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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컬설팅

한중 M&A 기회와 트렌드: 투자 열풍 지속 ②

중국 제4차 산업 및 관련 투자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IoT), 산업인터넷(IIoT), 5G, 3D프린팅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기술혁명을 의미

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등 전략을 통

하여 ‘세계의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높은 비중의 R&D 투자 

및 세부 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기술 발전과 

4차 혁명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4차 

산업인 핀테크, 로봇,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5G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빠른 발

전을 이루고 있다.

2019년 9월 PwC가 발표한 “China Herd’s 

of Unicorns”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 상하

이, 선전 등에 200여 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업체)을 보유하고 

있다. 유니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

드 컴퓨팅, 전기차 등 제4차 산업 분야에 주

로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니콘으로는 

기업가치 170조 원 이상의 엔트 파이낸스

(蚂蚁金融, 핀테크), 95조원의 바이트댄스

(字节跳动, 인공지능 및 콘텐츠), 70조원의 

디디추싱(滴滴出行, 승차공유 플랫폼), 33조

원의 콰이쇼우(快手, 쇼트클립 플랫폼), 32

조원의 차이냐오(菜鸟, 빅데이터 기반 물류) 

등이 있다.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발전과 외국 자본

에 대한 의존도 감소 목적으로 2019년 7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돼 유니콘들

의 Exit을 용이하게 됐다. 커촹반(科创板)

은 다른 시장과 달리 등록제이며 적자 기

업 및 차등 의결권을 가진 기업도 상장 가

능하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 현재 200여개

의 차세대 IT(AI, Big data, IT 보안 등), 바이

오/메디컬, 첨단장비, 신소재 업체 등이 상

장돼 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제 4

차 산업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크로스보더 거래에 참

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최근 다양한 한

국 업체들이 중국 데이터 센터 및 IT 업체들

에 투자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양

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IPO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한 사업 전략

<다양한 사업 전략>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

한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필드 투자, 합

작법인 설립, 공동 R&D, M&A, 일대일로 관

련 지역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Greenfield: 한국 기업이 외상 투자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100% 해외 자회사를 설립

하는 방식

•JV: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현지 JV를 설

립해 같이 운영하는 방식

•R&D: 한국 기술형 기업이 중국에서 연구개

발기구를 설립하여 중국 현지 기업, 대학   

(원) 및 연구소와 

•공동 기술 개발하는 방식

•M&A: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일부 혹은 전체 지분을 크로스보더로 인

수하거나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Startup Hub: 한국/중국 창업기업 투자 및 

공동개발 허브 구축

•Special Zone: 문화관광 특구 건설

•One Road One Belt: 일대일로 공동 투자

<코로나19 대응 전략>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PwC는 디지

털 가속화, 민첩한 의사결정 실현, 현금흐름 

관리 강화, 전후방 기업의 협업, 리더십 등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화 가속화

•변화로 변화 대응, 민첩한 의사결정 실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현금흐름 관리 강

화

•전방 리딩 기업과 후방 기업과의 협업

•리더들의 확신있는 태도 견지

COVID-19 위기 후 등장하는 M&A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

려해볼 수 있다.

•과거 SARS 등의 위기 시 M&A 50% 증가, 

SOE 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등 기회 발생

•위기 종식 후 6개월 내 우위 투자처를 선점

해 전략적으로 기회를 활용해 중국 내 사

업 확장 가능

<투자 결정시 고려요인>

한국 기업은 장기적 관점, 성장 가능성, 지

역적 기회, 사업적 측면 및 규제 등을 고려해 

투자(Invest), 최적화(Optimize) 또는 Exit

에 대한 의사결정의 필요가 있다.

<중국 진출 기업이 고려할 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

업의 성공적인 진입 및 안착을 위해 하기 항

목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첩한 디지털 혁신

•Win-Win 전략

•글로벌 마인드셋 + 현지화

•M&A, JV 등의 유연한 딜 스트럭처링

•중국 대기업/ 펀드와의 파트너쉽 & 창업기

업 협업/투자

한중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

화하고 중국 내 투자지역 개방과 제4차 산

업 개발은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

공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업 거

래와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국 기업들이 적절한 시장 진출 전략을 택함

으로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을 기대한다.

Invest

•해당 시장이 성장 기회 및 운영 문제 관리 가
능시 투자 확대

•쟁점: 규제/라이센싱 접근 방식
•예시) 장기적 관점 추가 투자 집행

Optimize 

•성숙 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시장 내 최적
화 수행

•쟁점: 사업적/규제적 이슈에 적시 대응 필요
•예시) 현지 Supply Chain 구축 등 현지화 심화

Exit

•중국 기업들이 지배적인 시장의 MNC 등 일부
의 경우 사업을 지속했을 때의 효용 대비 어려
움이 높아 Exit을 고려할 수 있음.

•예시) 제조시설 타 국가 또는 본국 이전

Invest, 
Optimize, 
Exit 결정시 
고려 요인

•중국 시장의 잠재력
•경쟁력/차별화
•규제/지리적 환경
•JV/유통망/공급상 확보
•IP, 기술이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리스크

•인사, 조직, 인재, Governance 및 문화 차이 
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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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China/HK

PwC China/HK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PwC의 중국 법인으로서 중국 최대의 리딩 전문 지식 서비스 업체이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을 포함한 31개 도시에 딜 및 컨설팅 전문가 2,000여명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 20,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PwC China/HK는 2020년 Best 

M&A Management Award 및 Best M&A Financial Service Award를 수상한 중국 내 1위 글로벌 M&A자문사이다. 특히 PwC China/HK 내 

Advisory 팀 중 한-중 간 인수합병 혹은 사업전략 컨설팅에 특화된 전문팀을 통해 다양한 한국 대기업 및 계열사들에게 매수·매도 자문, 중

국 시장 관련 컨설팅 및 회사 구조조정 컨설팅 등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