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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周焦點

天津 濱海新區, 제 2의 浦東으로 부상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부관장

鄧小平 개혁개방의 상징이 廣東 深圳이고, 江澤民 시대 중국 고도성장의 과실이 집중
된 곳이 上海 浦東이라면 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현 중국 지도부는 그들 경제적 치적의
대표로서 天津 濱海新區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05. 10월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1․5규획건의(안)”을 통해
天津 濱海新區를 상해 포동신구와 동등한 수준으로 육성시키기로 함
- 중국에서는 廣東 深圳, 上海 浦東에 이어 天津 濱海新區를 第3極 이라 칭할 정도로
국가적 개발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음

<濱海新區：浦東新區 주요 경제지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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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濱海新區 개발인가?
- 지역경제학의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지역
이 반드시 있어야 함
: 珠江, 長江삼각주 발전에 있어서 深圳, 上海 浦東이 지대한 역할 수행
: 그러나 중국경제의 또 다른 축인 京津冀(北京, 天津, 河北省) 지역내에는 경제성장
을 동인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 부재
: 京津冀 지역의 핵심지역을 놓고 北京, 天津간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간 산업클러스
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 발전 낙후
: 중국 정부는 濱海新區를 지역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켜 京津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 성과를 三北(華北, 東北, 西北)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웅대
한 계획을 세움
<天津 濱海新區의 위치>

○ 濱海新區 일반현황
위 치
행정구역
면 적
주요
경제지표
(‘05)

행정기구

천진시 동부 해안지역, 구내 총 해안선 길이 153㎞
- 공업단지 : 天津港, 開發區, 保稅區
- 행 정 구 : 唐沽區, 漢沽區, 大港區
- 기 타 : 海河下游冶金工業區, 東麗區无暇街, 津南區葛沽鎭
2,270㎢
인 구
140만명
- GDP : 1,609억위안
- 수출액 : 184.7억달러
- 외국인직접투자(도착액 기준) : 25.3억 달러
- 빈해신구 관리위원회 (3국 2실)
3국 : 經濟規劃發展局, 規劃建設發展局, 投融資發展局
2실 : 辦公室, 政策法規硏究室

* 관리위원회 주임 : 皮黔生(51년생, 南開대학 국제경제학 박사)
주요 산업 전자통신, 석유화공, 해양, 야금, 기계제조, 생물제약, 식품가공
주요
삼성전자, 모토롤라, 도요타, 슈나이더, 혼다-新大洲(오토바이) 등
외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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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津市：濱海新區 인구 및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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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津 市 ： 滨 海 新 区 주 요 경 제 지 표 비 교 >
(단 위 : 억 위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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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濱海新區의 투자 우세
1. 독특한 행정구역상의 우세
- 중국 유일의 港口, 開發區, 保稅區, 海洋高新技術開發區와 대형공업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기 때문에 제조, 유통, 물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 3 -

China Weekly Focus 2006. 5. 26

- 天津항은 중국 북방의 최대 항구이자, 세계 최대의 석탄 전문항임(環渤海灣의 중
심 항구)
: ‘05년 天津항은 총물동량은 2.4억톤, 컨테이너 취급량은 460만 TEU임 ⇒ 물동
량의 70%, 컨테이너 취급량의 60% 이상이 北京, 河北, 山西, 內蒙古 물량임
: ‘05년 天津港을 통한 수출입 총액은 800억달러로 무역액 기준 중국 4번째 항구
⇒ 北京, 河北, 山西, 內蒙古 수출의 각각 42, 59, 50, 35%가 天津항을 통해 이루
어짐
- 天津開發區는 중국내 개발구중 외자기업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
: 중국 商務部의 중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발전 평가중 8년 연속 최우수 개발구로
선정
: 미국 모토롤라, 한국 삼성 등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음
- 天津保稅區 역시 중국 북방 최대이자 華北지역 유일의 보세구임
: 중국 자동차 수입의 50% 이상이 天津保稅區를 통해 이루어짐
: 타 보세구와 달리 天津보세구는 항구외 공항과도 인접한 특징을 갖고 있음. 최근
北京 首都공항의 여객, 화물 처리 과밀화에 따라 인근 대안공항으로 天津공항의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 보세구내 공항보세구의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음
- 이밖에 濱海新區는 중국 유일의 국가급 해양 하이테크 기술 개발구인 塘沽海洋高新
開發區와 임가공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天津 수출(出口)加工區를 포괄하
고 있어 다양한 업종, 사업 형태의 기업 비즈니스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
2. 풍부한 자원우세
- 토지자원 : 신구내 1,199㎢에 달하는 황무지, 염전, 저생산성 농지 등이 있어 현재
중국 동부 연안 개방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지부족 현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
움
- 천연자원
: 발해만 유전에 인접. 동 유전의 가채 원유량이 32억톤, 천연가스 부존량이 1,937억
㎥에 달해 석유화학 공업 투자의 적지로 평가됨
: 天津 일대의 연간 원염 생산량이 240만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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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성 소다 등 무기화학 산업에 유리한 조건 제공
3. 연구개발 기능의 우세
- 신구내 취업자 55만명중 전문 엔지니어의 수가 2.3만에 달함
- 天津 南開, 天津대학, 北京 北京, 淸華대학, 중국 과학원 등 유수의 교육, 연구기관
이 인근에 포진 중국내 최우수 연구인력 조달이 가능
- 신구내 42개 국가 및 시급 과학 연구기관, 39개 대형 기업 R&D센터 등 대형 연구
소가 소재하고 있음
4. 튼튼한 제조업 기반
- 석유가공 및 전자통신산업의 경우 중국내 최고 발전지역
- 이밖에 최근 해양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제조업 등이 고루 발전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濱海新區의 주요 발전 방향
- 빈해신구는 ‘세계적 제조업 생산기지’와 ‘국제 물류센터’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한편 이외 관련 서비스산업인 무역, 금융, 전시컨벤션, 기술개발 업종을 집중 발전키는
한편, 소프트웨어, 컨설팅, 교육, 관광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구내 녹색 GDP 지수
를 높이는데 주력

11차 규획기간(2006 - 2010년)중 빈해신구 발전목표
- GDP 연평균 17% 성장
- 재정수입 연평균 20% 성장
- 공업총생산액중 첨단기술산업 비중 50% 이상(2010년까지)
- 총투자액 5,000억위엔 달성
- 단위생산액당 자원소요량 2005년의 50% 수준으로 절감

○ 주요 분야별 발전계획
1. 항구 : 중국 북방 주요 물자의 유통센터로서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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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철광석, 강재, 자동차, 원목, 채소 및 과일, 화학비료, 산화알미늄의 물류센터로
天津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확충중임
- 한편 금년 3월 착공된 30만톤급 원유 수송전문 부두와 天津北港池 컨테이너부두 3
기 공정이 마무리되면, 현재보다 원유 수송량은 연간 2,000만톤, 컨테이너 취급량
은 400만 TEU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교통인프라 :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天津-北京간 교통망 확충에 주력
- 제 2 京津塘고속도로, 津薊고속도로 연장공사 등 주요 도로망 건설 및 北京남역과
天津역을 30분대로 잇는 시간 철도가 모두 2007년 완공 예정으로 있어 교통여건
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산업발전 : 석유화학, 자동차, 수산가공 등 天津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산업육성에
주력
- 석유화학 : 신구내 中石化, 中石油, 中化工 등 중국 대형 석유화학 업체기업 들이
거액을 투자 정유 및 에틸렌 분해 설비를 투자하고 있어 중국 북방 최대의 석유화
학 기지로 부상할 전망
- 자동차 산업 : 토요타로 상징되는 제조업외에 기존 중국 최대의 자동차 수입항의
잇점을 살려 자동차 전시 판매, 중고차 매매, 자동차 시승 및 시험, AS기능을 종합
한 空港國際汽車園을 설립함으로서 중국 최대의 수입차 전문 유통물류 센터로서의
입지를 강화
- 수산물 가공 : 중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가공전문 공업단지인 金水海洋食品科技園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天津을 환발해만 최대의 수산물 가공기지로 육성할 계획. 특
히 참치 등 원양수산물 가공외 중국 수산물중 비중이 큰 담수어 가공기지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특징임

<미래 濱海新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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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중국 5세대 지도자들의 집권시기 동안 濱海新區에 대한
개발 및 투자는 이전 上海 浦東개발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지역에 대한 전략
적 선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浦東 개발 초기 우리기업의 上海 진출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데 비
해 天津에는 삼성, LG를 대표로 하는 우리 대기업 및 관련 중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 濱海新區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
- 중국정부의 계획대로 濱海新區가 환발해만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경우, 우리기업
들이 濱海新區 진출을 통해 기존 한국 투자기업의 최대의 투자중심지인 山東省과,
최근 ‘동북 노공업 기지 진흥 재건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
시되고 있는 東北지역을 연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濱海新區의 주요 제조업인 전자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경우 우리의 주
력업종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이를 양국간 산업협력 차원에서 접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면
한 입장에 설 수 있음

濱海新區 진출에 있어 타국과에 비해 유리

濱海新區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투자기업들도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력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순발

- 濱海新區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임, 지가 등 생산코스트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를 고려 기업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이 필요함. 또한 생산설비 확대 등 재투자를 고려하는 기
업은 지가상승을 고려 투자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신규 투자자의 경우 신구내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탄력적인 사업계획을 세
워 진출하여야 함. 또한 저부가가치 업종의 경우 투자시 현지 정부의 관심 및 혜택
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구의 중점 발전방향에 맞는 투자업종 기업 중
심으로 신구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함. 신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급격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 임대공장 보다는 토지사용권 취득
을 통한 공장설립형 투자를 선택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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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투자기업 높아지는 현지경영 파고

-최저임금 인상 러쉬-중국 임금수준 베트남, 인도를 초과-

최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公會)를 중심으로
중국직공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를 현지 언론들이 이슈화하
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세무관리, 가공무역관리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들
의 경영에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
다.
중화전국총공회 및 노동관련 부문 인사들은 중국의 직공 최저임금이 국제표준인 사회
평균임금의 40-6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7.1일 인상한 580위앤/월의 최저임금이 베이징의
평균임금인 2,734위앤의 24%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화전국총회는 향후
3-5년의 기간 내 최저임금을 각 지역의 사회평균임금의 40-60% 수준까지 점차적으
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및 사회보장관련 부문에서는 사회평균임금 자체의 통계적 신뢰성이 크지
않고 아직은 중국의 경제발전단계가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관련 부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책정은 각 지방별로 해당지역 최저생활비, 일인당
부양 지수, 사회평균임금, 노동생산성, 경제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며, 노동자의 사회보험비용 납부액, 주택공적금 등을 참고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3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최소한 2년에
1 회는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남부 및 연해경제지역 등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
역은 최저임금 수준이 내륙지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년 인상을 하면서 다
른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3년간 연속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상하이의 경우는 1993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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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13차례(매년 1회) 최저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인 션쩐
의 경우 2005년 경제특구내의 최저임금이 690위앤/월이었는데 금년에 800위앤 내지
850위앤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의 높은 인상율을 보이
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칭다오 지역의 경우는 지난해에 410위앤/월에서 530위앤/월으로 최저임금
을 대폭 인상한 바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다.
중국 자체 내에서도 중국의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는 하
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임금수준이 이미 베트남과 인도를 초과하여, 노동집약산업의 경
우 현지 투자가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투입산출이 미국과 비교해서도 큰 우위가 없
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다. 중국공정원의 관련 인사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부문의 1시간 당 노동력의 가격은 약 30달러로 중국의 15배에 달하고 있으나, 노동생
산성 역시 중국의 10-20배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과 미국 간의 단위 노동력 투입
산출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소수이며 중국 당국이나 언론의

전체적인 논조는 최

저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최근 관련 포럼에 참가하여 “현재 존재하는 직공, 특별히
공인들의 최저임금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바꾸도록 힘써야한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점, 수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상황 등은 점차 개선해야하며, (이러한 직
공들의)소득수준의 제고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조치가
된다.”라고 한 바 있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문 산하의 노동연구소의 쑤하이난(蘇海南)소장도 ‘12억 벌의 와
이셔츠를 팔아 보잉 1대를 사는 식의 발전은 반드시 바꾸어야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통
한 (경제)발전방식은 장기적인 방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저임금의 인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정부는 11.5 사회 및 경제발전계획
(2006-2010년)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정책방향
이었던 선부론(先富論)에서 소득격차 해소에 중점
을 두는 균부론(均富論)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전
환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의 보호 정책에 상당
한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금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기업의 사회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주택공적금 등) 가입관리를 강화
(미 가입 직원의 급여는 세무국에서 비용으로 처
리하지 않고 있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및 퇴직
금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노동법의 개
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칭다오의 우리기업 공장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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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해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미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과 단순 노동력의 부족 현
상이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더라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임금의 자연적인
인상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동남부연해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꽝뚱, 푸지엔 등 중국정부는 노동집약적
기업의 내륙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류부담, 우수 노동력 확보 등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최근 들어 토지 문제(집체토지의 공업용지 전환, 토지사용 증),
설비면세문제(지방정부의 확약에도 불구 세관에서 면세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 가공무역
관리 강화(등기수책 관리, 원자재 관리 강화), 사회보험 가입 관리 강화(노동자 임금이 상
승하고 있고 노동자들 자체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사회보험가입
요구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세무관리 강화(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등)등 기업
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추세는 기업들의 현지 경영에 상당
한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원 : 중국경제신식망, 인민일보, 시장보, 현지 우리기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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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제보상금에 관하여
법무법인 대륙 최원탁 변호사

중

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노동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
외로 간단하게 느껴진다. 즉,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켰을 경우 그 사람

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건인 것 같다. 돈
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돈을 주었다가는 다른 직원들
에 대한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감정적인 원인때
문에 절대로 돈을 주고 싶지 아니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매일 같이 업무태만에 외부에 나갈 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갔다 돌아와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며 영수증을 제출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직원을 데리고 일을 계속하기는 쉽
지 않다.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 중국 투자 한국기업 생산 공장에서 취업
규칙이나 노동수칙을 자세하게 규율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근거해 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3~4일씩 말도 없이 공장에 나오질 않는
직원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문제지만, 작업 시 안전수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직공들의
부주의로 신체 일부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중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 계속 투입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고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기업도 있다. 운전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를 시켰을 때 그 동안의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시켜려 하니 기업이 비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공상국이나 세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회사
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재 제일’이라고 한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회사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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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대 중국 투자 한
국기업들이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노무 관리 컨설팅
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벌써 중국과 수교한지도 12년이 지났고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지는 그 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명백한 대 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지침서도 없는 실정
이다 보니 중국에서 오랜 사업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찾아가 적
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 사업에서의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기업이 현지경영을 함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
즉 해고 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
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노무관리규정
은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식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노동법이 있고 시행
령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지방조례가 있어서 이것이 수직적으로 계열을 이루며 하위법
이 상위법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
게 너무도 명백하게 인식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보다도 그 지방의 노동조
례가 분쟁해결 시 최우선적으로 준거법으로 사용된다. 그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그 지방에서 만든 노동조례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처럼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중
국에서는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 중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본 칼럼의 내용
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규정
1. 현행 법률법규와 부문규칙
(1)<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2)<근로계약을 위반과 해제에 대한 경제보상방법>
(3)<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한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4)<<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관철 수행에 대한 약간 문제의 의견>
(5)<근로계약제도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
(6)<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
(7)<<노동법> 관련 근로계약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보상방법>
(8)<<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벌방법>
(9)<기업 경제적 감원 규정>
(10)<개인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해제하여 1회 받은 보상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에 대
한 통지>
(11)<중화인민공화국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12)<실업보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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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법률에서 해고에 대한 한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이하 <노동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제한 뜻이다. 이하 상황이 포함한다.

해고는 법률에서

(1)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얻다:
①근로자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한다.
②사용자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한다.
(2)근로자가 이하 상황의 하나 있는 경우에 사용자 근로계약을 수시로 해제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는 상황:
①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된 자
②노동규율 또는 사용자의 규칙제도를 크게 위반하는 경우
③직무상의 과실,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④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자
(3)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0일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질병 또는 비산업 재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원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②업무수행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무 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③근로계약 체결 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4)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대처방안
사용자는 파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 또는 생산경영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원
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노조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노조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한 후 감원할 수 있다.
(5)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
①수습기간인 경우
②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
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약정한대로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6)근로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의점>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법률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는 위의 제3, 제4조의 규정에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①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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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③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④법률, 행정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3. 근로자가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상황
<노동법>과 기타 현행 법규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아래
4가지 경우에는 사용자에서 경제적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1)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
이런 상황중 <근로계약 제도 실행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노동부1996년)에 따라 근
로자가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제보상을 지급할 필요
는 없다.
(2)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3)사용자가 경영상 원인으로 감원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일종의 정리해고)
(4)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
요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
자가 수시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통지할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의 기한이 만료하
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 중지조건을 제시한 경우 근로계약은 즉시 중지하고 사용
자는 근로자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4. 근로자 경제보상 관련 방법과 기준
(1)보상의 방법과 기준
<근로계약 위반과 해제에 관한 경제보상방법>(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업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안 된다; 실업보험기구가 근로자에게 기
업체 경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적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구체적 보상방법과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에 의견을 조절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기업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되 12
개월은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연한이 1년이 미만인 경우 만1년으로 계산한다.
②질병이나 비산업재해 부상으로 노동감정위원회에 따라 원직무를 종사할 수 없고 별도
로 지정한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그의 근속연한에 의거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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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보상하고 동시에 6개월분의 임금을 의료보조비로 지급해야
한다. 질병과 불치의 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보조비를 더 지불하고 증가부분이 의
료보조비의 5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③근로자가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교육 혹은 조정 후에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
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12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④근로계약에 의거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근로계약을 수행하지 못하고 당
사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
로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본 기업의 근로연한에 따라 만1년당 본인1개월분
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 12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⑤사용자의 도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 또는 생산경영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
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가 피감원자의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사용자는 만 1년 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⑥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체불 시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불 거절
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용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로자의 임금 전액
을 지불해야 하고 또는 임금의 25%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
①최저 임금 -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인 경우 미달 부분을 추가 지급
하는 동시에 미달 부분의 25%를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②임금의 계산방법 -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상황 하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전의 12개월의 평균 임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감원으로 인해 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기업의 월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업
의 월평균임금만 지불한다.
③정액 외의 경제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
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고정적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실질적 노동관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관철수행에 대한 약간 문제의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 15 -

China Weekly Focus 2006. 5. 26

국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및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이루는 경우 역시 <노동법>을 적용한다. 근
로계약의 해제가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노동법>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을 위반 보상방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⑥직업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 부상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자 본인이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이 지역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기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⑦근로자 권익 침범에 대한 경제보상
경제배상은 경제보상의 법률해석과 다르다. 경제배상은 사용자에게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
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경제보상은 사용자가 적법한 행위로 근로
자를 해고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행정
처벌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행위가 있을 경
우에 근로자의 임금, 경제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 총액의 1～5배에 해
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연체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불
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로 지불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제 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노동법>관련 근로계약 규정 위반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여직원과 미성년직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비 외에 의료비의 25%를 배상비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
다.
⑧경제보상에 관한 개인소득세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 후 제1회 받은 보상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
한 문제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하여 한번씩 받은 수입(고
용자 지급한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및 기타 보조비용), 이 수입이 현지에서 상반년 직원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한 수액내에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초과한 부문이 <국
가세무총국 개인이 근로관계 해제하여 받은 경제보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비
율에 따라 주택공동적립금, 의료보험비,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를 납부할때 1회 받
은 보상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파
산을 공포하여 기업종업원 파산기업에서 1회 받은 안치비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
제한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중국에서는 상위법보다도 해당 지방의 노동조례가 더 큰 법적 구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술한 내용은 일반론으로 참고하고 사안이 발생시에는 반드
시 현지 법률사무소를 찾아 해당 지방의 노동조례 등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중국 현지경영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외자기업의 노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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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투자유치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다분히 의도적인 방관아래 노무관리에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한 우리기업들에게
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정부기관이나 기업들 스스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정해진 법과 질서를 스스로 지켜감으로써 훌륭한 사업아이템
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패를 당하는 기업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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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38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을 2005년 12월 8일 총서 서무
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 신생
2005년 12월 28일

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수출입화물 검사(이하 검사라 함)라 함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수출입화물 진상의 부합여부 또는 상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수출입화물의 진상을 확인 검사하는 세관의 법 집행행위
를 지칭한다.
제3조 검사는 세관 검사직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직원이 검사
실시 시에는 세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는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이 온도, 정전기, 분진 등 자연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
에서의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수원인으로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고 세관이 검사직원을 세관 감
독관리구역 외에 파출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세관검사 시에는 철저히 검사할 수도 있고 샘플을 검사할 수도 있다. 조작방식
에 따라 검사는 인공검사와 기기검사로 구분하며 인공검사는 외관검사와 개봉검사를 포
함한다.
세관은 화물상황과 실지 법 집행 수요에 근거하여 구체 검사방식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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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세관은 수출입화물 검사 실시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검사 현지에 입회하여 세관요구에
따라 화물 이동, 포장 개봉, 재 포장작업을 하고 검사직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입화물 속성의 특수성으로 하여 개봉, 이동의 부주의 등이 화물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시 검사직원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검사 실시 전에 성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시 샘플 채취, 화학분석을 실시하여 수출입화물의 명칭, 규격 등 속성을
일층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화학분석감정
실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검사완료 후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사인하여야 한다. 검
사기록은 입회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
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사인을 거부할 경우 검사직원은 검사기록에 이 사실
을 명기하고 화물 소재 감독관리장소 운영인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기록은 통관신
고서의 별첨으로 하여 세관이 보관한다.
제11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검사한 화물을 재검사할 수 있다.
(1) 1차 검사에서 화물의 진실한 속성을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검사한 화물의 일부 성
격을 일층 더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
(2) 화물의 밀수 용의로 재검사하여야 하는 상황
(3)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세관 검사결론에 이의를 표시하고 그가 제출한 재검사
요구를 세관이 동의한 상황
(4) 세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상황.
재검사는 이 방법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검사직원의 검사기
록에 □재검사 □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미 검사에 참가하였던 검사직원은 동일 화물의 재검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2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출입화물을 자의로 개봉, 검사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의 불법 용의가 있는 상황
(2) 세관이 검사통지를 발송한 후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 일시
에 입회하지 아니한 상황.
세관의 자의검사 시에 화물을 보관한 세관 감독관리장소 운영인, 운수수단 책임자가
입회하여 협조하고 검사기록에 사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험물, 생선, 부식성 상품, 썩기 쉬운 상품, 실효하기 쉬운 상품, 변질하기
쉬운 상품 등 장기간 보관하지 못하는 화물, 그리고 기타 특수 원인으로 급히 검사 통
관시켜야 하는 화물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세관이 우선적
으로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
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검사 중 검사 대상화물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배상방법》 규정에 따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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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검사직원이 검사 시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사
리를 도모하고 뇌물을 요구, 수취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트집을 잡거나 검사
를 지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세관 감독관리구역 내이서의 검사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컨테이너, 트
렁크형 차량 또는 기타 화물에 세관봉인을 부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봉인원가를 수취
한다.
검사로 하여 발생하는 수출입화물 이동, 개봉, 재포장 등비용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이 부담한다.
세관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
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관검사라 함은 외부특징의 직관으로 기본속성을 판단하기 쉬운 화물의 포장, 라벨,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개봉검사라 함은 컨테이너, 트렁크형 차량 등에서 화물을 취하고 외 포장을 개봉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기기검사라 함은 기술검사설비를 위주로 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
을 지칭한다.
샘플검사라 함은 1회 화물에서 일정한 비율로 선정한 일부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
하는 검사방식을 지칭한다.
철저한 검사라 함은 포장을 일일이 개봉하여 화물의 실지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방식
을 지칭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원 : 코참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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