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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제약산업 발전동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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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제약산업 발전동향 변화

1. 2015~2020년 제약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산업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제약 제조업 Upstream은 에너지, 식재, 화학공업 등
Downstream을 약품유통으로 분류. 그 중 화학원료 산업은 화학합성 의약품 산업의
Upstream 산업. 화학원료 산업체인의 구성을 보면 화학합성을 통한 중간체 생성단계,
추가 화학공정을 통한 원료 의약품 생성단계로 이루어짐.

[그림 1] 2015~2020 중국 제약산업 시장규모 변화추이

출처 : 국가통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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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는 중국 제약기업에 큰 위기를 초래함. 코로나 확산으로 기업의 업무
재개 시점이 연장되었으며, 병원 진료건수, 처방건수 감소로 일부 제품의 매출이 타격을
입음. 한편 마스크, 항바이러스제, 의료기기, 백신, 체외 진단시약 등 관련 제품은 높은
수요를 나타내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제약기업은 좋은 수출실적을 보임.
2020년 중국 제약산업 규모는 19,916억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0.29%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2015년 중국 제약산업의 성장률 9.8%에서 17년 19.76%로 상승하였
으나, 19년에는 8.99%로 하강하였으며, 중국 기타산업의 성장률대비 기복이 심한 편임.

2. 코로나19의 제약산업에 대한 주요영향
2.1 제약산업 시장규모에 대한 영향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6월 의약품공업 규모이상(혹은 규모를 갖춘)의
기업 중 23.23%의 기업이 적자이고, 적자 기업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07% 증가,
적자액 45.19% 증가함.
중국 제약기업관리협회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6월, 전국 의약품공업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0.22%)하였고, 그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생재료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의 증가율은 25%를 초과하여, 각 27.68%, 25.17% 달성. 단 화학약품 제제, 중약
및 중약제품은 전년 동기간 대비 8.18%, 12.2%, 8.91% 감소하여 코로나19의 부정영향을
받은 분야로 보임.
2020년 상반기 중국 전국적으로 의약품공업은 9.06% 증가 하였으며, 그중 위생재료는
95.91%, 의료기기 75.21% 증가하였고, 화학 원료약은 가격 경쟁력과 원료약 공급부족
으로 인한 수출규모 증가로 27.11%의 이익증가율을 나타냄. 반면, 화학약품 제제, 중약
및 중약제품의 감소율은 2자리 수를 나타냄.

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제약산업 발전동향 변화

2.2 제약산업 시장경쟁 구도에 대한 영향

<표 1> 중국 제약시장 주요기업 2018~2020년 매출

(단위 : 억 위안)

주식코드

기업

2018

2019

2020

2020
설명

01099

국약지주
(国药控股)

3,445

4253

3276.1

3분기

601607

상해의약
(上海医药)

1,591

1866

872

상반기

03320

화윤의약
(华润医药)

1,662

1831

816.5

상반기

600998

구주통
(九州通)

871

995

803

3분기

600332

백운산
(白云山)

422

650

305

상반기

000028

국약일치
(国药一致)

431

520

429

3분기

600056

중국의약
(中国医药)

310

353

188

상반기

600713

남경의약
(南京医药)

313

372

183

상반기

000078

해왕생물
(海王生物)

384

415

287

3분기

600511

국약주식
(国药股份)

387

446

291

3분기

000950

중각지주
(重药控股)

258

338

171

상반기

000963

화동의약
(华东医药)

307

354

255

3분기

000538

운남백약
(云南白药)

270

297

155

상반기

600196

복성의약
(复星医药)

249

286

140

상반기

002589

서강의약
(瑞康医药)

339

353

127

상반기

01177

중국생물제약
(中国生物制药)

209

242

126.48

상반기

01093

석약그룹
(石药集团)

184

221

125.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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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드

기업

2018

2019

2020

2020
설명

000411

영특그룹
(英特集团)

205

246

119

상반기

600276

항서의약
(恒瑞医药)

174

233

194

3분기

300760

마이리 의료
(迈瑞医疗)

138

166

106

상반기

-

기타기업

53027

58884

-

-

출처 : 기업 연례 보고서, 시나닷컴, 중국상업산업연구원 정리

[그림 2] 2019년 중국 주요 제약기업 매출 점유율

2019

0.89% 0.71%

0.48%

0.51%
0.57%

1.36%

0.61%

0.46%

0.48%

2.50%

0.41%
80.31%

0.39%

19.71%

0.48%
2.54%

0.33%
0.30%
0.34%
5.80%

0.23%
0.32%

기타
화윤의약(华润医药)
국약일치(国药一致)
해왕생물(海王生物)
화동의약(华东医药)
서강의약(瑞康医药)
영특그룹(英特集团)

국약지주(国药控股)
구주통(九州通)
중국의약(中国医药)
국약주식(国药股份)
운남백약(云南白药)
중국생물제약(中国生物制药)
항서의약(恒瑞医药)

상해의약(上海医药)
백운산(白云山)
남경의약(南京医药)
중각지주(重药控股)
복성의약(复星医药)
석약그룹(石药集团)
마이리 의료(迈瑞医疗)

출처 : 기업 연례 보고서, 시나닷컴, 중국상업산업연구원 정리

중국 치차마오(企查猫 : 기업정보 제공 플랫폼)데이터에 따르면 신규설립 제약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중국 제약산업 신설립 기업은 19.8만개가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제약회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2.6만개 기업이
신규로 설립.

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제약산업 발전동향 변화

❚5

중국의약공업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중국의약공업 경제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76%의 제약기업의 주요사업에 따른 수익은 2,000만 위안 미만이나, Top
100 제약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규모가 있는 기업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임.
Top100 제약기업의 주요사업에 따른 수익은 839.55억 위안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1.8%임. Top100 제약기업 중 주요영업 수익이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총 22개
이며, 전체 산업 비중의 32.5%를 차지하고, 동기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중국‘13차
5개년 계획’, ‘의약공업발전규획지침’에서 제시한 ‘2015년 대비 10% 증가’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
Top100 제약기업의 주역으로 중국 제약기업 경영화 수준이 향상되고 발전 모멘텀이
강화하여 산업 집결 ‘집적화 효과(集聚效应)’를 나타냄. ‘북경-천진-하북 공동발전 전략
≪京津冀协同发展战略≫’, ‘양쯔강 삼각주 통함 및 장강경제 벨트 개발전략≪长三角一体
化和长江经济带发展战略≫’,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규획 개요≪粤港澳大湾区发
展规划纲要≫’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약산업 집중지역은 중국의 제약 혁신과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음.
그중 북경중관촌국립독립혁신시범구(北京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상하이장지앙약곡
(上海张江药谷), 쑤저우바이오나노파크(苏州生物纳米园), 무한광곡바이오시티(武汉光谷生
物城), 광저우국제바이오아일랜드(广州国际生物岛), 청두천부바이오테크놀로지파크(成都天府
生命科技园)는 중국 고품질 바이오 제약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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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약산업 정책변화 및 파급효과

<표 2> 5년 간 핵심산업 정책 및 실시현황 정리
관련정책

내 용

일 시

일반약물 일관성 평가

289개의 내복약에 대해 일치성 평가 진행, 2018년 이전 BE(bio
equivalent)등록제 완료

2015.12.2.

제1차 혁신약 의료보험
협상

5개품종, 3개 협상 성공, 평균 소비자 가격 58.6% ↓

2016.5.20.

제2차 혁신약 의료보험
협상

44개 품종, 17개 협상 성공, 평균 소비자가격 44%↓

2017.7.13.

제3차 혁신약 의료보험
협상

44개 품목, 17개 협상 성공, 평균 소비자가격 56.7%↓

2018.10.10.

4+7집중구매 정책 출범

31개 집중구매 품종 중 25개 선별, 평균 소비자가격 52%↓

2018.12.6.

전국 집중구매(4+7확대)

참여기업 77개 중 45개 기업이 선정, 60개품목의 평균 소비자가격
25%↓

2019.9.24.

제4차 혁신약 의료보험
협상

119개 품목 협상, 70개 협상 성공, 평균 소비자가격 60.7%↓,
31개 품목 계약연장, 27개 품목 연장성공, 평균 소비자가격
264%↓

2019.11.28.

제2차 전국 집중구매

참여기업 122개, 70개 기업 선정, 참여품목 33개 중 32개 선정,
18년 구매 최저가 대비 53% ↓

2020.1.17.

제3차 전국 집중구매

참여기업 194개, 125개 기업 선정, 참여품목 56개 중 55개 선정,
19년 구매최저가 대비 53% ↓

2020.8.20.

출처 : 공개자료, 신화사(新华社), 중상산업연구원 정리

약품가격에 대한 과도한 정책간섭은 일부 산업의 혁신에 영향을 초래 함. 중국 현재
의료보험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지속 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의료보험
보장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중국은 정책적으로 "등롱환조(腾笼换鸟)" 방식을 채택함.
일관성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의약품 및 장비를 대량 구매
하여 의료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한편 협상의 방식을 통해 혁신약을 의료보험 적용
품목으로 채택하여, 의료보험 자금을 혁신약에 제공하고 있음. 협상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
인하되나 중국 의약산업의 상당한 크기의 시장규모를

달성했으며, 이중 대부분의 품종은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채택될 시 빠른 수출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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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중국 내수시장 경제가 회복하고, 의료산업의 가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코로나19 백신소식에 따라 의약품 및 고가 소모품에 대한 대량구매, DRGs
및 DIP 지급정책과 의료보험 지급 협상 등 관련정책, 각 하위산업의 차별화 발전으로
구조적 발전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1) 대량구매
중국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보험 지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 중국의 의약
개혁의 안건은 ‘비용공제’임. 중국은 2020년 제2차 집중구매(20.1.17), 제3차 집중구매
(20.8.20), 관상동맥스텐트 집중구매(20.11.5)를 통해 환자 비용을 대폭 절감했으며, 3차의
경우 총 85개 약품의 가격이 53% 인하되고, 그중 95% 인하된 약품도 있음.
중앙 조달의 지속적인 확장과 정상화는 업계의 공통인식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향후
주사액, 의료기기 소모품, 인슐린 등 영역까지 포함될 것임.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배경 하에 제약기업은 신속하게 혁신방향으로 변화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미래에는 혁신 능력과 제품라인을 많이 갖춘 기업이 중국 시장
경쟁력에서 성공할 것으로 전망함.
(2) 의료보험 협상
12월 16일, 5차 의료보험 협상 종료. 이번 협상에서는 총 162개 약품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50.64% 인하함. 그중 14개 품목은 단일약품 연 매출액 10억으로 독점품목
협상에 성공하여 평균가격의 40% 수준으로 인하. 12월28일 의료보장국은 2020년 의료
보험 목록 협상결과를 공개하여 2021년 3월 1일 실시 한다고 밝힘. 이번 의료보험목록의
조정은 사상 최대범위로 조정되었으며, 약품 협상건수도 가장 많았음. 국가에서 승인한
코로나19 약품은 모두 의료보험목록에 포함하였으며, 중국 4개의 국산 항암제 PD-1 제품이
모두 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된 반면, MSD, BMS, AZ, Roche 4개의 해외기업은 의료보험
목록에서 제외됨.
(3) 국제화
7월 25일 중국 현지 백신기업 CanShinoBIO 와 미국 제약회사 Pfizer 간 계약을 체결
했으며, Pfizer에서는 CanShinoBIO에서 개발한 4가 수막 구균 결합백신의 홍보를 추진
하였음. 중국 본토기업과 다국적 제약사 간의 협력은 드물지 않음. 다만 보편적으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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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익숙한 현지 기업이 해외기업을 도와 중국시장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사례는 최초로 중국 현지기업이 R&D 및 생산을 주도하고, 해외기업에서 자체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중국 내수시장 마케팅을 진행한 협력 형태로, 중국 제약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음.
(4) 주사기의 일치성 평가
5월 14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监局)에서는 ‘화학약품 주사기 복제약 품질
및 효과 일치성 평가에 대한 업무관련 통지’를 발표. 이는 주사기 일치성평가가 공식적
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 ‘International Finance News’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748개의
제약회사의 820개 품종이 포함되며, 그중 24개 품종의 생산공장은 100개 이상이며,
456개 품종의 생산공장은 3개 이상이라 함.
정책의 영향으로, 20년 주사기 일치성평가의 신청은 폭발적이었으며, 2020년 누적 처리
건수는 883건(343개 품목)의 일치성 평가가 승인되었고, 그중 주사기가

475개로 전체

비중의 53.79%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 의약대표(医药代表 : 중국에서는 의약품 영업원을 칭함) 등록제
의약대표의 학술 홍보활동을 표준화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9월 30일 국가약품관리감독국은 ‘의약대표등록관리방법(시행)≪医药代表备案管
理办法(试行)≫’을 발표.
이 제도는 제정 시 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20년 많은 제약기업에서 ‘의약대표
등록’ 업무를 추진함.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대표’들은 학술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의약대표’의 가치와 이미지를 재정립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향후, 학술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의약대표’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고, 학술홍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의약대표’는 혁신
제약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
(6) 약품, 원료의약품 관세면제
제약산업의 발전과 환자 부담비용 인하를 목적으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해관, 재정부,
세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연합하여 9월 제2차 증치세(부가가치세) 정책에 해당되는 항암
치료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목록을 발표.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39
개 항암치료제 및 14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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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재무부는 ‘2021년 국무원 관세위원회 관세 조정방안’을 발표, 2021년 7월
1일부터, 9개의 정보화기술 상품의 수입세율을 폐기한다고 밝힘. 그중 제약 분야에서는
미톡산트로염산염(항암치료제 원료), 페니실라민(희귀병치료제 원료), 엠파글리플로진,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빌다글립틴, 유전물질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백신 등의 2021년 잠정
관세는 0%임. 또한 인공심장판막, 의료용 분리형 코일, 보청기 등 의료기기의 관세도 인하
한다고 밝힘.
국민의료보험약목록조정업무협약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국가기본의료보험, 공상
보험 및 생육보험 약품목록(2020년)’을 실시하며, 119개의 약품이 국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
의료보험약품목록의 약품은 주로 국민기초 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에 적용되며,
119개 약품 중 31개는 소화관, 심혈관, 내부분비, 종양 등 질병관련 약품임. 4개의 중국산
PD-1 항암 치료제, 국가 코로나진료방안에서 제시한 약품은 모두 의료보험 보장약품에 포함.
의료보험목록에 추가된 119개의 약품은 모두 가격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의료보장 부문은
의료보험목록에 포함한 약품에 대해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을 협상하여 50.64%의 가격
인하를 달성하였음. 신(新)의료보험약품목록 적용 후, 환자의 약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의료보험약품목록의 구성을 보완함. 신(新)의료보험약품목록은 신규등록 약품 외 임상가치가
낮은 29개의 약품은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의료보험약품목록의 완성도를 높임.

3. 2020년 코로나19 상황속 제약산업의 발전
3.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제약산업 기업 운영현황

제약기업 번영지수(Prosperity index) 반락. 제약기업 운영 2020년 중국 상장 제약
회사의 3분기 번영지수는 112.3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5년간 최저치를 나타냄. 거시
경제 상황이 쇠퇴하는 맥락에서 제약산업은 혁신, 경쟁, 변형, 업그레이드 등 도전에 직면.
현금흐름 지수는 높고, 이윤 지수는 낮으며, 기업의 발전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 산업별로는
화학제약산업이 안정적인 반면, 신약개발 분야는 안정성이 낮고, 의료기기 번영지수가
높으며, 중약은 번영지수가 낮음. 지역별 번영지수로는 동북지역은 감소추세, 화북지역은
미약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화동지역은 안정적, 서부지역은 안정성이 낮음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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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제약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화동, 화북
지역의 제약공업수준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지역산업구조 조정이 주도하여 좋은 발전지수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산업규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음. 제조업의 양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흥 산업의 발전과 소비의 신성장포인트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구조
조정 지침 목록(2019)≪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를 개정 발표. 중국은 제약 분야의
독립적 생산권을 가진 혁신제품, 기술, 장비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독려하여 자국의
의료수요 및 질병예방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위 목록은 관련 분야의 신기술동향을 반영
하여, 중국 제약산업기술 향상, 기업의 국제 첨단기술 확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 국산화 수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또한 환경, 직업건강, 안전관리 등 중요성도
언급하여 기업의 EHS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차 제네릭 의약품 장려목록
≪第一批鼓励仿制药品目录清单≫’에서는 임상수요가 많은 항암치료제, 전염병, 희귀질환 등
치료제 및 부녀아동, 고령, 만성병에 사용되는 약물의 개발을 장려. ‘의약품의 중앙조달 및
사용을 돌파구로 한 의약 위생체계 개혁관련 여러 정책 및 조치≪关于以药品集中采购和
使用为突破口进一步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的若干政策措施≫’은 의약품 생산 및 유통기업의
지역 간 및 교차소유권 합병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형 그룹을 양성하여, 대형
제약회사에서 약품생산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에서 보조로 약품생산을 하여 유통하는 패턴
형성의 가속화를 추진.
중국 제약산업의 적자 기업수 및 총 이익변화 에서도 위의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
20년 2월까지 중국 제약기업 중 적자 기업수는 총 2238개, 전체 제약기업의 약 30%를
차지하며, 근 3년간 적자 기업수 최고치를 나타냄.
적자 기업수는 연간 주기적인 기복이 있으나, 20년 2월은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적자 기업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회복.
마찬가지로 제약산업의 이익총액도 2, 3월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상장기업 순익
총액은 적자로 나타났고, 9월에는 흑자 전환. 20년 하반기 코로나19가 제약산업에 주는
영향은 점차 사라지고, 제약기업의 운영은 정상수준으로 회복 됨.

2018

3,445

1,591

1,662

871

422

431

310

313

384

387

258

기업

국약지주
(国药控股)

상해의약
(上海医药)

화윤의약
(华润医药)

구주통
(九州通)

백운산
(白云山)

국약일치
(国药一致)

중국의약
(中国医药)

남경의약
(南京医药)

해왕생물
(海王生物)

국약주식
(国药股份)

중각지주
(重药控股)

주식
코드

01099

601607

03320

600998

600332

000028

600056

600713

000078

600511

000950

11.97%

6.77%

53.90%

8.65%

2.14%

4.51%

101.55%

17.84%

0.1524

21.58%

11.73%

총수익
적년대비
(%)

6.91

14.04

4.15

2.64

15.45

12.11

34.41

13.41

35.38

38.81

58.35

순수익

-37.57%

23.01%

-34.84%

13.70%

17.60%

14.46%

66.90%

-7.26%

21.52%

10.24%

4.67%

순수익이
적년대비
(%)

338

446

415

372

353

520

650

995

1831

1866

4253

2019

31.16%

15.24%

8.11%

18.70%

13.80%

20.69%

53.79%

14.19%

10.19%

17.27%

23.44%

총수익
적년대비
(%)

7.88

16.04

2.41

3.47

9.81

12.71

31.89

17.27

29.44

40.81

62.50

순수익

<표 3> 중국 시장의 주요 의료 업체 2018~2020년 매출(억 위안), 순익(억 위안) 비교 분석

14.09%

14.23%

-41.89%

31.26%

-36.46%

5.00%

-7.33%

28.79%

-16.79%

5.15%

7.14%

순수익이
적년대비
(%)

171

291

287

183

188

429

305

803

816.5

872

3276.1

2020

5.30%

-11.00%

-6.38%

2.00%

11.56%

8.77%

-8.61%

9.46%

-0.0893

-5.84%

4.80%

총수익
적년대비
(%)

3.00

10.05

2.00

1.73

7.77

9.98

17.64

21.41

23.54

24.43

49.58

순수익

-35.31%

-6.21%

-45.19%

8.11%

12.93%

3.98%

-30.75%

110.23%

-0.1183

6.84%

7.90%

순수익이
적년대비
(%)

상반기

3분기

3분기

상반기

상반기

3분기

상반기

3분기

상반기

상반기

3분기

2020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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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70

249

339

209

184

205

174

138

화동의약
(华东医药)

운남백약
(云南白药)

복성의약
(复星医药)

서강의약
(瑞康医药)

중국생물제약
(中国生物制药)

석약그룹
(石药集团)

영특그룹
(英特集团)

항서의약
(恒瑞医药)

마이리 의료
(迈瑞医疗)

000963

000538

600196

002589

01177

01093

000411

600276

300760

23.09%

25.89%

8.38%

42.55%

40.96%

45.61%

34.45%

9.84%

10.17%

총수익
적년대비
(%)

37.19

40.66

0.94

32.02

90.46

7.71

27.08

34.94

22.67

순수익

43.65%

26.39%

12.41%

38.28%

316.70%

-22.77%

-13.33%

5.14%

27.41%

순수익이
적년대비
(%)

출처 : 기업 연례 보고서, 시나닷컴, 중국상업산업연구원 정리

2018

기업

주식
코드

166

233

246

221

242

353

286

297

354

2019

20.38%

33.70%

20.05%

19.96%

16.02%

3.95%

14.72%

9.80%

15.60%

총수익
적년대비
(%)

46.81

53.28

1.51

37.14

27.07

(9.28)

33.22

41.84

28.13

순수익

25.85%

31.05%

60.99%

15.98%

-70.08%

-220.31
%

22.66%

19.75%

24.08%

순수익이
적년대비
(%)

106

194

119

125.9

126.48

127

140

155

255

2020

28.75%

14.57%

0.57%

12.63%

0.96%

-29.35%

-1.02%

11.48%

-7.70%

총수익
적년대비
(%)

34.54

42.59

0.80

23.14

12.13

2.10

17.15

24.54

23.91

순수익

45.78%

14.02%

-17.73%

23.20%

-16.01%

-45.10%

13.10%

9.20%

8.06%

순수익이
적년대비
(%)

상반기

3분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3분기

2020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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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제약산업별 발전현황
국가통계국 2020년 1월~11월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약산업 영업수익은 24,696억
위안, 동기간 대비 6.5% 증가하였고, 10개 세부 산업중, 중약,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화학약품 제제외, 기타 7개의 세부산업은 +성장을 보임. 위생의료용품, 유전자
공학, 도구 및 장비는 30% 성장. 동기간 중약산업 주요 영업수익은 5,394억 위안, 제약
산업 총액의 21.8%를 차지. 그중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영업수익은 3,852억
위안, 동기간 대비 3.4% 감소, 1~10월 4.3% 감소 대비 증감 폭은 약 1%임.
국가통계국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국 의약산업 순익 총액은 3,684억 위안,
중약, 화학약품 제제,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외 기타 분야는 +성장이며,
위생의료용품, 유전자 공학, 도구 및 장비는 70% 성장을 달성. 중약산업 순익은 629억
위안, 동기간 대비 5.1% 감소, 1~10월 8.5% 감소대비 증감폭 3.4% 임. 중약산업 순익
총액은 전체 제약산업의 17%를 차지하며, 그중 중약제제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순익총액은 516억 위안, 동기간 대비 0.4% 감소, 중약산업의 순익 총액은 113억 위안
으로, 1~10월 28.9% 감소함.

1) 화학약품제제 제조업
[그림 3] 2015~2024년 화학약품제제 제조업 산업규모 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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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5~2024년 화학약품제제 제조업 순익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중국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화학약품제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시장 규모의
지속적으로 상승.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5.91%.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학약품 제조업의 규모는 8,126.4%억 위안이며, 동기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순익은
7.15% 감소하여 1,088.9억 위안임. 향후 4년간 중국 화학약품 제제 제조업의 경기는
회복하여, 2024년까지 7.6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10,893.6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화학약품제제 산업은 복제약의 비중이 대부분이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한 약품은 취약한 상황. 현재 중국 화학약품제조산업은 차별화, 구조적
고도화, 후진 생산능력 철폐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독자적인 제약혁신 능력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진 기업이 향후 화학제제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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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약 제조업
[그림 5] 2015~2024년 원료약 제조업 산업규모 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그림 6] 2015~2024년 원료약 제조업 순익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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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산업 감독 및 환경호보 정책을 강화하여 화학약품 원료약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침. 화학 원료의 생산, 판매, 가격의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학약품 원료약 제조업 주요
영업이익도 감소함. 또한 화학약품 원료약 제조산업의 순익의 감소는 기초 화학공업, 정밀
화학공업의 제품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줌. 현재 대부분 기초화학공업의 원료는 중국 생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초화학공업 원료의 생산능률은 중국 원료약 산업에 비교적
충분한 원료공급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 정책의 영향으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료약 생산비용이 지속 증가하여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며 기업 순익의
감소를 초래.
2018~2019년 화학약품 원료약 매출감소의 주요원인은 산업구조조정, 공급 측 개혁
등 거시적 정책이 대규모 재건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임. 원료약은 화학약품 원료약,
생화학 원료약 및 실물에서 추출하며 중국의 강점은 생산규모가 크고, 품목이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함. 특히 항생제, 비타님, 아미노산 발효 등 분야에서 강점이 있음.
중국 제약산업의 부상에 따라, 국제제약대국에서도 중국 원료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업이 부진하여 중국 원료약은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문제에 직면.
국제시장의 트렌드는 모 제품에 대한 경쟁에서 산업체인에 대한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20년 Sanofi는 자체 원료약 생산기지를 구축 할 것이라 발표. 다만 다국적
대기업의 자체산업 체인의 내부순환 실현도 의미가 있으나, 관리 및 생산비용이 대폭 증가
하며, 자체강점을 분산시키는 위험요소가 있음. 대부분 제약회사는 전문적인 부분을
타사와 협업하는 것이 자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에서 제공하는 원료약 제품은 대부분 기타 국가에서 환경문제, 안전성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산하지 않는 제품임. 또한 중국이 제공하는 원료약으로 기타 국가
에서는 제제생산의 효율을 제고하고, 생산비용을 절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분야는 유럽 등 고급시장을 목표로 하는
고품질 원료약, 혁신약 및 중간체일 것임. 해당 국가에서 진입장벽을 높게 하거나 정부
세율조정으로 중국과의 협력조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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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제조업
[그림 7] 2015~2024년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제조업 산업규모 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그림 8] 2015~2024년 중성약(Chinese patent medicine) 제조업 순익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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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중성약 전체매출은 감소추세를 나타냄. 단 팬데믹 기간
항바이러스류 중성약은 중국국가 코로나치료방안에 포함하여 일시적 매출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4) 중약가공업
[그림 9] 2015~2024년 중약가공업 산업규모 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그림 10] 2015~2024년 중약가공업 순익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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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산업은 중국 제약산업의 중요 조성부분이며, 2019년 중국 중약가공시장의 매출액은
2700억 위안 초과.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약도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입. ‘코로나
19바이러스 진료지침(시행 5판)’ 에 따르면 중약은 의학관찰기 권장되는 약물로 사용.
또한 산둥성, 저지앙성, 허베이성, 상하이, 베이징 등 지역에서 발표한 예방 및 치료방안
에서도 중약사용을 권장함.
현재 40개 제제가 폐렴치료1호 방안에 채택되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됨. 중약
가공업의 근 10년간 중약산업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세부산업이나, 동시에 상인들의 허위
약품 제조 및 판매, 가격 조정 등 문제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중국 중약가공업은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적용될 것임.

5) BIO의약품 제조업
[그림 11] 2015~2024년 BIO의약품 제조업 산업규모 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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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5~2024년 BIO의약품 제조업 순익변화 추이

출처 : (15~19년)국가통계국, (20~24년)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은 지속 증가하여 2020년 영업수익은 1.48% 증가
하여 2,584.7억 위안 달성. 수요가 지속증가 함에 따라 2024년 바이오의약품제조업의
순익규모는 3,339.6억 위안에 도달하여, 연평균 증가율 6.62%로 전망.
* 중국 시가총액 Top10 기업(2020.6 기준) - 天士力生物、复宏汉霖、迈威生物、信达生物、
三生制药、只楚药业、信达生物、天境生物、基石药业、艾力斯医药、利德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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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산업 향후 발전동향
4.1 보수적 예측

[그림 13] 2021~2024년 제약산업 규모 보수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코로나19 시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제약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향후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19%로 2024년에는 36,983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제약기업의 제품라인 등을 분석해 보면 중국 의학기술의 제고에 따라 복제약에서 혁신
약으로 변환하고 있으며, 혁신약의 전략적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
지난 10여 년 간 바이오 프로세싱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트렌드가
나타났으며, 그중 대부분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는 많은 제약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가속화 하였으며, 이 추세는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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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R&D, 바이오프로세싱역량 및 시장을 포함하여 대부분 산업활동이 줄어들지 않
았으며,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음.
중국 산업, 자본, 정책의 공동 추진에 따라 중국 CRO분야는 황금기의 시대를 맞이함.
한편 대형 기업은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또 한편 수직통합, 전문화, 정보화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음. 중약 산업 외 기타 세부산업들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4.2 비관적 예측

[그림 14] 2021~2024년 제약산업 규모 보수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제침체로 인한 제약산업은 중약, 중성
약, 화학약품 제제 산업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산
업으로 성장률은 다소 감소하겠으나,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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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산업 발전현황 조사 결론
2020년, 중국 제약산업의 규모는 19,916억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0.29%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5년 9.8%, 17년 19.76%,
2020년 11.78% 로 기타 산업대비 증가율의 변동이 큰 편으로, 정책, 전염병, 수출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
(1) 특수 의약품을 보유한 브랜드기업 경쟁력高
중국 제약기업은 보편적으로 일정한 수의 약물품목, 의료보험 품목 또는 독점 품목을
보유하여 해당분야의 경쟁력을 강화 함. 또한 독점품목, 중약보호, 브랜드 우위, 산업
표준화 등 진입장벽이 높으며 비교적 좋은 발전공간을 가지고 있음.
(2) 중약산업의 현대화 추세
중국 중약산업의 현대화는 중국 전통 의학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의학표준
및 규범에 맞게 현대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연구, 개발,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관리 하는
것임.
서양 의학에서의 유전자조합, 단백질조합 등 방면의 연구에서 중의의 정확성이 입증되며,
만성명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중 표적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업계에서는
현대화를 통한 중약의 국제시장 신약인증 심사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전망.
(3) 복제약 발전계기 도래
현재 중국 90%의 시장은 화학 복제약이 주도하는 복제약 시장임. 향후 중국 제약기업은
여전히 복제약 주도의 발전방향으로 전망. 현 단계에서 중국 대부분 제약기업은 규모가
작고, 투입되는 예산이 적으며, R&D 기술이 미숙한 것이 특징.
중국 제약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며, 약품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약
기업은 신약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 중국 정부에서는 약품의 일치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제약 시장은 향후 긴 기간 동안 중국 제약산업 체계의 핵심
산업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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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O의약품 제조의 황금시대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술혁신에 따라 일부 약품개발 중 첨단기술의 응용이 많아지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신속한 스크리닝 기술 및 현대 생명 공학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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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동향 변화

1. 2015~2020년 의료서비스 발전현황 및 추세
[그림 15] 2015~2020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시장규모 변화추이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중국의료서비스산업시장전망 및 투자기회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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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거대하며, 인구 고령화, 도시화, 재부증가 및 기본의료
보장제도 등 요인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중국위생건강통계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의료위생기구(의료기관) 진료회수는 총 87.2억 으로, 15년 대비 13.3% 증가하였고,
그중 병원(종합병원, 중의병원, 중서의병원, 민족병원, 전문병원)의 진료 건수는 38.4억으로
전체 비중의 44.0%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는 중국 의료서비스산업을 촉진함.
2020년 중국 의료서비스 총 시장규모는 5.43만억 위안으로 전망. 과거 5년 시장의
연평균증가율은 10.89%.
현재 중국의 공공의료관리체계가 불완전하며, 의료 원가가 높으며, 제공 채널이 적고,
보편화 되지 못함. 특히 ‘의료체계의 효율저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치료가 어렵고 높은
비용 문제’는 중국 사회에서 중시하는 주요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임. 대형병원에 환자가
밀집되어 있고, 사구(社区) 등 소규모 의원에는 환자가 없으며, 환자의 진료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은 의료정보의 부족, 의료 자원의 양극화, 의료 감독 메커니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문제는 중국 사회의 조화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가옴.
중국의 현재 의료GDP는 5%, 미국의 17% 대비 중국의 의료소비는 초기단계에 있음
으로 진단.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과 건강인식의 증가로 의료소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 고령화, 국민건강의식강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체계의 심화 개혁 등은 의료서비스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음.

2. 코로나19의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주요영향
2.1 의료서비스산업 시장규모에 대한 영향
국가위건위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중국 의료기관 진료건수는 44.1억
(진료소, 의무실, 촌위생실 은 불포함), 동기간 대비 12.8%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방역정책, 국민의 교차감염에 대한 공포심리 등 이유로 추정. 병원은 26.6억 회로 동기간
대비 13.8% 감소. 그중 공립병원 22.4억, 동기간 대비 14.4% 감소, 민영병원 4.2억,
동기간 대비 10.6%감소, 기층의료위생기구(진료소, 의무실, 촌위생실 불포함)는 15.2억
동기간 대비 10.7% 감소. (기층의료위생기구 중 사구위생서비스센터 5.5억, 16.3% 감소,
향진위생원 8.4억, 6.6% 감소, 기타기구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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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립병원의 주도하고, 비
공립병원은 공동발전 하는 원칙으로, 2020년 총 진료건수는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규모는 2019년 4.91억에서 5.43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약 5% 감소할 것으로 전망.

2.2 의료서비스산업 시장경쟁 구도에 대한 영향

[그림 16]

공립 및 민영 의료기관 현황대비

출처 : 국가위건위

2019년 대비 2020년 민영병원 수는 8.19% 증가하였으나, 진료건수는 공립병원 포함
하여 모두 감소하였음.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기타 진료활동은 감소하였으며, 처방약은 의료기관 내부약국이
아닌 외부 약국에서도 구매가능하게 되고, 응급실 및 부분 중요 진료과를 제외하고 기타
의료인의 방역지역에 투입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진료활동은 대폭 감소하였음.
또한 대부분 경증 및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병원치료를
미루고, 병원 전반적인 진료건수, 처방수 등 대폭 감소. 처방약의 소매는 약국 및 온라인
채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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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료서비스산업 정책변화 및 파급효과

보건의료 개혁은 가속화되며, 공공복지성과평가가 행사되었다. 의료보험의 DRG/DIP
지급, 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행위의 규범화는 의료기관들의 합리적인 의료검사 및 치료를
유도했으나, 의료기관의 경제와 운영에 큰 부담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소득의
급격한 증가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을 암시.
의료개혁 2.0시대의 도래
중국 의료개혁의 골격은 완성되었으며, ‘3의 연동(의료, 보험, 의약의 연동개혁)’ 의료
개혁이 실행되고 있음. 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제로플러스 제도는 의료기관의 약물에 따른
수익원을 차단함. 공립병원의 공공복지성과병가 전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의 공익성을
추구. 특히 DRG/DIP 지급제도 개혁은 치료 후 의료비 후불제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수익의 대규모 증가는 한계에 도달. 또한 의료보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금
배당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 임. 의료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반부패 ‘순찰’을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의 규범화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의료 검사 및 치료를 가능케 할 것을 요구.
현재 중국 의료개혁의 핵심은 분급진료(한국의 1,2,3차 의료전달체계와 유사) 제도의
건립. 일반질환 및 재활은 기층의료기관, 중병은 3급 병원, ‘의련체’를 건립하고, 쌍방향의
좐전(转诊 : 의료기관 간 환자이송 치료)을 실현하여, 대형병원의 환자 밀집도를 줄여 진료
받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1) 의료보험 개혁의 프레임 설계 완료
2020년 3월 5일 중공중앙국무원은 ‘의료보장제도 심화 개혁에 대한 의견≪关于深化医
疗保障制度改革的意见≫’을 발표. ‘의견’은 ‘1+4+2’ 전반적인 개혁의 틀을 제시함. ‘1’은
2030년까지 기본의료보험을 주체로 의료 원조를 받침하여, 의료보험, 상업건강보험, 자선
기부, 의료지원 및 공동개발을 위한 다차원 의료보험 체계 건설을 의미함.. ‘4’는 급여보장,
모금운영, 의료보험 지급, 기금 감독의 4개 매커니즘 건립을 의미함.. ‘2’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의료보장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의료보험의 개혁 ‘3의연동’ 개혁의
선도이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전제하에 의료보험 자금 조달의 증가율이 지출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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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을 시 의료보험의 자금바닥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의료보험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의료보장제도 심화 개혁에 대한 의견≪关于深化医疗保障制度改革的意见≫’은 ‘1+4+2’를
프레임으로 수익증대, 지출감소, 세분화 관리 등 방식으로 기금의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중국 국민의 의료건강 지불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최근 중국에 도입되는 기타 의료보험 관련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
(2) 의료보험 지출형식의 개혁, DRGs/DIP 동시진행
국가의료보장국은 2019년 5월 30개 지역에서 포괄수가제(DRG) 시범을 시작하여,
2020년 시물레이션 운영을 진행, 2021년 정식 운영. 2020년 10월 71개 지역에서 DIP
(Diagnosis-Intervention Packet)제도를 시범운영 함. DRGs/DIP 본질적으로 의료보험
지급 방식을 개혁하는 수단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불
방식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료별 지불방식의 비중을 줄여 보험금의 사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동시에 지불방식의 개혁은 중국 의료 및 약품산업의 운영규칙을 재구성 하는
수단이 되겠음.
(3) 최초 위생건강기본법의 시행으로 근거 확보, 3급 병원의 평가기준의 갱신으로 우수
병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
2020년 6월 1일부터 ‘중구인민공화국기본의료및건강증진법≪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
与健康促进法≫’이 공식 시행. 해당 법률은 중국 보건분야 최초의 기본법이자 포괄적인 법률로,
전체적인, 전주기적인 인민건강 권익을 위한 법률 보장임. 총 10장 11조로 구성되어, 기본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의료위생기구 및 인원, 약품 공급보장, 건강총진, 자금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 보장, 기층을 강화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이념을 강조.
12월 28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3급병원심사평가표준(2020)’ 발표. 2011년 제정한
‘의료기관심사평가잠행방법’ 및 ‘3급종합병원심사평가표준(2011년)’을 기초로 하여 9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개정임.
‘3급병원심사평가표준(2020)’의 발표는 3급병원의 심사평가 기준의 변화로 의료기관의
‘행위’의 변화를 유도할 것임. 새로 개정된 심사평가표준에서는 병원자원의 배치, 질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성과지표 등 지표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DRG 평가, 단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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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질관리 및 의료기술 등 일상 모니터링 데이터도의 비중도 중요시 함. 특히
DRG 는 향후 3급병원 심사평가의 중요 구성부분이 될 것임. 지불 측면에서 국민의료
보장국은 DRG 및 DIP를 추진하고, 3급병원의 심사평가 중 DRG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
및 의료보험의 직접적이고 민첩한 연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3의연동’의 새로운 장이 열림.

3. 2020년 코로나19상황속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
3.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기업 운영현황

<표 4> 중국 종합병원 중 민영영리병원 병상수 TOP5
2018

2019

2020

쑤첸 인민병원
宿迁市人民医院

1,700

2,000

2,000

동관 동화병원
东莞东华医院

1,500

1,600

1,600

허난 홍리병원
河南宏力医院

1,500

1,500

1,500

와팡덴시제3병원
瓦房店市第三医院

1,500

1,500

1,500

난징벤큐병원
南京明基医院

1,500

1,500

1,500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중국민영의료기관 심층연구 보고’

<표 5> 2019~2020민영의료기관 선두기업 운영현황(3분기)
2019
수익

수익
동기간
대비(%)

아이얼안과
爱尔眼科

99.9

징동방A
京东方A
푸싱제약
复星药业

회사명

2020

순이익

순이익
동기간대비
증감율(%)

수익

수익
동기간
대비(%)

순이익

순이익
동기간대비
증감율(%)

24.74%

13.79

36.67%

85.65

10.78%

15.46

25.60%

1160.6

19.51%

19.2

-44.15%

1016.88

18.63%

24.76

33.67%

285.85

14.72%

33.22

22.66%

221

4.10%

24.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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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익

수익
동기간
대비(%)

순이익

순이익
동기간대비
증감율(%)

수익

수익
동기간
대비(%)

순이익

순이익
동기간대비
증감율(%)

퉁처의료
通策医疗

18.94

22.52%

4.63

39.44%

14.5

2.20%

4

-1.00%

인복제약
人福医药

218.07

17.03%

8.43

135.75%

161.04

18.95%

7.46

14.99%

안커생물
安科生物

17.13

17.17%

1.1

-58.30%

11.5

-0.90%

3

16.40%

청지지분
诚志股份

69.12

17.79%

4.4

-33.50%

66.8

55.60%

0.39

-0.89%

지민제약
济民制药

7.7

10.53%

0.69

115.82%

6.05

4.65%

0.35

-15.60%

ST캉메이
ST康美

114.45

-32.93%

46.6

-1057.10%

39.7

-61.60%

-23.7

-7249%

쌍로제약
双鹭药业

20.18

-6.88%

5.86

-12.74%

8.42

-46.54%

3.03

-39.72%

타이허그룹
泰禾集团

236

-23.77%

4.66

-82.00%

28.07

-86.75%

-19.73

193.01%

삼성의료
三星医疗

67.39

14.80%

10.36

103.91%

54.9

11.40%

7.31

-4.71%

화방건강
华邦健康

100.91

-5.00%

6.2

22.46%

78.88

5.25%

5.14

1.38%

회사명

출처 : 기업 연례 보고서, 시나닷컴, 중국상업산업연구원 정리

중국 민영의료선두기업의 운영현황은 영업수익의 동기간 대비 증감률, 순이익 동기간
대비 증감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임.
단, 순이익 흑자달성한 비중을 보면 의료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나타남. ST캉메이 및
타이허그룹은 비교적 큰 손실을 보았으며, ST캉메이는 2019년 제약시장의 불안정 및 관련
정책의 출범에 따라 제약분야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타이허그룹은 부동산 분야에서 비교적
큰 손실을 보았음.
보이듯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은 증가를 보이는 과목은 안과, 치과, 종양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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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BOE(징둥방)은 여전히 포트장치, 스마트 IOT 및 스마트
의료공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BOE(징둥방) 연도보고에 따르면,
19년 R&D에 대한 예산투입은 87.48억 위안으로, 동기간 대비 21% 추가 투입하여, 기술
혁신 능력의 지속증가에 대한 노력을 함. 2019년 BOE(징둥방) 의료영상업무의 수익증가는
70%를 증가. BOE는 스마트 판매, 스마트 교통, 데이터 아트, 스마트 헬스, ICT 등 해결
방안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응용 일상화를 실현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BOE(징둥방)에서 자체개발한 코로나19 관리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 분석을 통해 예방 및 위험경고 등
서비스를 제공함. 코로나19의 검측 칩 및 휴대용 PCR 검사기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기여를 함. 무한(武汉)에 투입한 허페이(合肥) 징둥팡병원, 청두징둥팡병원의 의료진은 이러한
기술들의 투입을 통해 방역에 기여하여 중요 역할을 함.
2020년 12월, 위에서 언급한 5개의 A주(인민폐 보통주식) 회사는 의료기관 관련 자산
매입 혹은 관련기업 인수를 중단. 2020년 연간 이런 회사는 10개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주 관련회사들은 ‘병원매각’이 추세가 됨.
전반적으로 상장 회사에서 매각한 병원자산을 매도한 것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임. 초기 인수한 의료기관은 예상과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명예에 대한 타격을 입음. 상장기업이 병원자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자산구조의 최적화에 있음. 매각하는 자산은 대부분 ‘민영종합병원’.
병원사업은 투자주기가 상당히 길고,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 그룹이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동시에 병원에 대한 투자열도 감소추세. 푸화융도(Pricewaterhouse Coopers; PwC)
2020년 8월 공개한 의료산업보고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사회자본이 중국내 의료
기관에 대한 투자는 조정 단계에 있고, 공립병원의 인수 거래열기도 감소하고 있음. 세부적
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에 대한 대형 인수합병은 없으며, 전문병원의 인수합병은
19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자금은 전문성으로 집중하는 추세임.
현재, 중국 Third 검진 시장은 KINGMED(金域医学), DIAN(迪安诊断), ADICON
(艾迪康), DAAN GENE(达安基因) 4개 기업이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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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 중국 Third 검진시장 점유율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자체 보고서-‘2019년 중국 Third 의료기관 산업백서’

검진항목에서 볼 때, Third 검진기관 중, KINGMED가 2,700여개로 1위를 차지. 최근
Third 검진 산업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늦게 시작되었으며 해외 검진항목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
검진시장은 진입장벽 높음. Third 검진의 특수성에 따라, 산업진입, 품질관리, 자본,
기술, 전문 인력 등 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장벽을 보이고 있어, 경쟁자들 간의 비교적
높은 요구사항들이 있음. 진입장벽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검진기구도 의료기관에 속하며,
의료기관집업허가증이 있어야 함. 품질관리 장벽 : 검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Third
검진 연구실은 보편적으로 ISO17025, ISO15189 또는 CAP 와 같은 국제 실험실 품질
품질관리 시스템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본금 장벽 : Third 검진 산업은 초기 투자가 많고,
회수기간이 긴 산업이며 KINGMED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검진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1,500개의 검진품목을 보유한 독자적인 의학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
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함. 기술장벽 : Third 검진은 전문 기술로 운영되며, 분자
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병리학, 정보학 및 기타 다 분야 복합 기술을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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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술적 한계를 가진 기술 기반 산업. 전문인력 장벽 : 표본수집, 실험실 검사, 검사
결과 발행, 임상해독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함.
의료서비스의 시장은 과두독점(寡头垄断)의 형태로 나타냄. 의료서비스 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으로, 외국자본의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어, 해외 Third 검진
기관이 중국 검진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시 선점 우위를 잃고 있음. 현재 중국 Third
검진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은 없음. 2020년 3월 중국 독립
적인 의학실험실은 1570개, 그중 대다수는 규모가 작고, 지역한정 운영을 하고 있거나,
특수검진 항목에 집중하는 기관임. 기관 규모의 스노우볼 효과와 시장 선점효과로 인해
선두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독점 현상이 두드러짐.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기업은 중국 내 전국 프랜차이즈 경영을 실행하고 있어 경영규모가 상당히 큰 종합독립
의학실험실이며, 중국 Third 검진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 2019년 KINGMED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가장 많으며, 30%를 차지하고 DIAN 이 2위로 17%임.
코로나19는 검진산업에 응집효과를 가져왔으며, 대부분 의료자원이 방역에 투입됨에
따라 독립의학실험실의 정기 검사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자금흐름의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기존 저수가로 경쟁하던 중소 검진기관은 자금흐름의 압박이 커졌으며, 코로나로
인해 악성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며, 검진시장 선두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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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기관 운영형태별 발전방향

1) 공립병원 운영현황

[그림 18]

중국 공립병원수 변동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공립병원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공립병원 수는 2015년 13,069개에서 2019년 11,930개로
감소했으며, 연 평균 2.3%의 감소율을 보임.
2020년 10월 기준 공립병원 수는 11,876개로 전년대비 0.45%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인수로 인해 2024년까지 11,014개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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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중국 공립병원 수익(억위안)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2015~2019년 중국 공립병원수익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 위에서 언급한 의료보험
등 원인으로 2024년까지 전년대비 증가율은 감소하나 + 성장을 하여, 2024년 4,439억
위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4.1%의 의료기관의 자금의 흐름이
저하되었음. 그중 76.6%의 병원의 감소폭은 20%를 초과 했으며, 15.6%의 의료기관은
10~20%의 감소를 보였고, 4.5%의 병원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88.6%의 병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고, 체감상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은 21.7%. 비교적 큰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은 36.3%, 어느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은 30.6%.
단기 자금원에서는 31%의 공립병원이 코로나19의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27%의 공립병원은
은행대출 루트가 있으며, 16%의 공립병원은 외상 융자 등 방식을, 14%의 공립병원은 단기
자금원을 확보 못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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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병원 운영현황

[그림 20]

중국 민영병원 수 변동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정부의 민영병원 장려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민영병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 2015년
14,518개에서 2019년 22,424개로 연평균증가율은 11.5%. 2020년 상반기 민영병원은
22,755개로 집계, 공립병원은 11,903개로 민영병원 수는 공립병원의 약 2배로 집계.
정부의 지속적인 장려정책과 중국 의료그룹의 지속적인 전문병원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
으로 인해 향후 민영의료기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38 ❚

COVID-19로 인한 중국 보건의료 시장 변동현황 조사

[그림 21]

중국 민영병원 수익(억위안)변화 추이

출처 : (15~19년) 국가통계국,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중국 민영의료기관의 수익은 2015년 2,036억 위안에서, 2019년 4,640억 위안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2.9%임. 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립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
이며, 민영병원이 보다 나은 수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민영병원의 발전을 촉진하는 4대 요소 :
(1)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중국 고령화 가속화,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공립병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민영병원이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충족시킬 것을 기대. 또한 국민
수익증가로 인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로 만족할 수 없는 의료소비층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의료서비스, 프라이버시 보장 의료서비스 등 프리미엄 의료서비스를 요구.
다만, 공립병원은 중국 의료체계의 주체로,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제한, 환자밀집현상 등
요인으로 민영의료의 성장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2) 민영의료시장에 대한 투자증가
중국에서 민영의료기관의 발전은 거대한 자금지지가 필요함. 사회자본의 투입은 민영
의료기관의 시설, 인재, 의료 환경 등 개선에 기여하여 민영의료의 신속한 발전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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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립병원의 민영화
중국 정부는 관리 효율이 낮은 공립병원의 민영화를 장려하여, 민간에서 중국 의료시
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따라서 민간자본은 공립병원의 지분인수를 통
한 배당금 확보 등 공립병원과 더욱 융통적인 협력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공립병원 민영화는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기존 의료 자원을 활성화하
고, 소요 자본과 시간을 절약하고, 민영병원의 신속한 발전 추진을 가능하게 함.
(4) 민영병원 장려정책
민간 의료사업은 중국 의료서비스 체계에서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중국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현재 민영의료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의료기술, 과학기술,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의 단점이 있음. 일부 정책맹점, 표준화, 감독관리 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며, 중국 정부는 발전의 표준화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음.
향후 발전 추이
민영의료기관의 역할 증가: 사회자본의 투자증가 및 장려정책으로 인한 민영의료기관
규모의 확대는 민영의료기관의 서비스품질의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향후 민영의료
기관에서 중국 보건 분야에서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의 신속한 발전 전망: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예산을 기초건설,
교육, 정보화관리 건설에 투입하고 있음. 향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병원은
이런 정책적 환경에서 수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빠른 발전의 가능성을 예상.
민영의료기관의 차별화 관리: 전반적으로 공립병원과 대조하여 볼 때, 민영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음. 따라서 민영의료기관은 공립병원의 보조적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차별화관리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 1개 혹은 여러 개의 전문진료과를 개설운영 하는
민영의료기관은 통상적인 민영병원보다 특정분야를 집중할 수 있으며, 빠른 발전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자체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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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개선: 민영의료기관 시장은 신속한 발전단계에 있으나 많은 민영의료기관
에서는 의료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수급에서 애로사항이 있음. 따라서 최신기술을 치료에
응용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초래. 향후 사회자본의 지속적은 투입으로
의료장비 및 신기술의 도입으로 민영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지속 개선될 것임.

3) 인터넷 의료서비스의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국민의 인터넷 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공급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족한 의료자원,
과도한 문진 수, 교차 감염 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인터넷의료의
응용을 통해, 주류 문진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게 되며 신뢰를 쌓게 됨.

[그림 22] 2015~2020년 중국 인터넷의료산업 시장규모 추이

출처 : SOOTOO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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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간 중국 인터넷의료시장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19년 1,336.9억
위안, 전년대비 35.6%의 성장률을 보임.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의료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시장규모는 1,960.9억 위안까지 증가.

[그림 23] 2015~2020년 인터넷병원 수 변화 추이

출처 : iimedia(아이메이 데이터센터)

2020년 인터넷 병원 수는 577개로 19년 대비 대폭 증가함. 2019년부터 지방성급 감독
관리 플랫폼이 건설되면서, 인터넷병원 수는 거듭 대폭성장 하여, 2020년에는 ‘폭발적’
으로 많아짐.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병원 건설이 가속화되었으며, 동시 공립
병원의 인터넷병원 가입으로 가속화를 추진함.
코로나19의 영향 외, 중국 정부의 인터넷의료에 대한 정책 또한 중국 공립병원의
온라인화를 추진함. 2020년 중국에서 발표한 인터넷의료 관련 정책은 총 56개임. 이러한
정책은 연속성이 있고, 정책 실행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터넷병원의 건설을
촉진함.
2021년은 인터넷의료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한해로 예상되며, 2020년은
대형병원의 시스템 건설기, 2021년은 서비스 안착기로 들어설 것이며, 기 건설된 인터넷
의료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립병원의 양과 질의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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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5~2020년 중국 모바일의료 이용자수 변화 추이(억 명)

출처 : iimedia(아이메이 데이터센터)

중국 인터넷의료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6억 명 도달 전망. 인터넷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재, 원격 영상 등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해, 모바일 의료의 신속한 확산이
가능하였으며, 다양한 사용자층이 형성됨.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국민의 의약품전자상거래, 인터넷의료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요가 한층 강해졌으며 사용자 규모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

[그림 25] 2020년 중국 인터넷병원 사용자 주요활동/이용한 서비스 유형

출처 : iimedia(아이메이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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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50%이상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병원을 선택.
인터넷병원의 경우, 사용자는 기업주도의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병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와 합작하는 인터넷병원은 환자에게 더 신뢰를 받고 있음. 또한
55.2% 이상의 사용자가 인터넷병원에서 온라인 예약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며, 병원을
주체로 하는 인터넷병원대비, 기업을 주체로 하는 인터넷병원은 선택폭이 넓으며, 기업을
주체로 하는 인터넷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짐.

4) 프랜차이즈 Third 의료서비스 현황
중국 프랜차이즈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의 문제점
전문 인력의 부재
의학검사실, 병리진단센터, 의학영상센터 등 진단결과 제공을 제품으로 하는 Third
서비스 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고 검사 및 진단결과에 대한 판독 및 확인 권한을
필요로 함. 병리학 의료진 및 영상판독 전문가를 예로 들면, 현재 중국 영상데이터의
생산량은 연 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방사과 의사 수 증가률은 4%에 불과함. 중국
영상과 의사 수는 약 15만 명으로 집계되고, 의료기관 당 평균 5명의 영상판독 전문가를
보유함. 한편 중국 병리과 의사 수는 약 10만 명임. 전위상건강위원회 병리 품질관리 평가
센터에서 발간한 ‘2015 국가병리학과 의료품질 보고’ 에 따르면, 중국 병리 집업의사
인원은 유럽 발달국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 미국 병리의사와 국민 인구비는 1:1.1만,
유럽은 1:1.6만, 중국은 1:3.6만 명임. Third 검진기관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전문가 팀을 구성할 수 없으며 발전에 한계가 있음. 호스피스센터, 재활의료센터, 간호센터
등 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Third 의료기관은 전문 재활사 및 간호인원의 참여가 필요.
큰 투자, 긴 투자회수 기간
Third 의료서비스 기관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에 고액의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 토지 자원과 의료기기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센터, 재활의료센터,
간호센터 등 기관은 넓은 면적의 토지와 주택이 필요하며, 충분한 자금으로 토지자원과
공간건설에 소비 및 유지를 해야 함. 기타 유형의 Third 의료서비스 기관은 넓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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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의료서비스기관의 발전은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긴 투자회수기간은 사업의
확장에 영향을 주며 발전 속도가 느리며 경쟁자에 의해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수 있음. 허나 무리한 확장은 자금흐름이 끊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모 확장에만 집중하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기업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낮은 인지도로 인한 수요저하
중국국민은 아직 대형의료기관을 선호, 또한 현재 대형의료기관은 개인클리닉 등 의료
기관 대비 진료능력이 현저히 높으며 대형의료기관의 의학검사, 영상, 병리 진단 등의
외주를 고려하지 않음.
(1) Third 의학영상진단센터
중국의 Third 의학영상진단센터는 2016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의료영상진단센터
기본 표준 및 관리규정(시행)≪关于印发医学影像诊断中心基本标准和管理规范(试行)≫’을 발표한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시장 탐색 단계에 있음. 중국의 Third 의학영상진단
센터는 주로 2급 병원 및 민영의료기관과 협력을 하며, 1선 도시 프리미엄 영상진단
서비스를 위주로 발전하였음. 중국정부는 3년간 관련 긍정적인 정책을 출범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을 장려하고, 민간의료를 장려하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많은 기업에서
검진사업에 급하게 뛰어들어 산업자원의 분포가 불규칙적이며, 날이 갈수록 환자자원의
부족 등 문제 부각. 중국 Third 의학영상진단센터의 개발은 여전히 지속적인 실험 및
개선이 필요하며, 시장생태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2015~2020년 서비스
규모는 449억 위안에서 823.4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12.8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향후 4년간 분급진료(分级诊疗)제도의 추진 및 환자수요 증가로 인해 Third 의학영상진단
센터 시장규모는 16.84%의 연평균 증가율로 2024년 1,536억 위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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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hird 의학영상진단센터 시장규모

출처 : 자체연구 보고서-‘2019년 중국 의학영상장비 산업 개황’ 중상산업연구원

중국 독립적인 영상센터산업은 시작단계로, 시장 참여자가 적으며, 현재 진입한 참여자는
주로 3가지 유형임. ① 의료기관 위탁관리 운영기업(타이허청/泰和诚 등), ② 영상장비 연구
개발⋅유통기업(완리윈/万里云 등), ③ 보험, 부동산 등 기타분야의 기업 핑안 굿닥터, 항저우
파노라마영상진단센터(광위그룹/广宇集团) 및 푸저우타이허영상센터(타이허그룹/泰禾集团) 등이
있음. 중국 대표적인 독립의학영상진단센터는 이마이양광(一脉阳光), 완리윈(万里云), 전경
의료(全景医疗), 밍펑의료(明峰医疗) 등이 있으며, 그중 이마이양광, 완리윈 은 유명 투자그룹
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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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 의학영상진단센터 설치조건

의료진 구성
기초
진료과

시설

장비 구성

의학영상 및
방사치료 전문의

방사선

X-Ray 방사선실 : 20~
30m² / 대, CT : 30m² /
대, MRI : 80m² / 대

최소구성 : 디지털 X레이
촬영시스템(DR) 2대, 16채널
및 64채널 CT 각 1대, 1.5T
MRI 1대

8명 이상
중급이상 직급
의사, 8명 이상
방사과 기술사

초음파

20m² / 대

3대, 칼라도플러, 심장
초음파검사, B스캔 등

4명 이상
집업의사

20m² / 대

심전도 2대

1명이상
집업의사

5km 내 응급실을 보유한
2급이상의 종합병원이
있어야함, 대기실 150m²
이상, 업무공간은 총 면적의
75% 이상이어야 함.

산소공급 장치, 음압장치,
ECG, 방호용품

-

심전도

심사

설립지역의
시급 및 이상
보건부문 심사,
독립법인

기타

간호사

3명 이상

-

출처 : 국가위건위

Third 의학영상센터의 업무는 영상판독 위주로, 치료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설립조건
에는 영상설비, 판독의료진 수 및 직급에 대한 요구 조건만 있고, 비즈니스모델이 비교적
간단하여 높은 복제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현재 중국 Third 의학영상센터 시장집중도가
높고, 경쟁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음. 현재는 시장독점을 할 정도의 규모 선두기업은 부재
하고 있으며, 다수의 Third 의학영상센터는 지역 확산 전략으로 시장 점령, 브랜드 이미지
수립, 충성고객층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비즈니스모델 복제를 통한 체인화는 Third 의학
영상센터의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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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병원은 대부분의 의학영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외주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임. 반면, 1급, 2급 병원에서는 3급 병원 대비 충분한 영상기기를 구매할 수 없으며,
1, 2급 병원 및 그 이하 의료기관의 환자가 의학영상진단센터의 주요 고객층으로 될 것임.
중국 대다수 1, 2급 병원 및 기층의료기관은 2~3선 도시에 분표하여 있으며, 검진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선 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사업영역을 옮겨야 할 것임.
(2) Third 병리진단센터
병리진단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환. Third 병리진단센터는
병리진단보고를 발행할 수 있고, 여러 의료기관에 병리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독자적으로 설립한 법인임. ‘분급진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Third 병리 진단센터의 설립을 장려하며 진단시장은 지속 증가
하여 2020년 59.2억 위안에 도달. 2015~2020년 연평균증가율 43%로 정책, 수요, 기술
등 요인은 중국 Third 병리시장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향후 4년간 진단시장은
36.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여주며 208.3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층의료기관이 발전하면서 Third 병리진단에 대한 수요도 확대 되며, 산업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현재 중국은 병리진단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암환자 수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또한 Third 병리진단의 수요를 증가하게
하며 시장발전을 촉진시킴.

[그림 28]

중국 Third 병리진단센터산업 시장규모

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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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 추이
지역적 레이아웃을 통한 체인화 발전 : Third 병리진단센터의 발전추위는 체인화를
가속화 하는 전략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센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Third 병리진단센터의
업무발전은 지역적 한계의 영향을 받으며, 보편적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병원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산하여 진단의 원가절감, 효율극대화의 목적을 달성. Third 병리진단센터의
분포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 의료지원이 밀집된 지역, 의료시장이 성숙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함. ‘분급
진료’의 정책과 더불어, 환자는 기층의료기관으로 분배될 것이며, 기층의료기관의 병리진단
수요의 급증으로 Third 병리진단 외주수요가 높아짐. 향후 Third 병리진단센터는 업무
및 기술 측면에서 상명 하달의 원칙으로 운영될 것이며, 본부를 중심으로 성급 지역 병리
진단센터, 지급병리진단센터를 차례대로 설립하여, 병리진단기술 및 자원의 본부에서 지급
병리진단센터로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발병률 특성을 활용한 지역적
차별화 병리진단 서비스를 중점 추진할 것임.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병리학’ 산업촉진
중국에서 최초로 의료분야에서 AI기술을 도입한 분야는 병리진단 업무이며 Third 병리
진단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함. 의료분야는 AI기술의 가장 인기 있는 연구
및 응용분야 중 하나이며 AI이미징은 AI의료의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임. 병리진단은
AI이미징 기술의 주요응용 분야이고, AI기술의 관련 설비의 융합으로 스마트 의학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조적으로 의사의 병리진단에 기여할 수 있음. ‘AI+병리학’의 응용은
중국의 진단의사수 부족한 문제 및 진단품질의 불규칙성 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현 단계에서 AI기술은 이미 병리진단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주로 의사를 보조하여 음성
표본제거 및 양성구역을 나타내는 기능을 제공하여 병리진단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음.
Thrid 병리진단센터산업 종사자 말에 따르면 독립 Third 병리진단센터의 발전은 초기
단계에 있고, 지역적 한계로 독립적인 Third 병리진단센터별 시장점유율은 비슷한 수준.
향후 분급진료제도의 도입으로 우수의료자원의 분배로, 3, 4선 도시는 사회자본이 독립
병리진단 업무의 주요시장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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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혈액투석센터
중국 만성신장질환 환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적음.
큰 병에 대한 의료보장 개선 및 환자지불능력의 제고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혈액투석의 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2020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혈액투석센터의
시장규모는 13.6억 위안, 중국은 혈액투석센터의 독립적인 설립의 진일보를 장려하고 의사의
다지점집업 등 정책의 개방으로 향후 비교적 빠른 발전추세를 보일 보건산업 중 하나로
보고 있음. 또한, 혈액투석센터 자체의 Copy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브랜드 체인화 경영에
적합한 산업임. 향후 2024년 투석시장의 규모는 9.7%의 연평균 성장률로 19.8억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29]

중국 독립혈액투석센터산업 시장규모

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중국 독립혈액투석센터의 발전을 제한하는 주요 요소로는 ①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혈액
투석센터의 사구화(社区化) 어려움 ②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한 자본장벽 ③ 신장과 전문
인력의 공급부족, 전문인력의 도입 및 양성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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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 추이
혈액투석기기 제조기업의 서비스 전환. 혈액투석기기 제조기업에서 투석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화 경영 및 체인화 발전이 향후 트렌드로 전망.
(4) 의학검사실험실
독립의학실험실(IndependentClinicalLaboratory, 이하 ICL로 지칭함. Third 의학
실험실로도 불림)은 위생행범부처의 허가를 취득하여 독립법인자격을 소지한 의학검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임. 의료기관과 업무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채집하여
제공하는 검체를 검사하고 검측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임상에 응용될 수 있게 도와줌.
ICL은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지 않으며, 임상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임상이 불가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검측들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검측으로
원가절감을 통해 품질관리 및 기술에 투자를 하여 ICL, 의료기관, 환자 등 다방면의 윈윈
생태계를 조성함.
2007년 중국 ICL은 37개에 불과하였으나, 민간자본의 의료산업 장려정책, 검측기술의
변화 및 중국시장의 수요증가 등 요인으로 2020년 9월 기준 1,800개를 초과.
중국 ICL과 기타국가 유사기관의 차이점 – ToB 모델, 의료기관에서 검체 표본 확보,
의료기관에서 검측비용 징수, 비용의 일부를 ICL에 지불. 유럽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학실험실은 환자가 직접 실험실에 검측비용 지불 가능.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KINGMED는 2,200만분의 코로나 검측을 완료하는 등 쾌거를
이루면서 ICL기업의 전문성이 중국내에서 입증됨. ICL의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효율로
인해 중국 정부 및 중국 의료기관에서의 ICL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해당산업 분야의 시장침투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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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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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립의학검사실험실 산업시장 규모

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ICL 관련기업의 2020년 3분기까지의 영업수익은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 그중 DIAN의
영업수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영업수익은 35.6억 위안, 동기간
대비 6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순익은 15.37억 위안으로, 동기간 대비 1817.41%
이며, 화따지인(华大基因/BGI)은 67.52억으로 최고 영업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순이익은
27.05억 위안, 동기간 대비 901.68% 증가. 그 외 KINGMED 영업수익은 58.27억 위안,
동기간 대비 48.65% 증가, 완푸바이오(万孚生物/WONDFO)는 21.73억 위안으로 동기간
대비 52.6% 증가.
국가위건위에서는 2020년 1월 성정부에서 ICL 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였으며, 코로나19
PCR 검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ICL 사업의 발전을 대폭 추진함.
중국 ICL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의료보험 비용공제, 정책, 기술의 발전,
인수합병 등이 있음.
산업발전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① 중국 의료전달 체계 차이로, 중국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 환자 대형병원 밀집현상 등으로 대다수 검사는 대형병원에서 진행되며, 기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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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민영의료기관은 환자가 적으며 검체 표본수가 적음. ② 표본검진 외주시장의
포화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의 추세는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잠재시장의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대형종합병원 검사실을 활용한 지역검사센터는
ICL 시장을 축소 시킬 수 있음. 예로, 상하이 송강구지역임상검사센터에서는 송강구중심
병원의 검사실에 의뢰하여 송강구 내 18개 의료기관의 검체를 수거하여 전문 물류회사를
통해 송강구중심병원에전달 및 검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측결과를 LIS(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음.
향후 발전 추이
지난 8년간의 37.5%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향후 중국 ICL산업의 증가율은 감소 예상.
산업분포의 측면에서 KINGMED, DIAN, ADICON 의 독점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
현급 의료기관 실험실의 시장 공동건설. 특히 지역임상검사센터의 공동건설은 향후
경쟁의 핵심일 것임.
검사 항목의 관점에서는 기존 예방접종, 생화학, 병리 등 성장률인 제한되어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 검진시장의 금광은 특별 검사항목으로 전형될 것으로
예상. 질량 분석법, NGS 및 스트리밍과 같은 기술 플랫폼이 점차 관심을 받으며, 선두
기업의 새로운 기술플랫폼을 인수하거나 해외 우수제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 할 것임.
(5) 호스피스센터
2015~2020년 호스피스센터산업시장 규모는 1.8억 위안에서 7.4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0.26%의 성장률을 보임. 향후 5년간 고령화 지속, 사망원인 순위 변동이 예상됨.
가족에서 자체적인 돌봄 여력의 부족은 호스피스산업의 확장의 주요 원인임. 향후 호스
피스산업의 시장규모는 21.6%의 연평균증가율로 2024년 17.8억 위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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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① 고령화인구 증가, 타겟층 확대
고령환자는 중국 Third 호스피스센터의 주요 고객이며 고령화의 가속화는 호스피스서비스
수요인구의 확대를 의미함. 고령인구의 증가는 Third 호스피스센터의 시장공간을 지속
확장시켜 주고 있음.
② 사망원인 순위변화, 시장수요 확대
말기암 환자는 호스피스센터의 주요서비스 대상임. 중국은 암환자수가 많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방대함.
③ 가족 내 요양여력 부족
중국 도시가구의 규모는 점차 소형화로 전환되고 세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이는
중국 전통적인 가족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Third 호스피스서비스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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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전 추이
산업종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0개의 호스피스센터부서를 보유한 의료기관 중 실제로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10%미만. 중국 Third 호스피스센터는 늦게 시작
하여, Third 호스피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으로 추정. 현재 심리상담, 아로마
테라피, 하이드로테라피 , 환자가족의 관련 교육 등 많은 항목이 호스피스서비스 과금
항목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산업의 이윤율이 낮고, 공익성이 강하여 Third 호스피스
센터 분야는 충분한 사회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지 못함. 해당산업은 모색 중인 산업이며,
업계 대표적 기업이 없고, 향후 3년 내 Third 호스피스센터를 주 영업 분야로 하는
기업의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러나 막대한 시장수요로 인해 Third 호스피스
센터는 빠르게 발전하고자 하는 동력이 있으며, 병원 내 호스피스서비스 병동, Third 호
스피스센터 및 사구위생서비스센터의 병행발전이 중국 호스피스산업의 주요 패턴이 될
것으로 예상.
(6) Third 재활의료센터
중국 Third 재활의료센터 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2015~2020년 중국 재활
의료센터산업의 시장규모는 23.1억 위안에서 54억 위안으로, 18.5% 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임. 향후 4년간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증가 및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업계시장
규모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예상. 이런 배경하에 2024년의 시장규모는 28.63%
의 연평균 성장률로 149.2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 Third 재활의료센터산업시장규모의 증가를 주도하는 요소는 주로 2가지.
고령, 장애, 만성병 환자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 중국 재활의료서비스의 대상 고객은
노인, 만성병, 장애인 3가지 유형이며, 고령, 장애, 만성병 환자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는
재활의료센터의 수요를 가속화 하고 있고, 재활시장규모의 확장을 촉진.
일부 재활프로그램의 의료보험 적용. 재활산업 발전의 핵심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장려이며
그중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재활의료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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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중국에서의 재활의료 발전시간은 비교적 짧으며, 환자의 재활의료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이
비교적 낮음. Third 재활의료센터 설립의 의도는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질환의 안정기 혹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의 환자를 돌보는 것임. 신체기능이 천천히
회복하거나 진일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나, 비교적 적은 양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귀가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Third 재활의료센터는 현재 재활의료
체계를 보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재활부문 혹은 재활의료를 위주로 하는 2, 3급 재활
병원과 구분됨. Third 재활의료센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 분포의 분산, 낮은 시장
집중도, 선두기업의 부재 등 현상을 보임.
(7) Third 간호센터
중국 Third 간호센터의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5~2020년,
중국 Third 간호센터산업의 시장 규모는 414.1억 위안에서 573.7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 6.74%를 보임. 간호센터의 서비스대상은 재활센터와 마찬가지로, 고령
환자, 장애인, 만성병환자이며, 호스피스센터 및 재활의료 기능의 연장⋅보완을 담당.
2024년까지 5.86%의 연평균 성장률은 723.6억 위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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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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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현재 중국의 간호는 병원이 지배하고 있으며, 병원 내 간호 서비스와 외래 간호 서비스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음. 중국에서 Third 간호센터의 기능은 주로 민영양노기관에서
집행하며, 기업 수는 많으나 표준화되고 품질이 보장된 Third 간호센터의 수는 매우 적음.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미숙하고, 수익 모델도 모색단계에 있음. 양노기관 산업은 현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주체로 참여하여 투자 및 운영의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으나, 선두
기업은 없는 상황이며, 시장 집중도가 낮음. 현재 중국 양로기관은 70%이상 국영이며
민영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음.
(8) Third 소독센터
수요측면에서 의료기기의 소독공급은 의료 안전 및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 다만 중국 의료기관의 소독과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기에는
매우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Third 소독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연결됨.
한편 공급의 측면에서 산업의 표준화가 점차 형성되고 더 많은 사회자본의 투자로 Third
소독센터의 서비스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시장규모는 15년의 46.2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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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년 407억 위안으로 연평균 증가율 54.52%를 보이며, 향후 4년 동안 관련 정책,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임.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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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분급진료제도건설 추진관련 지도의견’ 에는 2급 이상 의료기관의 검사, 소독센터 자원을
통합하여, 기층의료기관 및 만성병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독립적인 지역
검진기관 및 소독기관의 설립을 탐색하여 지역자원 공유를 실현할 것이라 밝힘. 해당 정책은
소독센터를 포함한 Third 의료기관은 모색단계에서 추진단계로 촉진. ‘분급진료’ 정책의
지침에 따라 분산형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Third 소독 센터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잠재수요의 증가는 산업규모를 확대시켜 Third 소독센터에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시설, 소모품, 장소 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시작점으로 전반적인 의료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임. 최근 민영병원의 발전 속도는 빠르나 자체 소독과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원인은 자체 소독실 건설은 거액을 투자해야 하며, 수익성이 낮으며,
민영병원은 자체적으로 소독실을 장만할 여력이 없음. 허나 의료기기 등의 소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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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민영병원수의 증가는 중국 Third 소독센터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민영병원과 지역성 소독센터의 협력은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비교적 성숙된
소독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임. 향후 민영병원의 발전 속도가 Third 소독센터 산업발전과
정비례 발전할 것으로 예상.
(9) Third 건강검진센터
중국 Third 건강검진센터 산업시장규모는 2015~2020년 141.5억 위안에서 373.2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1.41%의 성장률을 보임. 중국 국민의 검진수요는 증가하고,
공립병원 검진효율이 낮으며 검진시장은 눈덩이 효과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는 검진
산업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중국 Third 검진센터산업시장규모는 향후 10.67%의
연평균증가율로 2024년 562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35]

중국 Third 건강검진센터산업 시장규모

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중국 검진산업은 검진판독 분야에 대한 발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일부 기업은
검진보고에 대한 전문가 판독서비스만 제공하며, 이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기업도 형성.

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동향 변화

❚ 59

한편, 현 단계에서 검진 사후관리를 주로 하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 향상, 비즈니스모델 발전 등 영향으로 검진 사후관리 분야는 향후 발전 방향 중
하나로 전망.
2001~2020년 사이가 중국 고령화가 가속화된 시기임. 연령층이 높을수록 신체기능
저하, 심혈관 질병 등 만성질환, 암 유병률이 증가함. 또한 중국 사회의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는 이러한 질병 초래의 원인이 됨.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신속하게 발전하였으며,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 섭취율이 급격히 증가함. 이는 중국 정육점 및 식용유 수익대비
곡물소비의 현저한 감소, 식염 섭취량의 고수치 유지 등 지표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발병률의 상승을 초래함. 또한 중국은 연초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흡연자 수는 약 3.5억 명으로 폐암,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 발병률이 증가함. 대부분 질병은
조기 검진 및 발견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인식이 중국에서 퍼지면서 검진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건강검진시장의 구도는 여전히 공립병원검진을 주로 이용하고, 민영전문검진의
이용률을 적으며, 공립병원의 검진시장 점유율은 75%로 추정. 그러나 공립병원의 주요
기능은 임상, 연구, 교육 등 분야이며 검진서비스는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이며, 서비스
마인드 및 서비스 품질 등 방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짐. 제공하는 검진서비스도 일반적 수준
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검진판독 및 검진 사후관리 가이드 등의 서비스는
부재함. 또한 공립병원은 환자 밀집장소로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이며, 이러한 문제는 공립
병원의 검진산업의 발전을 억제함.
(10) 중소형 안과의원
중국 안과 시장규모는 2015~2020년 6.9억 위안에서 19.2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22.71%로 나타남. 향후 환자의 안과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안과 치료기술의
갱신 등은 산업시장 규모확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소형 안과의원의 산업
시장규모는 21.45%의 연평균성장률로 2024년에는 41.2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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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국 중소형 안과의원 시장규모

출처 : (15~19년) 중상산업연구원 자체연구 보고서 - ‘2019년 중국 Third 의료서비스 산업 백서’,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안과수요의 증가로 수요자는 중국 프랜차이즈 안과의료기관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중국은 세계적으로 맹인 및 시각장애 환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연령증가로
인한 안구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청소년기 굴절이상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의학기초연구, 임상연구 및 의학공정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안과 치료기술도 현저한
발전을 이룸. 수술성공율의 제고는 시력환자의 안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중소형 안과의원의 잠재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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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동향
4.1 보수적 예측

[그림 37] 2020~2024년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보수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회복기를
맞이하여 2020~2024년 10.62% 의 연평균증가율로 약 9천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운영모델의 보완을 요구하며, 많은 의료분야에서
인터넷기술로 눈길을 돌림. 55.06%의 의료기관은 향후 온라인 진료의 확장을 추진하며,
55.7%의 의료기관은 AI, 온라인의료서비스의 투자를 할 것이라 밝혔으며, 동시에 의료
기관측에서 관련 패키지의 보완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 관련조사에 따르면 58.86%의 의료
기관은 온라인 진료 및 온라인 진료를 통한 의료보험의 도임을 바란다고 밝힘. 중국 정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안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병원의 ‘인터넷화’ 및
‘스마트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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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관적 예측

[그림 38] 2020~2024년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비관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지속되어 해외유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면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는 제한을 받게 되며, 의료 서비스산업의 증가율의 감퇴가
예상되며, 2020~2024년 해당 산업은 연평균 증가율 7.6%로 2024년 8.04만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전 전반적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의료산업의 발전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5. 의료서비스산업 발전현황 조사 결론
중국의 거대한 인구수가 있으며, 장기간 동안 ‘칸빙난(看病难, 진료받기 힘들다)’ 문제가
존재. 한편 중국 의료자원의 총량은 모든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또한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절차가 혼란스러우며, 대형병원에서 일반질환 진료
까지 담당하게 되며, 대형병원 환자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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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남. 사회자본의 의료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전체 공급을 확대하여, ‘분급진료’를
단계별 추진하는 것이 중국 의료체계의 실정임.
(1) 민영의료기관은 중국 의료서비스 체계에서의 역할 증가.
(2) Third 의료서비스는 ‘분급진료’의 정착을 추진할 수 있고, 환자의 질서있는 진료를
유도하여 대형병원의 의료자원 부족 및 분포불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함. 의학
영상진단센터는 영상판독 서비스만 제공하며,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립
병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구매할 수 없는 의료장비 수요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립
병원에서의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3) Third 의료기관산업의 발전 :표준화 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체인화 발전을
통해 시장점유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Third 의료기관의 사업 확장은 포인트 지역
에서 인근 지역으로만 확산 가능. 현재, 극소수의 기업만 Third의 체인화 경영이
진행됨. 의료검사실험실, 건강검진센터, 중소형안과의원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아이얼
안과가 선두로 고도화 시장이 작동되고 있으며, 체인화 모델은 업계 대표적인 벤치
마킹 대상임. 기타유형의 의료기관은 발전 초기에 있으며, 시장 집중도가 낮고, 경쟁이
분산되어 있음. 또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 경제가 발전한 지역, 의료자원 밀집, 의료
산업화가 높은 지역에 밀집. ‘분급진료’ 정책의 추진은, 단일 기층의료기관 방향으로
유도하며, 기층의료기관의 진료수요가 급격히 증가. 일부 세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Third 의료기관은 산업의 독점구도 및 선두기업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지역
점령 전략으로 시장을 확보하여 브랜딩 구축, 충성고객층 확보를 할 수 있음. 비즈니스
모델의 모방을 통한 체인화는 효과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업무범위의 확장 : 공급처 및 유통상의 의료기관 사업에 대한 투자로, Third 의료기관의
사업영역 다원화 플랫폼 구축. Third 의료서비스제공기관 중 특히 의학검사실험실, 의학
영상진단센터 등은 중자산(重资产) 산업이며, 체외진단 시제, 의학영상시설 등의 지출이
크며, 공급처 및 유통상은 다수의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서 강점 보유.
또한 기존 Third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은 공급처 및 유통상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윈윈
구도 형성. 산업사슬의 분포와 플랫폼화 발전은 향후 발전의 방향 및 트렌드이며, 기업
규모가 확대된 후 플랫폼화 발전은 더 많은 사업영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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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화 건설 : 인공지능의 의료분야의 응용은 Third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 제공. 알고리즘과 발전과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은 의료
AI의 폭발적인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현재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영상, 보조진단, 약물개발,
건강관리, 질병예측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Third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현 단계에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발전 단계가 있음. ①
발전이 상대적으로 성숙된 분야는 의학검사실험실, 중소형 안과, 건강검진 센터임. 그중
중소형 안과와 건강검진센터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성숙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선두기업의 강점이 뚜렷함. Third 검사실험실의 시장 집중도가 비교적 높고,
선두기업은 전체산업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기업은 특화 검체 검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② Third 의학영상센터, 병리진단센터, 혈액
투석센터, 소독센터는 발전 초기단계임. 그중 의학영상 및 병리진단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빨리 도입하였으며, 산업 기술적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음. ③ Third 재활센터,
간호센터 및 호스피스센터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해당 산업 타겟층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전이 비교적 더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산업은
고령인구, 장애인, 만성질환 환자 수가 방대하며 발전공간은 충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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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국 의료기기산업 발전
동향 변화

1. 2015~2020년 의료기기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그림 39] 2015-2020 중국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 변화추이

출처 : 국가통계국

2015~2019년 중국 의료기기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추세. 2019년 중국 의료시장
규모는 6,493억 위안, 의료산업의 지속발전과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9.16% 증가하여 7736.7억 위안에 도달함. 단, 관련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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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여전히 저가품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가의 의료기기는 수입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해외기업은 기술 강점 및 ‘기기+
시재’의 패키지 전략으로, 중국 대부분 중고급 의료기기시장을 점령하고 있음.
발전추이
양표제의 기업수 축소 : 2017년 1월,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공립병원의약품구입’
양표제‘실시관련 의견(시행)≪关于在公立医疗机构药品采购中推行“两票制 ”的实施意见(试行)≫’
발표하여 양표제가 정식으로 실시됨. 2021년 1월, 전국적으로 31개 성에서 양표제의 도입을
시작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 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양표제의
실시는 2, 3급 대리기업을 제거하고 1급 대리기업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가격의 할증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자의 치료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
중소형 기업의 합병 : 현재 중국의료기기경영기업은 주로 중소형기업이 선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이 낮음. 많은 성정부에서 양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국 의료기기산업의
통합이 진행되며, 많은 중국 의료기기 경영기업의 발전을 제한함.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신속한 인수합병을 통해 자체 규모를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 합병을 통해 한편 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고, 운영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고, 고객자원을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 한편 대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다원화 판매루트 구축 :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의료기기의 감독 관리도
규범화.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고 있으며, 과거의 마케팅모델이
차츰 도태됨. 새로운 사업 성장 포인트를 모색하기 위해 주요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임.
지난 10년간, 중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매우 큰 변화가 있었음. 대다수의 의료기기
기업은 ‘모방’ 하거나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으며, 의료기기기업의 분산 및
선두기업의 결핍이 존재함. 중국 정부의 정책보완과 더불어 산업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성숙
되고 있으며, 시장이 개방되고 대부분 기업은 현지 이노베이션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기업은 세계적 기술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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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주요영향
2.1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에 대한 영향

최근 중국 의료기기의 자체연구 개발능력의 향상 관련 장려정책으로, 중국 의료기기는
‘글로벌화 확산’과 ‘국산대체’ 2개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함.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서 중국
의료기기제품의 품질은 불규칙하며, 병원과 환자의 국산제품에 대한 불신이 드러남.
코로나19는 중국 의료기기의 수출을 촉진시켜 중국 의료기기의 글로벌화의 계기로 작용함.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의료기기시장의 ‘국산화’ 추이를 점진시킴. 중국 브랜드의 호흡기,
모니터 등 일부 품목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있으며, 선도 기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 마인드레이(迈瑞医疗)는 20년 동안 해외시장을 개척 했으며, 세계적으로
4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190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2019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마인드레이 호흡기, 혈액분석기 분야에서 중국 전체 수출의 60%, 모니터,
X-ray는 40%를 차지함. 업계장벽으로 인해 과거에는 국내 의료기기시장(특히 중고급
의료기기 시장)을 외자기업이 점령 하였으나, 중국정부의 의료기기 자체 연구생산을 장려
정책의 추진으로, 마인드레이 등 기업이 힘입어 향후 로컬기업의료기기시장의 증가의 요인
으로 작용.
‘글로벌화’ 및 ‘국산화’의 추세는 국산의료기기의 정밀화, 품질화의 발전의 후반으로
진입하고, 품질관리도 더욱 엄격해 지는 추이. 중국의 의료기기시장은 장기간 외자기업이
독점, 기술혁신 등 요소 외의 제품 품질 및 해외브랜드 간 격차도 주요원인 중 하나임.
중국 의료기기 산업은 10년간 ‘야만적인 성장’을 경험하여,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많아
졌으나,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제품 간 품질 격차가 큼. 중국 의료기기산업 시장은 엄격한
선별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상당량의 중소형 전통기업의 도태가 예상됨. 따라서 중국 의료
기기기업은 단기이익보다는 기초연구, 기술의 혁신, 핵심기술 및 제조과정 등의 정밀화로
방향성을 설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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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기기산업 시장경쟁 구도에 대한 영향
2020년 중국 의료기기시장 중 고가제품은 25%, 그중 70%는 외자기업이 차지함.
대다수의 의료기기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기술 및 품질은 중국기업을 압도하고 있음. 특히
의학영상기기 및 체외진단 등 기술은 중국 현지기업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며, 외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75% 초과함. 중국 의료기관중에서 3급병원은 대부분 수입산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2급병원도 2/3은 해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중국의료기기산업의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성의기(의료기기산업 통계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0년 의료기기수는 1.6만에서 2.5만개로 증가. 중국정부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등급별로 1등급 의료기기 생간가능 기업은 15,924개, 2등급 의료기기
생산기업 13,813개, 3등급 의료기기 생산기업 2,202개.
중국의 의료기기산업 시장에서 중소기업 주도 국면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의료기기
시장의규모의 증가, 고급의료기기 현지화 등에 국면함. 이에 따라 마인드레이, 굉달하이
테크, WDM 등 기업이 선두하여 고급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대거 투자하고 기업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국 의료기기시장에서 입지를 확립함.

[그림 40] 2018~2020년 중국 의료기기 생산기업 수 변화

출처 : 중성의료기기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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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20년 중국 의료기기생산기업 지역분포 현황

출처 : 중성의료기기빅데이터

지역분포로는 2020년까지 광둥성이 4,553개로 가장 많으며 17.9% 차지. 지앙쑤 11.9%,
산둥성 9.9%, 저장성 8.2%를 차지하며 해당성은 의료기기생산대성(省)으로 산업집중
강점을 가지고 있음.

2.3 의료기기산업의 정책변화 및 파급효과
의료기기는 국제적인 첨단기술 산업이며, 중국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표준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2019년
국가식품의약품안전국은 108개의 표준항목을 발표함. 그중 국가표준항목 15개, 산업표준
93개를 포함함. 2019년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표준은 1,671개, 산업표준 1,451개로, 국제
표준의 90.4% 일치성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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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 과 ‘스마트 감독’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중요한 규제와 정책이 추진되어, 의료기기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룸.
우선 의료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의료기기법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정책은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연구개발 등 적극 추진을 위한 ‘그린
채널’을 개설함. ‘맞춤형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定制式医疗器械监督
管理规定(试行)≫’,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조정관련 공고≪关于调整医疗器械临床试验
审批程序的公告≫’,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의 추가 및 개정에 관한 공고≪关于公布新增和
修订的免于进行临床试验医疗器械目录的通告≫’,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등록인 시범
운영지역 확대 관련 통지≪国家药监局关于扩大医疗器械注册人制度试点工作的通知≫‘ 및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등 정책은 중국
의료기기 혁신연구 심사개선을 위한 정책. 예로 ‘맞춤형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定制式医疗器械监督管理规定(试行)≫’은 의료기기의 정의, 비안, 설계, 가공, 사용,
감독 관리 등에 대한 요구를 맞춤형으로 제정하고, 맞춤형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장려
하여, 특수 환자 임상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함. 중국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추진방향은 합리적
으로 생산자원을 분배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며, R&D를 장려 하는 것임.
둘째, 다수의 ‘스마트관리’ 정책의 발표로 의료기기등록에 대한 전자신고, 고유식별시스템
등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보장과, 감독에 대한 효율 향상. ‘의료기기 전자등록의 실시에
대한 공고≪关于实施医疗器械注册电子申报的公告≫’, ‘의료기기등록 전자신청 메뉴얼 발표
에 관한 공고≪关于发布医疗器械注册申请电子提交技术指南的通告≫’ 등 발표 후 ‘온라인
+의료기기 행정서비스’ 정보화 기술을 제고하고, 의료기기등록서류의 전달시간을 절감하여,
의료기기 허가효율 제고. ‘의료기기 고유식별 시스템 규칙발표 관련 공고≪关于发布医疗器
械唯一标识系统规则的公告≫’, ‘제1차 의료기기 고유식별 업무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关于做好第一批实施医疗器械唯一标识工作有关事项的通告≫’ 등 의료기기 고유식별
UDI를 통해 의료기기의 ‘디지털신분증’ 제작.
코로나 기간 중국 응급의료물자의 저장량, 고급 의료기기의 수급능력의 단점도 드러났고
의료용 마스크, 바이러스 진단키트, 호흡기, CT, 모바일DR 등 의료기기 물자수요 급증
하며 시장 공급은 매우 부족하였음. 이러한 단점의 인지로, 중국 정부는 응급 의료비축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독자적인 혁신을 진일보 장려하여, 중국 의료기기의 저장과 생산
능력의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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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응급의료물자저장제도의 개선.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2월 ‘정부저장기능을
활용한 전염병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및 공급 증가에 관한 통지≪关于发挥政府储备作用
支持应对疫情紧缺物资增产增供的通知≫’를 발개위, 재정부, 공신부에서 연합 발표함. 통지
에는 물자의 수거 및 배분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으며, 제품 목록 중 중점 의료자원에
대해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힘.
모든 의료 물자는 정부에서 구매하여, 방역물자 목록에 대해 실시간 관리를 하여, 공공
의료 물자공급능력을 강화 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응급의료 물자저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의료기기에 대한 주도적 개발을 통해 현지화, 현지 수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장려를
강화함. 중국의 고급의료기기 공급 부족. 중국의 백만 명 당 CT 보유량은 일본의 1/8,
미국의 1/3이며, 고급 진단키드의 원료는 Roche 등 외자기업에서 독점하였고, KN95
등 고성능 의료 마스크는 3M, Honeywell 등 외자기업에서 독점함. 코로나19 기간 중국
정책의 장려를 통해 관련 산업 연구자들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에 나섬. 바이러스 격리
침대, 격리실, 코로나19 진단키드 등 신속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의료기기 제품을 신속
하게 임상에 투입. 동시에 공신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재개업무 추진관련
통지≪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帮助中小企业复工复产共渡难关有关工作的通知≫’에서는
코로나 방역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전문화 특별혁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코로나 방역관련 기술과 연관제품의 생산을 장려하여, 검측기술, 의료기기, 방호복 등 분야
에서의 연구를 독려함.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의 의료기기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현지화 의료기기 생산, 저가 제품에서 고급의료기기로의 발전, 국산화를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자체 의료기기 수급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은 국산 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의 발전을 뒷받침 하면서
의료기기 산업발전의 2가지 논리로 정리할 수 있음. 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국산
고급의료기기의 수입 의료기기 대체 ② 혁신의료기기 승인허가 가속화로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가속.
결론적으로 다양한 산업발전 장려정책으로 중국 국산의료기기의 신속한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세분산업의
선두기업 개발기회를 열어가고 있음.

지역

광둥

산둥

저장

베이징

장쑤

산둥

산둥

쓰촨

저장

산둥

억위안

迈瑞医疗

新华医疗

迪安诊断

乐普医疗

鱼跃医疗

辰欣药业

蓝帆医疗

迈克生物

美康生物

山东药玻

29.92

31.33

32.23

34.76

41.13

46.36

77.96

84.53

87.67

165.56

수익

15.77%

-0.05%

20.02%

31.00%

8.00%

10.82%

22.64%

21.33%

-14.80%

20.38%

수익 동기간
대비(%)

2019

4.59

-5.6

5.25

4.9

5.15

7.53

17.25

3.47

8.6

46.81

순익

<표 6> 2019~2020민영의료기관 선두기업 운영현황(1~3분기)

28.05%

-332.16%

18.06%

41.41%

2.19%

3.49%

41.57%

-10.63%

3680.30%

25.85%

순익 동기간
대비(%)

3.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기기산업 기업 운영현황

3. 2020년 코로나19상황속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23.12

17.5

25.3

46.55

26.5

48.48

63.87

74.72

65.32

160.64

수익

7.19%

-25.69%

7.74%

79.14%

-11.55%

36.33%

8.63%

20.33%

3.43%

29.76%

수익 동기간
대비(%)

2020

4.14

2.99

5.66

18.88

3.26

15.1

19.73

8.99

2.13

53.63

순익

21.46%

45.78%

36.68%

403.16%

-20.85%

111.84%

22.38%

155.69%

-73.45%

46.09%

순익 동기간
대비(%)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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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허난

상하이

후베이

산둥

광둥

후난

华大基因

安图生物

科华生物

奥美医疗

英科医疗

万孚生物

楚天科技

19.16

20.72

20.83

23.52

24.14

26.79

28

수익

17.41%

25.59%

10.06%

16.03%

21.32%

38.85%

10.41%

수익 동기간
대비(%)

3.87

1.78

3.26

2.02

7.74

2.76

순익

0.4689

출처 : 기업 연례 보고서, 시나닷컴, 중국상업산업연구원 정리

지역

억위안

2019

13.49%

25.90%

-57.00%

43.04%

-2.55%

37.61%

-28.53%

순익 동기간
대비(%)

13.43

21.73

89.45

30.89

25.67

20.47

67.52

수익

1.71%

52.60%

486.44%

80.46%

45.30%

8.12%

225.82%

수익 동기간
대비(%)

2020

0.4638

5.66

43.73

9.59

4.02

5.14

27.05

순익

106.26%

95.04%

3376.70%

340.09%

92.90%

-4.39%

901.68%

순익 동기간
대비(%)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1-3분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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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 기업 중 대부분 기업의 2020년 1-3분기의 순익증가율은 2019년 대비 대폭 증가
하여 코로나19가 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 의료기기기업의 취급제품을 세분화하여 보면 소모품, 체계진단, 호흡기, 모니터 등
분야에서 집중되어 있음. 의료소모품 분야에서, Intech Medical(英科医疗)과 Blue Sail
Medical(蓝帆医疗)은 의료용 장갑으로 큰 수익을 창출. 19년 Intech Medical(英科医疗)의
순익은 – 성장이었으나, 20년 순이익 증가율은 3,376%에 달하였으며, 순익증가율은 기타
상장의료기기 기업들보다 뛰어남. 유사한 기업으로는 드레싱밴드 등 취급기업 Ogilvy Medical과
Zhende Medical이 있음. 이런 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기업업적 급증한 직접적인 요소임.
코로나19로 인한 진단수요는 체외진단 분야의 발전을 추진. 상당한 IVD기업은 2020년
1~3분기의 순익은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년 증가율 대비 현저히 증가함.
POCT 분야의 기업은 코로나19의 진단수요로 기업수익은 대폭상승. Wanfu Bio(万孚生物)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감염병 사업 수익은 10.5억 위안, 전년 동기간 대비 275.46%
증가, 주로 코로나19의 항체 검출 시약의 판매에 치중. 2020년 상반기 Mingde Bio(明德
生物)의 시제의 매출은 전체 수익 중 75.35% 차지, 동기간 대비 214.2% 증가, 코로나19
시제가 대부분 차지함.
호흡기 분야에서 Mindray의 성과는 전체 순익증가율과 인공호흡기 제품의 수익에서
나타남. 해당회사의 호흡기제품의 18년 연간수익 3억 위안, 19년 연간수익 4억 위안.
그러나 20년에는 1~3분기에 17억의 매출을 달성.
코로나19는 의료기기 기업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일부 기억의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용. 의료기기분야에서 유명 상장기업의 주가상승은 물론, 15개 의료기기
기업이 A주식에 성공적으로 등록했으며, 많은 A주식 신병‘新兵’의 2020년 1-3분기 순익
증가율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임. 그중 체외진단에 주력하는 Shengxiang Bio(圣湘生物)는
상장 기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의료기기분야에서의 순익 증가율이 가장 놀라운
기업으로, 기업연보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총 수익은 36.05억 위안, 순익 20.13억
위안으로 55.84%의 순익률을 보임. 2020년 상반기 공개 자료에서는 시제 수익은 18.15억
위안으로 전체 수익의 86.45%를 차지. 수치에서 보이듯이 해당 기업실적의 급속한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큼. 이런 NewStar기업으로는 IVD 분야의 Dongfang Bio(东方
生物), Wantai Biopharm(万泰生物) 외, 의료용 장갑 제조기업 Winner(稳健医疗), 진공
채혈기 제조기업 GONGDONG(拱东医疗)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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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은 긍정적인 발전배경에 처해 있으며, 일부 비상장 기업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장 준비 중에 있음. 러푸메디칼(乐普医疗)과 화따지인(华大基因)은
러푸진단(乐普诊断) 화따스마트제조(华大智造) 자회사로 스핀오프(분할상장)을 함. 화따
(华大)의 주영 업무는 유전자시퀀서 분야이며, 19년 1.3억 위안의 적자를 냈으나, 20년
1~3분기에 1.9억 위안의 이익을 냈으며, 러푸(乐普)는 19년 5,000만 위안의 순익을
냈으나, 20년에는 POCT 코로나19 시제로 상반기에만 3.23억 위안의 순이익 창출.
의료기기기업의 주요제품은 코로나19의 영향, 관련정책의 장려, 방대한 내수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코로나19를 계기로 혁신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은 폭 넓은 발전전망을 구비. 반대로 저가의 소모품 및 방호용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익창출은 가능하나, 혁신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팬더믹 종식 후
영입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로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3.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기기산업별 발전현황
의료기기는 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장비, 기구, 체외
진단시약 및 교정기, 소재 및 컴퓨터 프로그램 포함한 기타 유사 혹은 관련 물자이며,
여기서는 저가의용 소모품, 고가의료 소모품, 의료장비, IVD(체외진단)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

[그림 42] 2020년 의료기기 산업별 시장비중

출처 : 사이디 컨설팅, 중상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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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의료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고급의용소재는 안전성 문제로 생산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특정 진료과에서
사용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모성 의료기기임. 특정 진료에서 사용되는 치료용
소재로 인공관절, 심장 스탠드, 말초혈관 스탠드 등 의료용 임플란트 소재를 지칭함.

[그림 43] 2015~2024년 고급의료용 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출처 : (15~19년) 중국약품감독관리연구회 - ‘의료기기백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보고 2020’,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그림 44] 2020년 중국 고급의용소재 시장구조

출처 : 사이디 컨설팅, 중상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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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중국 고급의용소재산업시장 규모는 546.1억 위안에서 1628.7억 위안
으로 증가하여 24.43%의 성장률을 보임. 그러나 해외 발전국가 대비 중국 고급의료소재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향후 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국민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고령질환으로 인한 임플란트 수술의 증가, 고급의료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적용분야 확장. 의료보험 정책개선으로 환자의 고급의료소재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절감 등이 있음.

2) 저가의료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여기서 언급하는 저가의료소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성 용품으로, 주사기, 수액기, 무균장갑, 수술 나이프, 봉합사, 바늘 등을 지칭.

[그림 45] 2015~2024년 저가의료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출처 : (15~19년) 중국약품감독관리연구회 - ‘의료기기백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보고 2020’,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2015~2020년 저가의료소재 시장규모는 373억 위안에서 912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20.32%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소모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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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급을 중요시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공간을 확보하여 2024년 1,822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다수의 저가의료소재는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회성 제품으로, 기타 의료기기
분야 대비, 기술적 요구가 낮은 산업이며 관련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함.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R&D역량이 부족하고, 모방품과 자체조립 제품만
취급, 극소수의 대⋅중형 기업만 연구⋅생산 능력을 구비. 기술의 발전, 의료품질의 증가로
시장경쟁을 격화 될 것이고, 저가의료소재는 적자 생존과정에 직면하게 되며, 시장은 점차
핵심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점유하게 될 것임. 치열한 저가의료제품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두 기업에서는 신소재를 보강하고, 제품 및 생산 공업에 대한 혁신과 연구에 집중.
또한 산업체인의 분포를 강화하고, 다양화한 경영방식을 선택하여, 규모를 확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 대표적인 기업으로 웨이가오(威高), Blue Sail Medical(蓝帆医疗)이 있으며,
두 기업 모두 저가의료소재를 주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임. 두 기업은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해당제품과 관련된 고가의료소재시장으로 확장하여 혈관 임플란트 시장에 진입.

3) 의료장비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여기서 언급하는 의료장비는 인체에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장비 등을
지칭하며 소프트웨어도 포함. 의료장비는 의료, 연구, 교육, 임상 등 분야에서 상용되며
의료용 의료장비 및 가정용 의료장비로 나뉨.
중국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고령화, 의료수요의 증가로 2015~2020년 간 의료장비
시장규모는 1,744억 위안에서 2020년 4125억 위안으로 증가.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인식, 의료영상, 약물채굴, 영양학,
생명공학, 응급실 관리, 병원관리, 건강관리, 정신건강, 웨어러블장치, 리스크관리 및 병리학
등 12개 분야로 분류. 각 분야의 핵심은 의료기기+인공지능 이며, 그 중 웨어러블기기
및 의학영상판독장비가 가장 주목되며, 기술의 발전 및 전문 인력 업무량 분담으로 해당
분야의 의료기기 시장은 한층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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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15~2024년 저가의료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출처 : (15~19년) 중국약품감독관리연구회 - ‘의료기기백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보고 2020’,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4) IVD(체외진단)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IVD는 넓은 의미에서 인체 외부에서 인체샘플(다양한 체액, 세포, 조직 샘플 등)을 검사
하여 임상 진단 정보를 얻은 후 질병이나 건강 상황을 판단하는 제품을 지칭. 주로 진단
관련 제품(체외진단 시약 및 진단장비 등).
2020년, 중국 IVD시장규모는 1071억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율 23.95%를 나타냄.
항체검사 대비 분자진단기법(PCR)이 진단율이 정확하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많이
활용되고, 중국 전염병 진단기술을 발전시킴. 2024년 관련시장의 구모는 2,216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80 ❚

COVID-19로 인한 중국 보건의료 시장 변동현황 조사

[그림 47] 2015~2024년 저가의료소재 시장규모 및 발전추이

출처 : (15~19년) 중국약품감독관리연구회 - ‘의료기기백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보고 2020’,
(20~24년)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국산브랜드가 등장 했으며, 분야를
세분화하였으며 이는 R&D강화, 산업통합을 통한 제품라인 확대, 신속한 시장점유의 강점
으로 작용. 현재 중국 Mindray(迈瑞医疗), Mike Bio(迈克生物), Dirui Medical(迪瑞医疗),
선전신산업(深圳新产业), Antu Bio(安图生物) 등 기업을 선두로 중국 국산브랜드는 신속
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제품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보
이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에 참여함. 현재 IVD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발전트렌드를 보임. ① 대그룹과 경쟁을 준비 : Mindray(迈瑞医疗)의 혈액 및 생화학
분야에서 중국시장 점유율은 Top3를 자랑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면역, 미생물
관련연구를 통해 자체 어셈블리라이 M6000을 출시하기도 함. ②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협력(Antu+IDS, TE GEN(透景)+HITACHI, 선전신산업+Thermo Fisher Scientific,
Runda+A&T)을 통해 기술향상의 목적을 달성. ③ 진단서비스 분야로 확대 : 메이캉바이오
(美康生物), 카이푸(凯普) 는 자체 의학검사연구실을 설립하여 자체운영, 진단대행 등 혼합
경영을 하는 새로운 모델로 확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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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기업들은 현재 생화학진단, 분자진단, POCT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적고, 면역진단분야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 국산제품의 수입대체 공간이 비교적 넓음.
향후 체외진단창업 및 의료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기술은 자동화 Sample Pretreatment
장비(저비용 POCT 제품 등) 및 NGS 임. 특히 NGS 기술은 검측의 정확도, 시료 처리량,
바이러스변이 변이 모니터링 등 강점은 중국 업계 고충을 겨냥한 보완 기술임.

4. 의료기기산업의 향후 발전동향
4.1 보수적 예측

[그림 48] 2020~2024년 의료기기산업 보수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이 회복될 시 19.09%의 연
평균 성장률로 2024년 1.56만억의 시장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가의료소모품 및 IVD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극대화 되어, 관련 세부산업은 2020년 고도의
발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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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관적 예측

[그림 49] 2020~2024년 의료기기산업 비관적 예측

출처 : 중상산업연구원 예측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지속으로 해외유입환자가 지속 발생하며, 경기침체 등
원인으로 향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산업발전의 증가율이 감소하여 2024년 까지 13.78%의
연평균증가율로 1.3만억 위안의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속적
으로 전반적인 경제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5. 의료기기산업 발전조사 결론
2015~2019년 간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년 6,493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의료산업의 발전 및 20년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 규모는 19.16%
증가하여 약 7736.7억 위안에 도달. 그러나 관련 기초학과 및 제조공업의 후진으로 중국
의료기기제품은 여전히 중⋅저가 제품에 치중되어 있고 고가의료기기는 수입 의료기기
위주로 수급. 해외기업은 기술 강점과 ‘장비+시제’ 패키지 수출전략으로 중국 대부분의
중고급 의료기기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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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기기 시장 중 의료장비는 가장 큰 시장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약 전체 의료기기 시장 중 53.32%를 차지. 중국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1,071억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3.95%이며, 이번 코로나로 인해 PCR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중국의 전염병 검측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향후 4년간 모든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 정부의 건강한 중국 전략 및 ‘건강중국2030’의 이행으로, 빅헬스산업은 향후 중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트렌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중 의료기기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향후 중국의 의료산업은 ‘빅헬스, 빅위생, 빅의학’을 키워드로
의료산업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 전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산업으로
전망.
‘인터넷+’정책은 의료기기산업과 밀접하게 결합되며, 전체 산업의 정보화 정도를 제고
하여, 제품 정보의 추적을 실현하여 정보화 수단으로 의료기기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할 것을 목적으로 함. 5G시대와 더불어 ICT기술은 의료기기의 적용분야를
대폭 확대. 현재 중국의 의료기기분야의 정보추적 시스템, 체계, 코딩 등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시장 및 임상응용 측면에서 ‘약품 + 의료장비’ 새로운 통합 모델 탄생. 의약품 및 장비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환자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시너지 역할을 하며, 최근 일부기업(러푸
메디칼 등)에서는 ‘약품⋅장비 통합’ 영업모델을 탐색하여 일부 성과가 있음. 일부 제약
기업도 ‘약품 + 의료장비’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기업발전의 새 방향을 설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