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석

중국 의료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1.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동향
(1) 중국 인구구조와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
●

중국은 출생률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그림 1>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 및 비율

자료: 国家统计局·东奥证券研究所(2021), “人口结构演变背景下的医疗服务投资机会”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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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신생아 및 출생률
중국의 신생아 수

중국의 출생률

자료: 国家统计局·东奥证券研究所(2021), “人口结构演变背景下的医疗服务投资机会” 재인용.

-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수는 2010년 1억 7,800만 명에서 2020년 2억 6,00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3.3%에서 2020년 18.7%로 증가
- 2016년 중국 정부가 둘째 자녀 출산을 허가하도록 인구정책을 전면 완화한 이후 출생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하락 추세는 지속
●

중국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상승하고 건강의식이 제고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
- 중국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8.4%이고, 2020년에는 3만 2,000위안을 기록
- 2013~2020년의 의료보건비 지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902위안을
기록

<그림 3> 중국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및 의료보건비 지출
중국 일인당 가처분소득

자료: 东奥证券研究所(2021), “人口结构演变背景下的医疗服务投资机会” 재인용.

16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중국 일인당 의료보건비 지출

산업 분석
(2) 중국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

2019년 기준 중국의 공립종합병원은 7,391개, 민영종합병원은 1만 2,572개로, 민간 종합병원이
수량 측면에서 성장이 뚜렷

●

2019년 공립병원 총수입은 4조 426억 위안, 민간병원의 총수입은 6,016억 위안으로 공립병원의
수입이 높으나, 민간병원 수입의 증가율은 공립병원보다 높은 수준

<그림 4> 공립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수량 및 증가 현황

자료: 东奥证券研究所(2021), “人口结构演变背景下的医疗服务投资机会” 재인용.

<그림 5> 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연간 총수입 및 증가률 현황

자료: 东奥证券研究所(2021), “人口结构演变背景下的医疗服务投资机会”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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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 아이리서치(艾瑞咨询, 2020)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디지털 의료 시장 규모는 40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0.5% 증가

●

IT桔子(2020)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의료 분야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의료산업 투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81.6%를 기록

<그림 6> 중국 디지털 의료시장 규모 및 증가율 변화

자료: 艾瑞咨询(2020), 「中国互联网+医疗行业研究报告」.

<그림 7> 중국 의료산업 투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중
(%)

자료：IT桔子(2020), 艾瑞咨询(2020), 「中国互联网+医疗行业研究报告」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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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중국 의료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 7월 1일 ‘14차 5개년(2021~
2025년) 고품질·고효율의 의료보건 시스템 구축 실시방안(十四五优质高效医疗卫生服务体系
建设实施方案)’을 발표
- 2025년까지 양질의 통합형 의료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화 질병 예방,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응급 의학 등의 치료 기지를 설립한다고 발표

●

코로나19 이후 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료보장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은
전국 단위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
-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인터넷+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关于
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医保服务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온라인 의료
서비스의 보험결제 통로 마련 1)
- 2020년 11월에는 “인터넷+ 의료서비스의 의료보험 지급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
推进‘互联网+’医疗服务医保支付工作的指导意见)”을 통해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지역 간
처방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
- 2020년 12월에는 “인터넷+ 의료건강 5대 통합 서비스 추진에 대한 통지(关于深入推进‘互联网+
医疗健康’‘五个一’服务行动的通知)”를 발표하고, 의료기관 데이터, 건강 코드, 결제서비스, 온
라인 행정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등 5대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의 상호 연계를 확
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의료를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鼓励
外商投资产业目录, 2020년)’에 포함하고 관련 분야의 외자 유치를 독려
-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은 외국 투자기업이 우대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향후
동 분야의 외자 유치는 지속 확대될 전망

1) 财经(2021. 5. 14), “平安, 太保都在做的互联网医院能成为保险公司的医疗突破口吗?”, https://finance.sina.com.cn/money/
insurance/bxdt/2021-05-14/doc-ikmxzfmm2481566.shtml(검색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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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의료서비스산업의 전망
●

중국의 도시화, 인구 고령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I, 빅데이터 등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 내 온라인 의료 이용자 수는 2020년
12월 2억 1,480만 명에서 2021년 6월 2억 3,333만 명으로 1,142만 명 증가
- 중국 내 온라인으로 진료가 가능한 인터넷 병원(互联网医院)도 2018년 12월 119개에서
2021년 6월 기준 1,100개 이상으로 증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병원은 2,337개,
온라인 결제, 스마트 의료 지도 및 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병원은 5,000개 이상임.

<그림 8> 중국 인터넷병원 수 및 시장 규모 변화

자료: 保观(2021), 财经(2021. 5. 14) 기사 재인용.1)

4. 시사점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의료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진료 등 디지털 의료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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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이 가진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 필요
-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만성질환 관리, 전문 성형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 분야에 시장 진출 방안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의료 기업과 중국
현지 병원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

●

한·중(창춘) 국제협력시범구에 인접한 지린시도 2019년 “인터넷 + 의료 건강 발전 추진에 대한
시행 의견(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을 지원2)
- 특히, 의료 빅데이터산업, 임상 및 치료의 스마트화, 보건의료 데이터 보안,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
-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조은교_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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