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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경제 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18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조 9,420억 위안(한화 496조원)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고,
공유경제 참여자는 7억 6천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598만 명을 기록했다. 중국 공유경제는 공유물 훼손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생기거나 업체 도산으로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하락할 위험도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해 규범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각종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중국 공유경제 시장은 확대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업종별 고객 수요의 세분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기업들도 참신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발굴하고 우수 모델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더불어 ‘혁신 성장’ 측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01.

시장현황

2018년 중국 공유경제1) 시장규모(거래액 기준)는 2조 9,420억위안(한화 496조원)으로 전년대비
41.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2)
● 모바일 보급 증가와 ICT 기술 발전으로 지난 3년 간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
- 2018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8억 1,700만명,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5억 8339만명에 달함3)
● 2018년 공유경제 참여자와 관련 플랫폼 종사자 수 모두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
- 공유경제 참여자는 8.6% 증가한 7억 6천만명, 플랫폼 종사자는 7.6% 증가한 598만명 기록
1) 공유경제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P2P 대출 등 금융 관련 시장을 제외함. 형태에 따라 ①쉐어링(예. 자동차) ②물물교환(예. 중고매매) ③협력적
커뮤니티(예. 에어비앤비) 등이 있음
2)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告(중국공향경제발전연도보고) 2019
3) The 43rd China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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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 7,500만명은 서비스 제공자로 대부분은 겸직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확대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전업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유니콘(Unicorn)4) 기업 중 공유경제 관련 비중이 40%가 넘는 등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도 증가세
- 2018년 말 중국 유니콘 기업 83개 중 공유경제 관련 중국 기업은 34개로 공유경제 관련
유니콘 기업의 비중이 40%를 넘음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억위안)

참여자 수 (억명)

종사자 수 (만명)

29,420
7.6

20,772
12,554

2016

598

556

7.0

2017

2017

2018

2018

2017

2018

자료 : 중국 국가정보센터

공유경제 시장규모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활서비스가 가장 컸고 이어서 생산력, 교통, 지식•
기술, 오피스 공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생활서비스의 시장규모는 1조 5,894억 위안(한화 298조 원)으로 전체 공유경제
시장의 54%를 차지
- 생활서비스는 높은 비중에도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23% 증가하며 성장을 지속5)
2018년 부문별 공유경제 시장규모

부문별 공유경제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위안, %
부문

시장규모

증가율

생활서비스

15,894

23.0

생산력(제조)

8,236

97.5

교통

2,478

23.3

지식•기술

2,353

70.3

오피스

206

87.3

숙박

165

37.5

의료

88

57.1

합계

29,420

41.6

오피스 0.7%
지식⋅기술 8.0%

숙박 0.6% 의료 0.3%

교통 8.4%

생산력
28.0%

생활서비스
54.0%

자료 : 중국 국가정보센터

4) 유니콘(Unicorn) 기업은 시장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
5) 단 전체 공유경제 중 생활서비스 비중은 지난 2017년 대비 감소 (2017年 : 62.2% → 2018年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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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생산력(제조공유) 부문으로 2018년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97.5% 증가
● 생산력(제조공유) 부문은 제조 혹은 서비스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설비, 기술
서비스, 생산능력 등을 공유하는 시장을 의미
- 공유 대상은 제조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유형자원과 설계, 실험, 관리 등
생산 역량 전반을 모두 포함
생산력 공유 주요 대상
유형자원

하드웨어

설비, 공구
서버 등 장비
원료, 창고 등

소프트웨어

지식, 노하우
기술 서비스
인력

생산역량

설계역량, 실험역량, 관리역량 등

자료 : 저자 정리

● 생산력(제조공유) 부문은 공유방식에 따라 중개형, 혁신형, 서비스형, 협동형 등 4가지로
구분
생산력 부문 공유 모델
구분

주요 내용

1

중개형 공유 플랫폼

제조 설비와 공장을 갖추지 않은 제3자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

2

혁신형 공유 플랫폼

대형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제조, 물류, 판매, 재무, 인력, 금융 등 각종 역량을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자 혁신 창업 생태 시스템

3

서비스형 공유 플랫폼

기술기업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마트 제어, 클라우드 등 각종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생산 서비스 플랫폼

4

협동형 공유 플랫폼

다수의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생산설비, 공장 생산라인, 사무실 인력 등의
자원을 함께 공동 사용하는 협동생산 플랫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액은 2018년 약 1,490억 위안(한화 25조 원)에 달했음
● 업종별로는 지식기술(31.1%)과 교통(28.1%)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됨
● 생산력(13.6%), 생활서비스(12.4%), 의료(9.9%), 오피스(2.8%), 숙박(2.2%)이 그 뒤를
이음
3

공유경제 주요 업종별 투자액
단위 : 억 위안
464
419

203

185
147

지식기술

교통

생산력

생활서비스

의료

41

33

오피스

숙박

자료 :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 2019

02.

주요 정책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유경제를 제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공유경제가 주요 육성산업으로 언급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발표를 통해 세부 산업별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 중
최근 공유경제 주요 정책
부문

시기

부처

관련 정책 명칭

숙박공유

2018.11

국가정보센터

2016.07 교 통 운 수 부
차량공유 2017.08
2018.09

《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
-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

교 통 운 수 부 《关于促进小微型客车租赁健康发展的指导意见》
주 택 건 설 부 - 차량임대 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
교 통 운 수 부 《关于进一步加强网络预约出租汽车和私人小客车合乘安全管理的紧急通知》
공 안 부 - 온라인 차량예약과 개인 소형차 합승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긴급통지

2018.01 국

무

원

음식배달

생산력

《共享住宿服务规范》
- 숙박공유 서비스 규범

《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 온라인 음식서비스 식품안전 관리감독 방법

2018.07 식약감독총국

《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
- 음식서비스 식품 안전 시행 규범

2019.10 공업정보화부

《关于加快培育共享制造新模式新业态, 促进制造业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 제조공유 신모델 육성 가속화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 지도 의견

자료 : 저자 정리

● 숙박공유 서비스 규범의 경우 각 당사자들 간의 의무와 역할 등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공유숙박
시장의 기본 규범을 제시
4

숙박공유 서비스 규범 주요 내용
□ 주요 개념

□ 주요 내용

[숙박공유]
자가 혹은 임대주택을 이용,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단기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

[총칙]
플랫폼, 호스트, 고객의 관련 법률 준수 의무 명시

[숙박공유 플랫폼]
호스트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 중개 서비스
업체
[호스트]
개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주택을 이용,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방을 게시하고 예약신청을 관리,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조직

[숙박공유 플랫폼 서비스 및 관리]
기본사항, 정보안전 및 사생활 보호, 예약관리, 평가관리,
불만관리, 안전관리 의무 등 총 11개 분야
[호스트]
방 게시 관리, 시설, 정보공개, 유지보수, 예약처리,
입주서비스, 청소, 종사자 의무 등 8개 분야
[고객]
기본 의무, 예약 시, 입주 시, 평가시 의무 등 4개 분야

● 차량공유의 경우 도시별 교통시스템과 양립 가능한 차량공유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
- 차량공유 사업자는 차량진단, 유지 및 주차관리, 개인정보 보호와 빅 데이터, 보안 등
기술을 통해 시간•장소별 수요공급에 따른 배차와 비용 지불을 가능토록 규정
-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상업센터, 공공업무지구 등)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촉진하고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등 관련 제도와 표준을 마련하도록 지도
각 지방정부들도 공유경제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 중임
● 청두시(成都)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23일 <공유경제 발전 추진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성과 생활서비스 2개 영역에서 9가지 추진방향을 제시
● 주요 목표로 2020년까지 공유경제 관련 가젤기업6) 10개 육성, 잠재 유니콘 기업 5개, 유니콘
기업 1개 육성 추진 등을 제시
청두시 공유경제 발전 추진 실시방안 주요 내용(2018)
영역

생산성
서비스

생활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제조자원 공유

다양한 제조 시설•장비 공유 독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기반 생산협력 확대

혁신자원 공유

설비•실험실•데이터•연구성과의 개방공유 추진, 과학연구인재 공유 플랫폼 건설

지식기술 공유

지식기술서비스의 아웃소싱 플랫폼 건설, 지식기술 공유 서비스 전문화 추진

교육훈련 공유

클라우드 교육 공유 플랫폼 발전 독려, 개방형 교육훈련 공유 생태계 건설

물류자원 공유

지역 간 물류 공공정보 플랫폼 건설, 무인편의점, 무인진열대 등 신유통 지원

교통수단 공유

공유자전거의 지속발전 추진, 완성차 업계의 온라인 공유시장 진입 독려, 신에너지
차량 시간단위 임대 추진 등

의료건강 공유

인터넷+의료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 신기술 기반 스마트 의료 추진

주거숙박 공유

민박, 단기-장기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숙박공유 독려

문화오락 공유

예술관•체육관 등 비공공 문화시설의 시간단위 임대, 공동구매 등 신소비 독려

6) 매출액이 과거 3년 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한 중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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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업정보화부는 빠르게 확대되는 생산력 공유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
● 주요 목표로 2022년까지 20개 공유제조 시범 플랫폼 건설과 50개의 공유제조 시범사업
시행 등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와 지원 정책을 제시
‘제조공유 신모델 육성, 제조업 업그레이드 지도의견’ 주요 내용
□ 추진 방향
ㅇ 제조능력 공유를 중심으로, 혁신과 서비스 능력의 공유 협동발전 추진
ㅇ 가공, 제조능력의 공유혁신과 함께 생산설비, 전용공구, 생산라인 등 제조 자원의 공유 플랫폼 중점 개발
ㅇ 공장 협동을 통한 공유제조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 공통 제조수요 기반의 공유공장 건설 등
□ 주요 목표
ㅇ 2022년까지 20개 공유제조 시범 플랫폼 수립
ㅇ 50개의 공유제조 시범사업 추진
ㅇ 공유제조 발전을 위한 신용체계, 표준체계 등 지원
□ 주요 임무
(1) 공유제조 플랫폼 육성 : 플랫폼 건설 적극 추진, 플랫폼 응용 장려, 업그레이드
(2)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공유제조 발전: 공유공장 건설, 공공기술센터 지원, 서비스 공유 적극 추진
(3) 공유제조 발전 생태계 조성 : 대기업들의 역량 공유 개방, 신용시스템 및 표준체계 완성
(4) 디지털 기반 강화 : 기업 디지털화 수준 제고, 신형 기초설비 도입(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등
□ 지원 정책
(1) 조직 강화
- 공유제조 산업 연합 수립, 제조기업과 인터넷 주요 기업 및 관련 연구기구 연합 지원 등
- 플랫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추진, 공유제조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관련 표준연구, 응용확산, 신용평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업계 교류 등 추진
(2) 시범 인도
- 시범사업 참여기업 선발 시 기초 여건, 수요가 있고 시범효과가 기대되며 광범위한 보급이 가능한 공유제조
시범 플랫폼 및 사업을 선발
- 시범사업 시행과정 중의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총괄, 평가한 뒤 경험에 대한 교류와 프로모션 강화,
공유제조의 타업계 응용심화 및 혁신발전 추진
(3) 정책지지 강화 : 다양한 자금지원,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 지원 독려
(4) 인재양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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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사례 및 트렌드

1 생활 서비스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
● 기존 음식배달 등 생활서비스 뿐 아니라 보조 배터리, 와이파이 공유 등 다양한 업종들이
생겨나면서 생활서비스의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있음
회사명 : 메이퇀(美团)

• 메이퇀은 2010년 3월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출발, 현재는 음식, 숙소, 자전거,
차량호출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2018년 기준,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점유율 : 62%)
• 최근 1년 간 연간 사용자 수는 3.8억 명, 2018년 3분기 누적 거래금액은
1,457억 위안(한화 24.4조)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2018년 9월, 홍콩증시 상장)
• 서비스 공급자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영업서비스, 배송서비스, IT
서비스, 공급망 서비스, 경영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배송효율과 안전성 제고

회사명 : 지에디엔(街电)

• 지에디엔은 2015년 설립된 보조배터리 공유 기업
(스마트폰 등 IT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립)
•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보조배터리 공유시장 점유율 40.5%로 소비자와
유통상들에게 가장 익숙한 브랜드임
• 해외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3월에는 우리나라에도
진출(코끼리 박스), 보조배터리 공유 시장을 개척

회사명 : 리엔샹(连尚)

• 리엔샹은 무료 인터넷, 정보제공, 오락 등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원스탑
서비스 플랫폼
• 핵심 상품인 와이파이만능열쇠(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접속방식 제공
앱)는 이용자 규모가 8억 명으로 50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
차지
•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 와이파이, 항공 와이파이, 와이파이망 보조설비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과 협력해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

2 생산력(제조) 공유
향후 제조 선도 기업들의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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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은 제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택
-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빠른 속도로 제조업이 발전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대국이 됐지만,
제조업이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저•중 단계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임금상승, 과잉생산 등 제조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생산력(제조) 공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제조업의 각 세부업종 간 설비, 기술, 데이터, 관리방식 등이 모두 달라 세분화된 업종별 공유
플랫폼 수립이 향후 생산력 공유경제 발전의 주요 추세가 될 전망
● 협동형 생산력 공유기업인 셩이방(生意帮)은 고객 수요를 세분화해 각 제조 단계별로 우위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력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회사명 : 타오공장(淘工厂)
• 타오공장은 2013년 12월 알리바바 플랫폼 상에서 생산자 중개 서비스 개시
• 판매자는 제품 생산 공장을 저렴하게 찾을 수 있고, 생산자는 공장의 유휴
기간 동안 타 기업에게 상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 제고
유형 : 제1모델-중개형

회사명 : 하이촹후이(海创汇)

• 하이얼(중국 가전 그룹)이 만든 인큐베이팅 플랫폼
• 하이얼이 스타트업에게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사무공간, 공장, 공급망,
온오프라인 판매루트, 기술 등)를 제공
• 온라인 인큐베이팅 플랫폼, 오프라인 인큐베이터, 산업기금 투자 플랫폼,
산업자원 플랫폼 등을 운영

유형 : 제2모델-혁신형

회사명 : 셩이방(生意帮)

• 고객기업이 하이촹후이에서 창업 시 고객은 자기 상품을 제작 후 하이얼 그룹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으며 수익은 공유

• 셩이방은 주로 중소 공장을 대상으로 한 협동생산 플랫폼으로 23개의 업종,
131개의 세분화된 가공단계에서 15,000개의 소규모 공장이 있음
• 회사 설립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시장가치는 1억 위안을 넘었고 월 평균
성장률은 70%에 달함
• 기존 상품 생산 수요 매칭 모델을 넘어 수요 분석, 설계 업그레이드, 공정검증,
소프트웨어 연동, 시장 검증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상품생산 서비스를 제공

유형 : 제4모델-협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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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주문 수요를 분석, 주문을 각 단계별로 가장 기본적인 생산단위까지
분리,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 소기업에게 아웃소싱

3 차량공유/승차공유
최근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차량•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종합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과 알리바바 등 타 부문 공유경제 업체들이 차량공유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회사명 : Gofun추싱(出行)

• 베이징 쇼우치 그룹(首汽集团) 산하의 차량공유 회사로 모바일 앱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를 시분(時分)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지역 : 80개 이상 도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 200만 명 돌파)
• 자체 블록체인인 GFChain(GFC)을 개발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타인과 거래를
가능케 하는 등 차량공유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도 시도

회사명 : 디디추싱(滴滴出行)

•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승차공유 플랫폼
(2018년 기사 100만 명, 운송 승객수 100억 명, 누적 운행거리는 488억km)
• 승차공유 외에도 대리운전, B2B 기반 기업차량 서비스도 제공
• 2018년에는 ‘디디 AI 랩스’를 설립,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상품인 ‘교통두뇌’ 발표
• 최근 GPU기업인 엔디비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및 컴퓨팅 솔루션 개발 시작

4 숙박공유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가장 큰 공유숙박 시장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선, 3선
도시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베이징, 청두, 상해 등 대도시가 객실, 투숙일7), 활성 이용자 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객실 수

지역별 투숙일 수

단위 : 만 개

지역별 활성 이용자

단위 : 만 개

단위 : 만 명

베이징

베이징

청두

상하이

청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상하이

청두
시아먼
충칭
항저우
칭다오
시안
션전

충칭

충칭

광저우

시안

시안

광저우

시아먼
항저우
칭다오
우한

시아먼
항저우
칭다오
우한

자료 : 중국 국가정보센터

7) Room night : 총 객실 이용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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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리장(丽江), 친황다오(秦皇岛), 꾸이린(桂林) 등 유명 여행도시의 공유숙박 예약률이
각각 전년 대비 650%, 600%, 300%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개인 여행 뿐 아니라 가족단위 수요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올랐으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등 공유숙박 수요가 더욱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
● 가족단위 여행뿐만 아니라 지방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수요도 크게 증가
● 공유숙박 이용자 중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40% 이상으로, 그 중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가정이 66.7%로 큰 비중을 차지
시내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숙박 공유용으로 제공하면서 공유숙박이 숙박수요
뿐만 아니라 건설 수요 확대를 진작
회사명 : 샤오쮸(小猪)
• 샤오쭈(2012년 설립)는 2019년 5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도시에 80만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음
• 안면인식, 근거리 무선테이터 통신(NFC), 블루투스 열쇠 및 디지털 비밀번호
등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매연경보기, 방범경보기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음

회사명 : AirBnB(爱彼迎)

•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으로 2015년 중국 진출 이후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8년 AirBnB 플러스를 출시(13개 도시에 제공)하여 집주인 신용, 객실
청결도 등 100여개 항목에 대한 표준인증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
• 집주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약 2만 명)하여 서비스 안전성을
제고

04.

향후 전망과 시사점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18년 2조 9,420억 위안(한화 496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중국 공유경제 시장은 앞으로도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
● 2018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1.6% 증가했고 부문별 성장률도 23.0%~
97.5%에 달해 기존 전통산업의 성장률에 비해 성장세가 가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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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 창출, 생산력(제조)는 서비스의 세분화, 지식•기술, 오피스,
숙박, 의료는 사용 안정성 개선과 소비자 경험 확대로 성장을 지속할 전망
공유경제 부문별 전망
구분

주요 내용

생활서비스

기존 서비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내며 공유경제의 최대시장(시장점유율
54%) 지위를 유지할 전망

생산력(제조)

다소 큰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제공 서비스가 세분화되며 시장규모와 성장률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지식•기술, 오피스,
숙박, 의료서비스

아직 시장 크기가 작지만 사용 안정성이 개선되고 소비자 경험이 확대되면서 향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일부 분야
에서 업체 난립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음
● 공유 보조배터리, 공유 와이파이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업종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부 분야에서 과잉 투자로 업체가 난립하거나 공유물품의 훼손과 남용 등 공유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 요인임
- 공유경제 확산 초기 공유 자전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체가 난립하고
도산하면서 고장 난 자전거가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 육성 정책에 따라 각종 규범과 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산업별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의무와 역할을 제도화하며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등 관련 표준을 마련
● 공유경제 부문별 구체 목표를 확정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직, 자금, 인재양성
등에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를 ‘혁신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 공유경제는 전통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훨씬 높고 유휴자원과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공급과 부가가치를 높이며 연관 산업의 수요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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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은 인테리어, 공유차량은 세차•정비 수요를 확대시키는 등 공유경제는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큼
- 대도시의 교통체증 혹은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공유경제의 장점을 인식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통해 공유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
● 우리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맞는 참신한 공유경제 모델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수
모델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산력(제조)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해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적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가 육성할 만한 분야임
- 업종별 고객 수요를 세분화해 제조단계별 공유 플랫폼 마련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기반으로 원스톱 상품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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