기회 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K-Pop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이치엠인터내셔날은 글로벌을 

대상으로 2014년 1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역직구 

문화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 ICT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완화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중국시장을 현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점을 전환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웹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공략 확대가 

유효할 전망

한국 콘텐츠 이용자를 

다양한 ICT 서비스 

이용자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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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게임

중국,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선진국으로 도약 

2015년은 중국 게임시장이 세계 1위로 등극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23% 성장률을 바탕으로 22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3% 성장률에 그친 미국을 제칠 전망이다.

또한 중국 게임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5.17억 명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게임을 즐기는 클라이언트 게임,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즐기는 웹 게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나눠진다. 시장

규모로 보면 클라이언트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웹과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그림 2-19]

미국 vs. 중국

게임시장규모 비교

[그림 2-20]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종류와 주요 특성

2015 년 중국,

세계 최대

게임시장으로

거침없이 성장 중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PC 클라이언트 게임

비중 지속 감소,

모바일 게임은 성장

출처: Newzoo(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2014년

1위 $21.2 B $22.2 B

$18 B $22 B

1위 +23%

2위 2위 +3%

2015년e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 게임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모바일

매출규모

종류

시장비중

주요업체

한국
주요 업체

비교

출처: 중국게임공작위원회(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2014년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44.6%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출 규모는 274.9억 위안에 달하며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도 2014년 한 해 동안 4천만 명 가량이 늘어났다. 1년여 만에 한국 인구에 육박할 

만큼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 모바일 게임의 성장은 스마트폰 보급,

무선 통신 고도화 등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PC 기반 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은 

짧은 개발 기간, 적은 자본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게임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44        Ⅱ. 중국 ICT 산업의 3대 이슈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중심은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 중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을 보면 클라이언트 게임이 전체 매출의 5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전년도 보다 하락한 13.5%에 그치며 둔화되는 

추세이며 신규 이용자의 유입량 역시 적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 게임업체와 중국 대형 

게임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클라이언트 게임 특성인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 장시간의 개발기간으로 인해 중소 업체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웹 게임은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비중이 17.7%에 불과하지만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58.8% 증가하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 Flash, Unity3D, HTML5을 통해 게임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이 지속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이어서 2014년에는 처음으로 클라이언트 게임 수출액 8.53억 위안을 넘어선 

9.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PC 클라이언트 게임,

성장 둔화로

비중 감소

웹 게임,

완만한 성장 속에

해외 매출 증가

모바일 게임,

폭발적인 성장으로

중국 온라인 게임

성장 이끌어

[그림 2-21]

중국 게임시장

매출 규모와 비중

[그림 2-22]

2012~2014

중국 모바일 게임

이용자수 변화

출처: 중국게임공작위원회(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2012년

602.8

81.1

127.7

112.4 202.7

274.9

451.2

32.4

38.1

58.3
55

536.6
608.9

831.7

1,144.8

58.8%

6%
13.5%

144.6%

2013년 2014년

모바일 게임

Web 게임

기타 게임

PC 클라이언트 게임

(단위 억 위안)

출처: 중국게임공작위원회(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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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진흥 정책 속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을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전방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5 규획에서는 ▲세계 10대 게임기업 육성,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게임산업의 중국 내 자생력 확대, ▲산학연계 인재육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광전총국은 민족, 종교, 역사, 정치 등과 관련되지 

않은 콘텐츠일 경우 자국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30일 정도 걸리던 심의기간을 15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해외 게임업체의 중국 내 직접 판매를 금지해 왔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3년부터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서 외자 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0년에 금지되었던 콘솔 게임시장이 13년 만에 

부활하였다. 아직까지는 중국 합작 기업이 상하이에서 제조하는 게임 단말기만 

해당되지만 중국 정부의 게임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

정책 허들은 줄이고

시장 개방은 확대

중국 게임업체,

글로벌 M&A 로

해외 진출 가속화

출처: 산업연구원(2013.10)

출처: Newzo(2014.12)

[표 2-18]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주요 ICT 산업

규제완화 현황

[표 2-19]

전세계 게임업체

매출 순위(1 위~5 위)

중국 게임업체도 더 이상 중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다. 지분투자, 

M&A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기술과 인력 흡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게임업체들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게임업체의 해외 투자를 반기고 있다. 

이는 자본을 통해 이어진 관계가 중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Tencent가 2011년에 League of Legend를 서비스하는 미국 게임 개발업체 Riot을 

4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에 출시된 League of Legend는 

이용자의 아이템 구매로만 2013년 6억 달러 매출을 전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였다. 

이후에도 Tencent는 활발한 투자와 인수를 지속하여 2014년 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게임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구분 개방내용 해석

부가가치 통신

•네트워크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외자기업의 경영특성에 부합하는 일부 부가
   가치 통신을 허용(인터넷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서비스, 고객서비스 업무 포함)

•중국은 통신 분야를 국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었음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독점시장에서
   외자기업에게 사업기회 제공에 의의

게임기 판매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판매 허용
•게임기 판매 금지를 13년 만에 해지
• PSP, XBOX 등 외국계 비디오게임기의
   생산 및 판매 허용

Tencent Sony Microsoft EA Blizzard

2014년
(단위: 백만 달러)

7,211 6,040 5,023 4,453 4,409

전년대비 성장률 37% 27% 3% 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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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중국 모바일 게임, 복잡하고 독특한 유통 구조와 

차별화된 BM개발로 이용자 끌어들여

중국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Android의 주요 게임마켓인 Google Play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국 스마트폰의 67%를 차지하는 Android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독특한 유통 구조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중국 모바일 

게임 마켓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통신사 앱마켓, 3rd Party 앱마켓, SNS 업체의 

앱마켓, Apple의 앱스토어다. 이런 앱마켓들은 이용자에게 게임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 중에 3rd Party 앱마켓은 300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앱마켓에 게임을 공급하는 퍼블리셔의 역할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외에서 성공할만한 게임을 수급하여 마켓에 공급하고, 프로모션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 업체의 경우 중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필수적으로 중국 

퍼블리셔와 협력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2014년 중국에서는 약 4,000개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월매출 

5,000만 위안(한화 약 87.5억 원) 이상을 올리는 게임은 1%도 채 안된다. 92%의 게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도 무한 경쟁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Apple의 iPhone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게임시장의 앱스토어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Apple은 12.3%를 

차지하며 1위 업체인 Xiaomi의 12.8%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Apple 

앱스토어는 Android에 비해 단순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업체에게 유리한 

수수료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게임업체들은 Apple의 시장확대를 눈여겨 

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중요한 게임 마켓으로 앱스토어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앱 유통구조

iPhone 판매 증가로

Apple 앱스토어

영향력 증가

[그림 2-23]

중국 Android 게임

유통구조
모바일

게임업체

Android
모바일 게임유통

IOS
모바일 게임유통

클라이언트
게임업체

퍼블리셔

통신사 엡마켓

모바일 게이머Google Play

3rd Party 엡마켓

SNS 업체 엡마켓

Apple 엡스토어

웹
게임업체

해외
게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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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의 모바일 게임 BM, 한국 모바일 게임에도 확산

중국 모바일 게임 중 RPG(Role Playing Game) 장르에는 ‘VIP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유료화 모델이 있다. VIP 시스템은 유료로 지불되며 추가 ‘캐쉬’ 충전,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전용 아이템 및 상점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VIP 등급마다 금액과 혜택 

범위가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VIP 시스템은 기존에 한국,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 제공하던 ‘뽑기’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제공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통해 게임업체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도박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템 획득 시에는 불만도 생기곤 했다. 반면에 VIP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명확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모바일 게임들도 VIP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다.

즐겁게 돈을 쓰게

만드는 중국만의

VIP 시스템,

한국으로 확산

월정액 모델 도입,

게임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언론 보도자료, 각 사 홈페이지

[그림 2-24]

기존 확률형 모델과

VIP 시스템 비교

[그림 2-25]

월정액 모델(좌),

자동 시스템(우) 

월정액 개념을 도입한 것도 중국 모바일 게임의 특징이다. 월정액 모델은 게임을 자주 

이용하고자 하는 헤비유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일부 모바일 

게임들은 게임 이용 가능 횟수인 ‘캐쉬’를 일정 시간마다 충전해준다. 월정액 모델은 

매월 일정금액 지불 시 추가 캐쉬를 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게임들이 단발성 이벤트를 

통해 유료로 캐쉬 충전을 유도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이외에도 중국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이용자의 캐릭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결과 예측 불가(아이템별 만족도 차이 발생)

결과 예측 가능(이용자 만족도 향상)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제공
게임

지불 랜덤혜택

공지된 혜택지불
게임이용자 VI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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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

SNS 기반의 퍼블리셔는 게임의 수급부터 유통, 그리고 충전식 결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얽혀있는 타 앱마켓과 

달리 수익배분과 유통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SNS 기반 퍼블리싱 업체인 Tencent의 경우 유통채널, 계정, 결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Open Access)의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Tencent): 7(게임업체) 비율로 배분된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 운영까지 추가될 경우 

Tencent의 수익배분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 Tencent가 클라이언트 게임부터 웹 

게임, 모바일 게임 플랫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Tencent는 중국 

게임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3rd Party 앱마켓은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중국 내 해외 게임 수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3rd Party 앱마켓 업체 Qihoo360은 한국 게임을 집중적으로 

수급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윈드러너(Wemade)’, ‘다함께 

차차차(Netmarble)’등이 Qihoo360을 통해 중국에서 출시되었다. 모바일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3rd Party 앱마켓의 해외 게임 수급은 활성화 될 전망이다.

SNS사업자,

게임 수급에서 

AS까지

단일 생태계 구축

3rd Party 앱마켓, 

해외 게임으로 

퍼블리싱

경쟁력 강화

[그림 2-26]

Tencent의 게임 생태계

[그림 2-27]

Qihoo360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모바일 게임

출처: 언론 보도자료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헬퍼QQ

고객관리 피드백

결제서비스 제공 퍼블리싱, 마케팅

R&D, 국내외 
라이센싱게임수급

지불

고객지원 게임유통

Tencent Joy Club 

WeChat 메신저 Myapp 앱스토어

QQ게임

QQ 메신저 QQ브라우저

윈도우폰 QQ

Ten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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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들은 특정 유통 채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주로 클라이언트 게임을 퍼블리싱 하다가 모바일 시장으로 

진출한 업체들이 대다수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에 따르면, 중국 전체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전문 퍼블리셔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24.9%, 2015년 

26.7%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들의 특징은 통신사 앱마켓이나 Apple 앱스토어 등 특정 마켓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 중 CMGE(China Mobile Game & 

Entertainment Group)는 통신사에 집중하여 게임을 퍼블리싱 하고 있다. CMGE는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에서 1순위 파트너로 선정될 정도로 

통신사들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그 외에 FL Mobile은 Android 보다는 Apple 

앱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는

통신사 앱마켓과

 Apple 앱스토어 등

특정 마켓에 집중

통신 3사,

모바일 게임시장 

공동 대응

[그림 2-28]

모바일 전문 퍼블리셔 

시장점유율(2014.2Q)

중국의 통신 3사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은 2014년 5월에 모바일 게임 

공동개발 및 퍼블리싱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월 매출 100만 위안 이상의 모바일 게임 

100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통신 3사의 게임 앱마켓 통합 시 3.1억 명의 방대한 이용자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사인 China Mobile의 경우 자체 모바일 게임 앱마켓인 ‘허요시 

(和游戏)’의 월간 이용자 수가 1.8억 명에 달한다. 아울러 통신 3사는 개발자에게 게임 

이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통신 3사의 공동대응 움직임은 대형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업체의 성장에 따라 

통신사의 영향력이 게임시장에서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성장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출처: EnfoDesk, KT경제경영연구소 

CMGE
19.3%

iDreamsky
15%

Chukong
12.9%Longtu

11.9%

FL Mobile
6.3%

Kunlun
5.8%

기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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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국 시장, 중국 게임의 한국 시장 진출 활발

한국과 중국, 미국의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이용자들은 RPG/어드벤처 게임, 전략게임, 시뮬레이션게임 순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 이용자들은 퍼즐게임을 선호하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중국 게임 이용자의 유사한 선호도는 그동안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왔다.

최근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은 중국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 업체의 중국 진출로 

인해 글로벌 각축장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기술력과 기획력이 중요한 클라이언트 게임시장에서는 아직 한국 온라인 

게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Cross Fire(Smilegate, 2008), 

Dungeon & Fighter(Neople, 2008)이 중국 클라이언트 게임 순위 중 2~3위에 올라와 

있으며, Blade & Soul(NCsoft, 2014) 역시 7위를 차지하며 선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는 아직 한국 게임의 성공 

스토리가 많지 않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2014년 8월 Tencent를 통해 출시하였던 ‘모두의 마블(Netmarble)’이 무료 게임 

1위, 매출 3위를 달성하면서 한국 모바일 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선호도는

한국과 유사

한국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

게임시장에서 강세

모바일 게임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것이 과제

[그림 2-29]

미국, 중국, 한국

게임 이용자의 선호도

[그림 2-30]

Cross Fire(좌),

Dungeon & Dragon(중),

Blade & Soul(우) 

출처: 언론 보도자료, 각 사 홈페이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02)

미국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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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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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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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0%

25%

19%

10%
9%

퍼즐게임 소셜게임 카지노게임RPG/어드벤쳐
게임

전략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미국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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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체의 한국 진출 사례도 증가 추세

중국 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 게임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게임시장을 가진 한국은 중국 게임업체에게 있어 시장의 수익성 

면에서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좋은 시장이다.

2013년부터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중 

‘레전드오브킹’은 매출 순위 9위까지 오르는 등 중국 모바일 게임이 점차 한국 

게임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게임업체들까지 중국 모바일 

게임을 수입하여 배급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한•중 모바일 게임의 격전이 

예상된다.

중국 모바일 게임,

한국 시장 지속 공략

중국 자본,

한국 게임업체에

투자와 인수 활발

출처: 언론 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5.02), KT경제경영연구소

[표 2-20]

한국에 진출한 중국

모바일 게임업체 현황

[표 2-21]

중국 게임업체의

한국 게임업체 투자 현황

중국 게임업체의 자본유입도 활발하다. 한국 게임을 수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게임 개발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encent는 2014년 

3월 Netmarble에 5,330억원을 투자하여 28%의 지분을 확보했었다. 2014년 37WAN도 

클라이언트 게임 ‘카발’을 서비스하는 이스트소프트의 지분 4.9% 획득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퍼블리싱 업체인 룽투 게임즈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아이넷스쿨을 인수한 후 룽투 코리아로 상호변경하여 한국 시장에 진입하였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02), KT경제경영연구소

개발사 진출 게임 진출 시기 특징

쿤룬코리아
<풍운삼국>을 시작으로

11종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2012년 이후

대부분의 게임들이
플레이 마켓에서

매출 50위 이내 기록

추콩코리아 <미검 for Kakao> 2013년 10월 100만 다운로드 달성

룽투 게임즈 <도탑전기> 2014년 11월
대규모 물량공세로

미디어 홍보 마케팅 강화

드림위크 <드래곤 가드> 2014년 5월 국내 Netmarble 퍼블리싱

윈드플레이 <삼검호> 2014년 7월 국내 Nexon 퍼블리싱

텐센트 

2014년 11월 네시삼십삼분 1,500억 원 투자
2014년 10월 카본아이드 100억 원 투자
2014년 9월 파티게임즈 200억 원 투자
2014년 3월 Netmarble에 5,330억 원 투자
2013년 VC 캡스톤파트터스와 500억 원 투자펀드 조성
(NSE엔터테이먼트, 리로디드스튜디오, 레드덕, 탑픽,
스튜디오 혼 등 30개 기업에 지분투자)

샨다 게임즈
2004년 액토즈소프트 1,000억 원 투자
2010년 아이덴티티게임즈 1,100억 원 투자
2011년 원익투자파트너스 와 300억 원 투자펀드 조성

쿤룬
2011년 대성창업투자와 200억 원 투자펀드 조성
2011년 스톤브릿지캐피탈과 300억 원 투자펀드 조성

37WAN 2014년 12월 이스트소프트 지분 취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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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강화, 수익모델 다각화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 만들어야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현지 문화와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게임 변형과 이용자를 위한 빠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게임의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게임 개발업체 Smilegate의 클라이언트 게임인 Cross Fire의 

성공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Cross Fire는 2007년 중국에서 출시 후 지금까지 

매출 규모에서 꾸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Cross Fire의 

성공요인으로 현지화를 꼽는다. 중국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래픽만 남긴 채 

게임 구성을 새롭게 디자인 한 것이다. 현지에 담당직원을 파견하여 버그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 한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게임 개발에 있어 저가형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환경과 2G부터 4G까지 공존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큰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한국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고용량 게임은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익모델 다각화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게임은 흥행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변동이 매우 크며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기존에 

성공한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한 마케팅이 성공하자,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수익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게임 개발업체 Webzen이 만든 뮤(MU)는 IP로 수익모델을 창출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2014년 Webzen은 중국의 웹 게임업체 37WAN과 뮤의 그래픽과 

상표 등이 포함된 IP 계약을 체결했다. 37WAN 이 뮤의 IP를 활용하여 개발한 웹 게임 

‘대천사지검’은 2014년 6월 출시 직후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King Net도 뮤의 IP를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전민기적’을 2014년 12월에 

출시했다. ‘전민기적’은 출시 당일 날 2,600만 위안의 대박을 터뜨리며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 Webzen은 중국 업체가 갖는 순이익의 5~10%를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 하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의 한국 진출을 위기로 느낄 수도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한국 

게임업체 수출액의 38.6%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지금은 중국 게임업체와 경쟁과 협력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거대한 중국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다.

중국 게임 이용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현지화 중요

IP 활용 등 수익모델

다각화 고려

한국 게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제2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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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중 FTA 시대, 중국 ICT 시장 대응 방안

한•중 FTA는 양국간 ICT 산업교류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해 세계 2위이자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3년 만인 2015년 6월 1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하반기 국회비준 절차만 완료된다면 빠르면 연말부터 한중 자유무역시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한·중간 교역규모는 2,354억 달러로 미국, 

일본과의 교역규모를 더한 것보다도 크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371억 

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동안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개선과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등 양국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중국 FTA 

최초로 통신 분야가 별도 챕터로 구성되는 등 ICT 산업이 한•중 FTA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며 부각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림 3-1] 

한•중 FTA 추진 경과 

[표 3-1]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한•중 FTA를 통해 

성큼 다가온 

한•중 자유무역시대 

한•중 FTA는 

국내 경제 재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통신, 전자상거래 등

 ICT 분야가 부각된 

한•중 FTA 

출처: fta.go.kr, KT경제경영연구소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한•중 FTA 
1차~14차 협상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 
정식서명

2012년~
2014년

2014년
11월

2015년
2월

2015년
6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실질 GDP(%) 소비자 후생(억 달러) 고용개선(천 개) 재정효과(조 원, 연평균)

발효 후 5년 0.30 56.34 13.6 -0.17

발효 후 10년 0.96 146.26 53.8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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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를 통해 통신분야에 있어 양국은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의무 등을 통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인증 상호인정,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공동제작 

영화의 자국영화 대우, 정보통신 등에 대한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ICT 산업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조치도 한•중 FTA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

전자인증 상호인정,

콘텐츠 공동제작, 저작권 

보호 등 사업 활성화 

조치도 강화

[표 3-3]

ICT 비즈니스 유관분야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표 3-2] 

한•중 FTA 

통신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통신협정문의 
적용범위

•통신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 아래 사항을 포함 (제10.1조) 
   -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공급자의 
      상호접속 제공 의무에 관한 조치,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무에 
      관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적용(방송 또는 케이블 배분 등에는 적용 배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과 이용 보장 명시(제10.3조)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공중통신 
공급자의 

상호접속 제공에 
대한 의무

•(상호접속) 자국 영역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타 당사국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제10.4조)
•(해저 케이블)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제10.5조)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 
   (교차보조 등)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유지(제10.6조)

그 밖의 조치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투명한 허가절차 보장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 객관•투명•비차별적 분배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비차별적•경쟁 중립적 운영
•규제의 투명성 보장, 규제기관 조치에 관한 분쟁 구제신청 가능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제한, 국제 로밍요금 인하 장려 등

출처: fta.go.kr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전자인증 및 서명의 상호인정
•전자적 무역행정문서 효력인정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협력 촉진

경쟁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 마련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공기업간 공정한 경쟁 가능

방송 콘텐츠, 영화 공동제작

•양국간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장려
•한중 합작영화로 승인 받게 되면
   중국에서 자국영화로 인정

자연인의 이동

•비자 발급 및 연장 절차 원활화
•기업 내 전근자의 최초 체류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투자 및 인력이동 장려 지속 검토

지적재산권

•인터넷에서 반복적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효과적 조치 의무 규정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자 확인 간소화, 손해배상 강화

경제협력

•정보통신, 중소기업, 과학기술 등
   양국의 16개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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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국내 ICT 기업에게 기회

중국 시장은 방대한 소비자 규모, 빠른 성장속도,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볼 때 국내 

ICT 기업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한•중 자유무역시대를 맞아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ICT 시장에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중국 

ICT 기업과의 효과적인 제휴관계 구축과 함께 중국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중 기업간 제휴가 중국 시장 공략의 성공방정식으로 부상, 

경쟁관계에서 상호 보완관계로 'Made with China' 전략 필요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간 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Webzen이 중국 게임사와 ‘뮤’게임의 IP(지식재산권) 제휴를 통해 

‘대천사지검(大天使之剑)’을 런칭하여 첫 달에만 165억원의 성과를 거두고 상당한 

로열티를 확보한 사례, 한•중 합작으로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형제 

(奔跑吧兄弟)’의 성공사례 등은 상호협력을 통한 중국 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ICT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경쟁관계를 넘어서 

양국이 보유한 장점을 결합하여 사업영역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Made with 

China’ 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 보완적 협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상호 Win-Win 전략은 

ICT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우선 중국의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분업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경우 중국 

심천을 중심으로 강력한 IoT 하드웨어 제작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한국이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고 중국이 제작하는 글로벌 분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중국 Lenovo의 Motorola 인수와 Alibaba와 JD.com의 러시아 진출 등 최근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진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과 상호 협력을 통한 국내 우수한 ICT 기술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한•중 협력 성공사례 

한•중 협력기반 제작 게임

대천사지검(大天使之剑) (좌),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형제(奔跑吧兄弟) (우)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한•중 ICT 협력모델

한•중 ICT 협업을

양국의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공동공략에 

활용 필요

출처: 언론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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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4억 명의 친(親)한류 세대,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가 중국 ICT 시장 공략의 핵심

최근 중국에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 세대로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바링허우(80後)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주링허우(90後)가 

주목받고 있다. 총 4억 명에 이르는 이들은 79년 중국의 한가구 한자녀 운동 시작 이후 

태어난 세대로 어린시절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을 체험하여 브랜드와 유행에 민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한류 문물을 받아들인 첫 세대로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 높은 세대다. 특히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세대는 

최근 본격화 되는 중국의 스마트 시장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급스럽고 질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ICT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중국 ICT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른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들 사이에도 

세대에 따라 ICT 소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로 30대인 바링허우(80後) 세대는 PC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ICT 서비스 사용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20대가 많은 주링허우(90後) 세대는 시작부터 

모바일 기반으로 ICT 서비스를 이용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쇼핑, 동영상 시청, 

재태크 등 일상생활 전반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대상의 ICT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바링허우와 주링허우, 

그리고 이들의 윗세대로 구분되는 중국 소비자들의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스마트 시장의

신(新)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PC 세대 바링허우(80後), 

모바일 세대 

주링허우(90後) 등

세대별 특성

고려 필요

[그림 3-3]

바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

특징 비교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바링허우(80後)

•79년 1가구 1자녀 정책 이후   
   80년대에 태어난 30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부를 이룬  
   90년대 태어난 20대

•10, 20대 고도 성장기 경험
•학력, 사회계층, 브랜드 중시

•자기중심적이며 개방적 성향
•열정, 자신감, 도전의식 보유

•PC 세대에서 모바일로 진화
•고가 IT 제품 소비 경향  

•모바일 세대, 스마트폰으로  쇼핑, 
   콘텐츠 등 소비 능숙  

•약 1억 8천만 명 •약 2억 2천만 명

주링허우(90後)VS

의미

규모

특성

ICT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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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득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중국 소비자 이해도 중요

중국 ICT 시장 공략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하나의 커다란 단일 마켓이 아니며,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양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2014년 중국 전체 도시주민의 일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28,844 위안이지만 

상해시나 북경시, 절강성 등의 경우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4만 위안을 넘는 반면, 중국 

서부지방인 신강성, 서장성, 감숙성 등은 상해시의 절반도 안되는 2만 위안 초반에 

그치고 있어 국내기업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차별화된 

시장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과 소득, 세대, 인구 특성별로 서로 다른 특성과 소비행태를 보이는 복잡한 

시장이다. 따라서 중국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커다란 

단일시장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거나 국내의 경험을 그대로 중국에 대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

일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배 이상 차이

지역, 세대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중국 공략 성공의 핵심

[그림 3-4]

2014년 기준

중국의 지역별

1인당 가처분소득

(단위: 위안)

출처: 중국인문사회연구소(2015.04),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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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ICT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제약은 위협으로 작용

외상투자지도목록으로 자국에 유리한 ICT 기술은 도입하고, 

보호업종은 외국기업 진입을 제한

중국은 ICT 산업의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게 기회의 시장이지만, 

외국기업이 중국 ICT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다양한 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제도를 통해 산업별로 

자국에 유리한 산업은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목록이나 금지목록으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분야는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으로 지정하여 외국의 우수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반면,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경영 등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금지업종’으로 지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규제제도 이외에도 복잡한 행정절차나 중국의 자국기업 

우대조치,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협력사와의 분쟁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등 무형의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ICP 허가증, 

문화경영허가증, 판호 등을 받아야 하며 중국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상표권, 로열티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외에도 각종 시행령을 통한 사업제한과 저작권 침해, 정부조달 시장 등에서의 

자국기업 우대조치, 소수가 강력한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중국 ICT 기업의 특성 등은 중국 시장 공략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다양한 규제와 허들이 

존재하는 중국 ICT 시장

복잡한 행정절차,

협력사와의 분쟁,

소수의 독과점 구조는

중국 ICT 시장

진출의 장애물

[표 3-4]

2015년 기준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지도목록 중

ICT 분야

장려, 제한, 금지 업종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NEX(2014.10)※ 중국과 관련국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의에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름

투자 구분 주요 업종 목록

장려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장비, S/W 등
•위성통신 시스템 장비 제조, 초광대역(UWB) 통신설비 제조 등

제한
•전자통신회사: 부가가치 전자통신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50% 이하,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 전자통신 업무(외국인 투자 비중 49% 이하)
•방송 TV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업무(협력에 한함) 등

금지

•네트워크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뉴스 사이트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경영회사, 영화 제작사, 배급사
•각급 라디오 방송국(센터), 방송국(센터), TV 방송채널(주파수), 
   TV 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발사대, 중계소, 감시소, 
   유선 TV 방송 오버레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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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인 주요 내용

정부 규제정책
•대부분 합작/합자만 허용, 사전 검열과 통제
•외상투자 제한/금지목록 운영

복잡한 행정절차
•ICP 허가증, 문화경영허가증, 판호 등 필수 
•신청인 제한 : 중국인만 가능
•각종 시행령 시행령 준수의무 부과

저작권 침해
•빈번한 불법 다운로드 
•3rd Party 앱마켓 중 다양한 블랫마켓 상존

협력사와의 분쟁
•빈번한 현지 파트너 기업과의 기업과의 분쟁 발생
•법적 분쟁시 분쟁시 비용/시간만 소요

자국기업 우대조치
•각종 자국 산업 보호정책과 규율
•정부조달 시장에서 자국기업과 자국기업과 제품 우대조치 등

중국 시장의
구조적 특징

•소수의 독과점 구조 만연
•전자상거래도 Aibaba 그룹 계열사가 독보적 우위

인진라이(引進來•투자유치)에서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로 

중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도 변화중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시설투자와 기업설립 중심의 ‘Greenfield’ 방식에서 

기존시설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M&A’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Greenfield 방식과 M&A 합으로 볼 때 2003년 

152억 달러 에서 2013년 695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중은 2003년 

Greenfield가 89.6%로 M&A 10.4%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M&A가 72.2%로 

Greenfield를 압도하고 있다.

M&A 방식의 중국의 해외투자 형태는 한국 ICT 산업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Greenfield 방식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검증된 기업을 막대한 자본력으로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의 M&A형 국내 ICT 기업투자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만을 확보하고 소위 

‘먹튀’하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Greenfield방식에서 

M&A로 변화

[그림 3-5]

중국의 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 비율

변화 추이

[표 3-5]

중국 ICT 시장 진출 관련

주요 제약 요인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4.10),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M&A Greenfield

2003년 2009년 2013년

89.6%
52.1%47.9%

27.8%

7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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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기업에게 시장을 개방해주는 해외기업 

유치정책인 ‘인진라이(引進來)’ 중심의 대외개방을 추진했었고, 이에 국내기업들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을 

수정하면서 중국에 직접 진출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중국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와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2010년 외국기업에 주던 세제, 

고용, 입지혜택 폐지되었고, 2011년에는 근로자 사회보장 면제 혜택도 사라졌다. 또한 

매년 13% 이상씩 인상되는 중국의 최저임금도 외국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는 한때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했었던 

국내 기업들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한해 평균 500~1,000개 

가까운 한국기업이 사라지면서 2014년 말에는 4,800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양한 규제로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어려운 중국 ICT 시장의 

특성상 상호 Win-Win이 가능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국 시장 공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우수 협력 사업체나 분쟁이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업체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중국 

기업 중에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서비스의 상표권을 중국에서 먼저 출원하여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 시 비싸게 되팔거나 퍼블리싱 권리를 요구하는 등 우월적 

협상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저우추취(해외진출) 

전략,

외국기업 우대제도 

축소로 이어져

상호 Win-Win이 

가능한 우수 협력사 

선정이 중요

[표 3-6]

중국의

외국기업 우대제도

축소 사례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세제
•소득세 15%→25% 인상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폐지

고용
•매년 최저임금 13% 인상
•노동계약법 강화

입지 •토지규제 강화 기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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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15.03)

2015년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국 ICT 시장 공략의 ‘골든 타임’,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이 중요

중국 ICT 시장을 공략에 있어 민•관이 서로 힘을 합칠 때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도 존재한다. 국내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국의 중관춘 등 양국 창업거점간의 

교류확대,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 AIIB의 투자사업 공략은 민•관 협력의 시너지가 

가능하며,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국내 ICT 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혁신센터를 활용한 중국의 주요 창업거점과의 교류 확대

국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산업별로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중국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과 심천지역은 IT 기반의 

젊고 혁신적인 창업가를 뜻하는 ‘촹궈(創客)’들이 모이는 창업열풍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창업 거점지역인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국의 중관춘, 심천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중국기업과의 교류, 

중국의 혁신 창업가 ‘촹궈’ 열풍의 국내 확산 등의 성과 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혁신센터는 ICT에 특화된 혁신센터로 캐터펄트 

(영국), 웨이라(유럽), 오랜지팹(프랑스), 도코모벤처스(일본) 등 글로벌 혁신센터와 

제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간 창업지역 거점간 연결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중국-글로벌로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3-6]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

중국의 창업메카

베이징 중관춘, 심천과

국내 혁신센터간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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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신시장 공략 지원도 가능

중국 중심으로 출범하는 다자개발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가 추진할 ICT 투자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밀접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0~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중 통신 등 ICT 분야 수요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며, AIIB 투자사업은 중국 중•서부 실크로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전망으로 주요 ICT 투자 예상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 예상 지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ICT 사업 참여기회를 높이고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AIIB 사업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중국 중서부 시안, 란저우, 우루무치 지역과 중국 남부 광저우, 하이커우, 

베이하이 등 중국의 일대일로 실크로드 지역, 중국의 신형도시화 시범운영 지역인 

강소성, 안휘성, 칭다오, 하얼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2010년부터 UN 전자정부 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우수한 공공 ICT 인프라 수출, ②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과 스마트 시티 등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을 ICT가 대체하는 형태의 스마트 인프라 사업, ③ 스마트 교통, 핀테크 

등 ICT를 통해 낙후지역의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등 기존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투자사업에서도 ICT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솔루션 등 S/W 사업의 계약사례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국내의 우수한 ICT 기술력과 민관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AIIB를 국내 ICT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시대를 앞서간 경험으로 중국공략의 골든 타임을 잡아야

2015년은 중국 ICT 산업이 LTE의 급격한 확산과 콘텐츠 소비의 빅뱅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시대를 먼저 선도한 한국의 ICT 기술과 역량으로 한•중 FTA 시대 중국 ICT 

시장을 공략할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로 진출하는 중국에 핵심 부품이나 솔루션을 공급하여 경제적인 실익을 

확보하는 ‘가마우지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을 한국기업과 한국경제의 성과로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AIIB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역

ICT 투자 수요 공략

중국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ICT 서비스,

스마트 인프라 구축,

ICT 융합서비스 공략

주) 가마우지 전략:

가마우지새의 목을 묶어 사냥한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하여 어부가 

갖는 중국 계림의 사냥법,

빠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 기업에 핵심기술이나 

부품을 공급해서 실익을 얻는 방법이 

‘가마우지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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