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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자로서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고, 일대일로(一
帶一路) 전략하에 적극적으로 동남아 인프라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강화를 꾀하는 것과 같이 동남아 역시 중국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관계 다각화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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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
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
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
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
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
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
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
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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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
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
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
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
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
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
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
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
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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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
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
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
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
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
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
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
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
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
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
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
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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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
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
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
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
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
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
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
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
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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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
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
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
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
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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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
국 경제제재 도입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
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다변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동남
아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이다.2) 동남아
는 이미 한국의 주요한 무역파트너이자 해외직접투자대상국이다. 2016년 한
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약 7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여 중국
에 이어 제2위의 수출시장이다. 2016년 한국의 대동남아 신규 투자는 64억 달
러로 대세계 투자의 약 13%를 차지하여 동남아는 미국에 이어 한국의 해외투
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는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2%를 차지하여 38%
인 중동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국민들의 방문지역 1위로 한국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3) 동남아는 한국기업들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 한·동
남아 교역은 중간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내무역의 특성이 강하며, 한국의
동남아 투자업종은 제조업이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동남아가 소득 측
면에서 아직 구매력이 낮기는 하나 인구가 6억 3,000만 명에 이르고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며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 인구가 늘고 있어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1)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KIEP 현안자료인 ‘오늘의 세계경제’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오윤
아 외 2017)의 형태로 먼저 발간되었다.
2) 이 글에서는 동남아와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모두를 해당 지역을 지칭하는 지리적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한다.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atabase(검색일: 2017. 6. 20).

제1장 서론 • 19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에 대한 최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한국에게 큰 관
심사일 수밖에 없다.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와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이전보다 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투자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 각국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시
진핑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기존의 중국의
대동남아전략을 흡수, 재편성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그 수준뿐 아
니라 속도에 의해서도 한국의 동남아 협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
내 외교안보적 변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
책을 통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미국의 전통
적 우방인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
판소(PCA)에 제소하고 2014년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맺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말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자주외교’를 표방하며 대대적
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대미, 대중 외교노선을 급격히 수정하였
다. 여기에 2017년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보호무역주
의와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 후퇴로 이어지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
하고 있어,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당분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이 확대되고, 동시에 중국의 외교전략이 보다 공세적으
로 전환되면서, 중국과 동남아 경제협력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국내외
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제로섬
(zero-sum)’적 인식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객
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의 경제대
국 부상으로 인한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면서도,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초래하
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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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겪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이 보고서는 첫째,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교
역 및 투자, 인프라 개발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둘째,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
고자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중국의 동남아 진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정립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과 동남아 관계가 보다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
나, 중국의 해외진출 관점에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연구만 살펴보
면 최필수 외(2013)에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
역별로 나누어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등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이승신 외(2017)에서는 2013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을 평가하면서 일대일로 전략 대상 중 하나로서 중국-동남아 협력을 분석하
였다. 해외에서는 미국정책보고서 중에 관련 주제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들이
있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국과 중국의 동남아 경제관계를 상품교역, 서
비스교역, 투자,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 등 분야별로 정리 및 분석한 바
있고(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5), 미중경제안보위원
회는 동남아 개별국가 수준에서 중국과의 수출입, 투자 등을 국가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중국과 동남아 경제협력
에 대한 중문연구는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접근
의 한계로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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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동남아 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교역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중·
동남아 교역을 상품교역의 추이와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전략 분
야로서 농산물 무역을 살펴본다. 또한 서비스 무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동
남아 유입 현황도 분석한다. 투자의 경우 양방향 투자가 아니라 중국의 동남아
투자만으로 분석의 대상을 국한하였는데, 물론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투자 역시 상당한 규모이지만, 이 보고서의 주제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이므로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루어지는 일방향만 분석하기
로 한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와
개발원조 통계를 활용하여 전체적 실적과 인프라 금융의 규모를 추정해보고,
분야로는 에너지, 교통인프라, 경제특별구역 건설을 선정해 사례 중심으로 서
술한다.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이 보고서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 분석, 현지조사를 통해 다양한 1, 2차 자
료를 수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야별로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에 대한 통계자료
를 활용하였다. 무역 관련 자료는 주로 ASEAN 사무국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IMF DOTS, UN comtrade를 활용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해외투자의 경우 일
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중국 상무부데이터를 가공한
CEIC Database와 ASEAN 사무국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
데이터의 비일관성 문제는 본문에서 글상자로 간단히 다룬다. 투자 중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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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 M&A 데이터는 UNCTAD와 Thomson Reuters Eiko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중국의 해외건설 관련 자료로는 CEIC 자료를, 중국의 개발금융
관련 데이터는 추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AidData를 이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동남아 각국의 정부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진에 중국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동남아 전략 등에 대한 중문문헌이나 중국
통계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헌 분석과 통계 분석 이외에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한 캄보디
아 현지 출장을 통하여 현지국가 정부 관리, 연구기관, 한국기관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중국이 건설,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
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방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다. 연구의 구성
2장에서는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전략에 대해 그 기본 방향, 최근 인프라
개발 중심전략, 그리고 중국 서남지역과 대륙부 동남아 지역의 통합을 추구하
는 지역협력전략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도
서술한다. 3장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교역의 최근 추이와 특징을 상품 일반, 농
산물 무역에서 살펴보고 서비스 무역의 대표적 분야로 중국 관광객들의 동남아
유입 추이도 간략히 다룬다. 4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가파른 해외직접투자
를 다루며 5장에서는 최근 중국-동남아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인 인프라 개발
을 교통, 에너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각 분야별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고 한국의 동남아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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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동남아는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동남아 정책 목
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중국의 세계강국 부상을 위한 지역 안보위협 해소와 주
변국의 지지 확보 ② 양지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 확보
③ 광시, 윈난성 등 중국 접경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이다.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동남아는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남중국해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2012년 이래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자
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에게 보다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2016년 PCA 판결 전후 중국의 외교적 행동에서도 보이듯, 중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뿐 아
니라 군사적 행동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역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에게 동남아는 주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다. 2015년 동남아
시아는 중국 전체 수출의 12.2%를 차지하여 3위를 차지했으며,4) 전체 수입의
11.2%를 차지했다.5) 또한 동남아는 최근 5년간(2011~15)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의 8%를 차지하여 홍콩과 카리브해 국가들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중
4) 중국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은 18.0%, EU는 15.6%, 일본은 6.0%, 한국은 4.4%를 차지(IMF DOTS, 검색일:
2016. 10. 21).
5) 중국의 전체 수입 중 EU는 12.5%, 한국은 10.4% 미국은 8.9%, 일본은 8.5%를 차지(IMF DOTS,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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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일본(2008년)이나 한국(2007년)보다 먼저 아세안과 FTA를 체결, 2005
년 발효시켰다. 중아세안 경제통합 심화를 위해 양측은 중아세안 FTA 개정의
정서를 채택하였고 이는 2016년 발효되었는데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의 개
방도를 높이고 경제 ·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지역개발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동남아, 특히 대륙부 동남
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지역 개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동남
아와의 국경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여 광시와 윈난성의 개발을 도모하고, 미
얀마를 통하여 인도양 무역로를 확대하고 에너지보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한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전략의 특징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동남아 협력의 주요 관문
이자 창구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동남아 협력의 주요 창구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은 동남아와 접경하고 있는 윈난성과 광시좡
족자치구이다. 윈난성은 내륙성으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고,
광시는 북부만을 끼고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윈난성과 광시는 ADB 주
도로 1990년대 수립된 중국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개발프로그램인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에 참여한 바 있다. 광시는 중국 서
남부 지역발전의 전략거점이자 서쪽으로 베트남과 접경지역이며, 남쪽으로 아
세안 국가들과 통하는 중국 서부지역의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중국과 동남아국
가들의 주요 협력 거점이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중국의 하이난성도 동남아 협
력의 창구로 부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내륙지역의 쓰촨성, 간쑤성 등
도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6)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동남아 외교에서 ‘2+7 협력틀’을 채택하였는
데, 안보와 경제협력의 두 축 아래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중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인프라 협력, 지 역금융 협력, 해양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등 7개 분
6) 대표적으로 쓰촨성 판즈화-아세안 국제무역도시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아세안 국제무역도시는 판즈화시
서부에 위치할 예정이며, 건설면적 50,800㎢에 투자 총액 4억 1,000만 위안이 소요될 예정이다(중아세안
센터(2016. 11. 29), http://www.asean-china-center.org/english/2016-11/29/c_135884272.
htm, 검색일: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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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협력하기로 2013년 중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합의하였다.

표 2-1. 중국 ‧ 아세안 경제협력 주요 연표
2004년

제1차 중 ‧ 아세안 엑스포 개최

2005년

중 ‧ 아세안 상품협정 발효

2007년

중 ‧ 아세안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중 ‧ 싱가포르 FTA 발효, 중 ‧ 아세안 투자협력기금(250억 달러 규모) 조성 발표

2010년

중 ‧ 아세안 투자 협정 발효

2011년

RCEP 협상 개시

2013년
2015년

중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7 협력 프레임워크’ 제안, 중 ‧ 아세안 투자협력펀드 창설
중 ‧ 아세안 FTA 개정의정서 채택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외교장관 회의 개최

자료: 저자 정리.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안한 이후 최근 중국의 동남
아 진출전략은 일대일로 구상의 틀에서 재편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일대일
로’ 구상의 한 축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이며 중국은 동남아
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을
포괄한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자성격의 협의체 및 채널로
중 · 아세안 정상회의, 중 · 아세안 엑스포 등이 있다. 2016년 11월 개최된 중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 정상들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
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6년 중 · 아세안 엑스포
(CAEXPO)의 주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긴밀한 중 · 아세안 운명공동체
의 건설”이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 협력관계도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7)
7) 일대일로에 대한 논의는 이승신 외(2017)를,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동남아 프로젝트는 이 보고서의 5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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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중국은 주변외교의 일환으로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면서 2004년 이후 베트
남과 접경하는 광시의 난닝시에서 ‘중 · 아세안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이 엑
스포는 이후 매년 열리는 중국과 아세안 공동의 최대 무역투자행사이자 아세안
에게도 최대의 무역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중국 상무부, 아세안 10개국 정부,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주최하며, 2004년 이후 매년 9월 열린다. 중국정부는 중
아세안 엑스포에 국가1급 박람회의 지위를 부여하며 중국과 아세안 경제협력
의 핵심적 행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란창-메콩 협력메커니즘은 중국 주도의 메콩유역 5개국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지역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접경지대 경제특별구역 건설, 수자원 개발,
농업 개발 및 빈곤 감소이다. 2015년 11월 윈난성 징흥시에서 제1차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6년 3월 중국 하이난성 싼야(三亚)에서 제1차 정상회
의가 개최되었다. 본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
트남, 중국의 연계성 향상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양허성 차관 15억 4,000만 달
러(100억 위안)와 10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라인(credit line)을 약속하였다
(Tian 2016).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은 그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ADB에
서 주도해온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과 사실상 중복되
는 내용으로, 메콩유역 협력에서 중국이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접경지역의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 개발사업을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함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윈난성의 경우 쿤밍에서
출발하는 중국-싱가포르 고속도로와 중국-싱가포르 철도건설사업이 대표적이
다. 광시는 연해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중아세안 해양협력의 중심지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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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6년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 · 아세안 엑스포 개최지인 광시에 역내 해운물류 자원의 통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중 · 아세안 해운물류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8)
이외에도 중국 하이난 성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3~4월 중국과 동남아 10
개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9) 이 참여하는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고 있
다. 보아오 포럼은 중국과 동남아만의 포럼은 아니지만 동남아 10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협력포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동남아 협력틀의 하나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2-2. 주요 중국 · 동남아 협력포럼
구분

중국 · 아세안엑스포
광시 좡족자치구 난닝시 개최

란창-메콩 협력

보아오 아시아 포럼

중국, 메콩 유역 5개국(미얀마, 하이난성 충하이시 보아오 개최

개요 중국 정부, 동남아시아 10개국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 28개 회원국 참여 비정부, 비
정부, 아세안 사무국 공동 주최 남) 공동참여 지역협력체
2004년 이후 매년 9월 개최

영리 국제회의

2015년 11월 윈난성 징훙시 1998년 필리핀, 호주, 일본이

2016년 주제: “21세기 해상 에서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외 설립 아이디어 낸 후 2001년
연혁

실크로드 공동건설과 긴밀한 교장관 회의 개최
중-아세안 운명공동체 건설”

26개 회원국으로 창설

2016년 3월 하이난성 싼야에 2002년 첫 연차총회 개최 이
서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 후 매년 3월~4월 개최
회의 개최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
특징

일본

주도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 환경 문제 등 비정치

중국-아세안 무역투자 관련 최 (ADB)의 GMS 프로그램과 구 적 문제 주로 논의
대 행사

별되는 중국 주도의 메콩지역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협력체

자료: 저자 작성.

8) 김홍원, 박진희, 허유미(2016), p. 18.
9) 회원국 28개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타지
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스라엘,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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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일본의 전략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인프라 개발 의제와 메콩지역 협력에 각각 차별성을
확보하며 견제 및 경쟁적 협력틀을 제시하였다.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남아 정책이 후퇴하면서 중국 견제 기조는 불분명해지고 있으나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 영역에서 중국 견제 정책을 꾸
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09년 이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도입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표
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불확실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트럼프 정
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는 점도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기본 전략에 차질
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동남아 정책은 오바마 정부 말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
토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는 2016년 7월 PCA 판결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러나 이 보고서의 초점은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관계이므로 이 절에서는 남중국해
분쟁은 다루지 않고 미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과 사업만을 다루기로 한다.10)
오바마 정부는 2008년 주ASEAN 미국대표부를 설치하여 전담대사를 임명하
였고, 2009년 ASEAN과 ‘우호와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오바마 대통
령은 2011년 아태지역에 미국이 보다 중점을 둘 것을 밝히면서 동아시아 정상회
의(EAS)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하였고, APEC 포럼 및 ASEAN 지역 회
10)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유준규(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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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미국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4년 미국 국무
부가 의회에 보고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1)
1.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역내 미국의 안보
와 동맹관계를 심화시키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2. 미국의 수출과 투자, 지역경제 통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미국의 번영
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
3. 무역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중국 및 다른 신흥국들과 협력
4. 지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견고한 지역국제기구와 다자협의로 구성
된 효과적인 지역질서를 건설
5. 지속가능한 개발과 민주주의, 인권,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지
미 국무부는 2009년 기존의 대륙부 동남아 개발원조를 재정비하여 ‘하부메콩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를 출범시켰고, 이후 2012년 이를 보다
발전시켜 ‘아시아-태평양 전략적 관여 이니셔티브(Asia-Pacific Strategic
Engagement Initiative)’라고 명명하였다.12) 미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에 대한 지원을 2011년 약 7억 4,300만 달러에서 2015년 약 7억 8,000만 달러
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회복 및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중 세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해에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하였다.13)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 캘리포니아 서니랜드(Sunnyland)에서 미-아세안 정상회담
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US-ASEAN Connect라는 새로운 아세안 협력프로
그램을 발표하였다. U.S.-ASEAN Connect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
11)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p. 9.
12) U.S. Department of State(2012b), “Remarks at the U.S.-ASEAN Ministerial Meeting” (July 11),
http://www.cfr.org/world/clintons-remarks-us-asean-ministerial-meetin g-july-2012/p
28697(검색일: 2017. 3. 7).
13)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16), pp. 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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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① 비즈니스 ② 에너지 ③ 혁신 ④ 정책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한다. 미국은 자카르타 미국 대표부에 미국-아세안 커넥트 센터를 개
설하였고 본 센터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와 중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USAID, 미 국무부, 상무부, 무역개발청,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재무부, 수출입
은행, 해외민간투자협회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여성에
대한 금융 지원, 디지털 경제, 금융,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 역량 강화 분야
에 협력이 집중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14)
중국의 메콩협력에 대응하고자 했던 미국 주도의 지역협력체로는 이제 사실
상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하부메콩이니셔티브(LMI, Lower Mekong
Initiative)를 들 수 있다. LMI는 2009년 미국의 아시아 복귀 선언 이후 발표
되었으며, 미국과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 간 주요 협력 수단15)으로써 메콩 유
역 국가들의 개발역량을 개선하여 아세안 내 개발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설립되
었다. LMI는 2009년 7월 23일 태국에서 개최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로 창설되었으며, 미얀마
는 2012년 7월에 회원국이 되었다. LMI는 ① 농업 · 식량 안보 ② 인프라 ③ 교
육 ④ 에너지 안보 ⑤ 환경 · 물 ⑥ 보건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하고16) 메콩
유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여국가들의 원조 정책을 조정
하는 ‘Friends of Lower Mekong(FLM)’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LMI
2016-2020 이행을 위한 종합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미국은 2013~15년 아
시아태평양 안보 관여 이니셔티브(Asia Pacific Security Engagement
Initiative)를 통해 LMI에 5,000만 달러를 공여하였다.17)18)
14) The White House(2016), “FACT SHEET: U.S.-ASEAN Connect,” https://obamawhitehouse.
archives.gov/the-press-office/2016/09/08/fact-sheet-us-asean-connect(검색일: 2017. 6. 30).
15) Chang(2013), p. 282.
16) Editorials(2016), “Lower Mekong Initiative and Sustainability.” (August 1)
17) 교육 부문에서 LMI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여성, 정부의 역량 강화, 숙련 노동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태국 공동 STEM 교육 워크숍,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개설된 여성 기업인 센터가 있다. 대표적인 LMI의 환경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신재생 에너지 거버넌스
(Mekong Partnership for the Environment), 야생 동물 보호(ARREST), 산림 관리 사업(LEAF)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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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은 주로 인프라, 교육, 환경, 보건 부문에 집
중되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인프라 협력으로는 2016년 제9차 LMI 장관회의에
서 출범이 공표된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이 있다.19) 미국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면
서 기술 지원, 메콩강 유역 정부와 인프라 개발, 관리 경험 공유, 민간 부문 연
계성 강화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LMI의 주요 사업들에는 STEM20), 여성,
환경, 보건 분야의 사업들도 있어 경성 인프라 위주의 중국 이니셔티브와 차별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21)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일본은 중국의 동남아 전략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국가이
다. 이 절에서는 중국의 동남아 기본 정책, 인프라 포커스, 지역협력에 대한 일
본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동남아에 대한 주요 역외투자자로서 그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램이 있다. 보건 부문에서는 질병 예방, 역량 강화가 주요 협력 부문으로 LMI의 대표적인 보건 프로그램에는
인간과 동물의 질병 조기 검진, 대응능력 강화 프로그램(One Health Program), 말라리아 예방, 약품
관리(Drug Quality Monitoring in Greater Mekong Sub-region), 포괄적인 보건, 안보 분야 워크숍이
있다. U.S. Embassy & Consulate in Thailand(2017), “Lower Mekong Initiative Young Scientist
Networking Workshop,” https://th.usembassy.gov/lower-mekong-initiative-young-scientistnetworking-workshop/(검색일: 2017. 6. 29);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2016), “Re
marks Before Mekong Initiative Ministerial of John Kerry,” https://votesmart.org/public-statement/1117162/remarks-before-mekong-initiative-ministerial#.WVSmTJLyiUk
(검색일: 2017. 6. 29).
18) U.S. Department of State(2012a); U.S. Mission to ASEAN(2014).
19) U.S. Embassy & Consulate in Thailand(2017), “Lower Mekong Initiative Young Scientist
Networking Workshop”(April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9); U.S. Department of
State(2016), “Remarks Before Mekong Initiative Ministerial of John Kerry” (July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6. 29)
20) STEM: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21) U.S. Department of State(2016), “Fact Sheet on Lower Mekong Initiative Launches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July 25); U.S. Embassy in Cambodia(2016),
“Deleg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Lower Mekong Initiative Countries to Meet
for Regional Working Group” (Octo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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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왔고, 중국과 동남아에 걸쳐 일본다국적기업들이 광범위한 공급사슬을 구
축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은 최근 중
국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견제와 함께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동
남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 일본 현 정부의 동남아
전략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적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경제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다. 특히 아베 정부의 동남아 전략에는 중국 견제라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2013년 1월 18일 아베 총리가 인도네시아-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일
본의 대ASEAN 외교 5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22) 201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
된 ASEAN · 일본 우호협력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ASEAN · 일 우호 협력
에 관한 비전 선언문’과 ‘ASEAN · 일 특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
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협력원칙 이외에도 해양안전 보장이 포함되었다.
표 2-3. 2013년 ASEAN · 일 우호 협력을 위한 비전 선언문
1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해양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
번영을 위한 협력

2

3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일아세안FTA의 투자와 서비스 협력 강화
양질의 삶을 위한 협력
⦁재난관리협력 강화 패키지(5년간 3,000억 엔 규모)
교류를 통한 협력

4

⦁문화교류(문화와 예술 교류, 일본어 학습 지원)
⦁청소년 교류

자료: Okano(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p. 11.

22) 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및 확대를 위해 ASEAN 각국과 함께 노력함 ② 자유롭고
열린 해양은 무력이 아닌 법과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ASEAN 국가와 함께 확립해 나가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환영함 ③ 다양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일본 경제
활성화와 일본과 ASEAN 각국의 번영을 도모함 ④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호함 ⑤ 젊은 세대의
교류를 장려하여 상호 이해의 심화를 도모함(Okano(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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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는 취임 이후 2013년 1년 동안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 9개국 모
두를 방문하였고, 2013~15년까지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 국가수반을
일본으로 초대하여 회담하는 등 아세안 외교에 전력을 기울였다(부표 3, 4).
또한 2006년 약 7,00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일본 · ASEAN 통합기금
(JAIF)을 2013년 12월 ASEAN · 일본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JAIF2.0으로 업
그레이드하고 1억 달러를 추가 출연하였다. JAIF의 목적은 ASEAN공동체 설
립을 지원하고 일본과 ASEAN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재 동남아 전략에서도 인프라 협력은 핵심 협력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프라 개발에 대응하여 동남아를 포함한 아
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개발금융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국과의 경쟁을 의
식하여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일본은 향후 5년간 아
시아 인프라에 1,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
한 투자: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네 가지 행동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행동목표는 ① 인프라 부문의
ODA 차관 확대 ② 민관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ADB와 협력 ③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되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④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국제표준으로 수립되도록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본 이니셔티브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개발도
상국의 민관협력사업 이행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ODA 차관, ADB와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기능 강
화 및 교통 · 도시개발을 위한 일본 해외인프라 투자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신규 설립이 그 내용이다.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건설의 구
체적 예로 일본이 건설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인도 델리의 지하철, 몽골 울란바
토르 고가철도, 베트남 하노이의 녓떤(Nhật Tân)교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본 이니셔티브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기술 제공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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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후속조치로 2017년 ADB에 2년 동안 기술지원자금을
4,000만 달러 기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후술할 ‘신(新)도쿄 전략 2015’역시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며 ‘양질의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표 2-4. 일본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4대 분야
제1분야: 일본의 경제협력 수단을 통한 원조 확대 및 가속화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무상원조를 일본의
ODA 차관과 연계하여 일본의 아시아 인프라ODA 차관 규모를 약 25% 증대
- 개발도상국 정부가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을 보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ODA 차관을 지원하여
인프라 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
- 일본 ODA 차관 절차의 신속화
제2분야: 일본-ADB 협력
- ADB의 이니셔티브*지지
* 대출 능력 50%까지 확대, 대출 포트폴리오 민간 부문으로 확장, 사업 준비 기간 단축
- ADB의 향후 증자 고려
- JICA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JICA와 ADB 간 새로운 협력체제 고려
제3분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상대적 고위험 사업에 대한 투자 2배 증가
-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에 JBIC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권
한 부여
- 신규 설립된 교통·도시 개발을 위한 일본 해외인프라 투자기구(JOIN) 활용
제4분야: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국제 표준으로 홍보
- 파트너 국가들뿐 아니라 World Bank 및 ADB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
- G20과 UN 등 국제 포럼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기술제공 협력 강화
자료: Japan MOFA et al.(2015), pp. 1-2.

또한 일본은 중국과 대형 인프라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4
장에서 다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고속철 건설사업은 일본이 인도네시아 정
부와 수년 동안 협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사업이었다. 중국과 태
국이 방콕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고속철 구간을 협상하는 사이, 일본은 태국정
부와 협의하에 방콕과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고속철의 예비타
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입찰 예정인 말레이시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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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 고속철 사업에 대해서도 일본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주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륙부 동남아 지역협력 전략은 2015년 발표된 ‘신(新)도쿄 전략
2015’에 잘 나타난다. 2015년 7월 4일 일본과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제7회 일 · 메콩 정상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
하고 일 · 메콩 협력을 위한 ‘신(新)도쿄 전략 2015’를 채택하였다.23) ‘신도쿄
전략 2015’는 메콩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일본과 메콩국가들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채택된 ‘도쿄 전략’의 후속 전략이다. 신도쿄 전
략은 메콩 지역의 ‘양질의 성장’ 실현과 일본과 메콩국가들 간 협력 강화를 위
한 주요 4개 전략을 포함하며,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쿄 전략에
대한 지원액 6,000억 엔보다 규모가 확대된 3년간 ODA 7,500억 엔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등 산업 기반의 정비를 추진하고
메콩 지역의 철도 및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인재의 육성과 같은 소
프트웨어적 발전을 강화하여 양질의 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전략은
양질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 메콩의 실현을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국 및 국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도쿄 전략은 이전의 도쿄 전략과 동일하게 메콩지역의 해양 안보와 해상 안
전을 위해 메콩국가들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4) 이 전략에
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
화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AIIB)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25)

23) 일·메콩 정상회의는 2009년 11월 6~7일 도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일본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2016년 9월 28~29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담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4) 外務省, 「日・メコン協力のための新東京戦略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2. 20).
25) 「ＡＳＥＡＮ経済統合の実像(第４２回)変貌を遂げつつあるメコン(下)」(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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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 일반
동남아의 대중국 무역액은 2000년 350억 달러에서 2015년 3,953억 달러
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 규모가 7,959
억 달러에서 2조 3,329억 달러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하였다. 2005년 발효된 중 · 아세안 FTA에 따라 대부분의 교역품목에 대해 완
전무관세 적용이 된 것이 동남아와 중국 간 무역 증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대다수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아세안 선발 6개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CLMV국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년간 동남아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보다 더
욱 빠르게 증가했다. 동남아의 대중 수출액은 2011년 1,418억 달러를 기점으
로 등락을 반복하며 2015년에는 1,473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중 수입액은 2011년 1,592억 달러에서 2015년 2,480억 달러로 크게 증가
했다. 이처럼 최근 동남아 대중국 수입이 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남
아시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174억 달러에서 2015년 1,007억 달
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의 최대 동남아 무역파트너는 베트남이며, 동남아 입장에서 최대 중국
수출국은 싱가포르, 최대수입국은 베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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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남아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그림 3-2. 중국의 2015년 주요 동남아 무역 파트너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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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동남아 대중국 수출 기여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그림 3-4. 동남아 대중국 수입 기여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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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남아 각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그림 3-6. 동남아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2015년)
(단위: %)

주: 흑자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제외.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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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남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베트남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나라
는 베트남인데, 2009년 이후 베트남의 전자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가 크게 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와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구조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2015년 중국은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 중 17%를 차지했으며, 동남아 최대 교
역대상국이었다.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은 EU, 미국, 일본 등으로 각각 동남아 전
체 무역의 10%, 9%, 9%를 차지했다.26) 2000년 중국이 차지했던 무역 비중은
4%에 불과했었으나 2015년 17%까지 확대되었다. 2015년 동남아의 수출 중
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13%정도이고, 동남아 전체 수입에서 대중수입
이 차지한 비중은 21%로 상대적으로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동남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위와 3위인 미국과 EU에 비해 2%포인
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수입에서는 2위인 일본과 10%포인트 이상
의 격차를 나타냈다.

그림 3-7. 동남아 2015년 주요 수출 파트너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26)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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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남아 2015년 주요 수입 파트너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아세안 평균 대중수출 비중은 2000년 3.8%에서 2015년 12.6%로 약 3배 증가
했으며, 해당 기간 아세안 선발 6개국(ASEAN-6)보다 CLMV 국가에서 대중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
에서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필리핀의 대중수출 비중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CLMV 국가들
중에서는 미얀마와 라오스의 대중수출 비중 증가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림 3-9. 아세안 선발국 대중국 수출 의존도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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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CLMV 대중국 수출 의존도
(단위: %)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2015년 수출입 비중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개별국가들의 무역상대국 순위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이 1~3위를 차
지했다. 중국은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라오스, 말레이시
아에게는 2위 수출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대
상국 1위를 차지했다.
표 3-1. 2015년 동남아에서 중국의 무역 상대국 위치
No.

국가

1
2
3

수출

수입

순위

비중(%)

순위

비중(%)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1
1
2

37.8
13.7
26.9

1
1
2

42.1
14.2
18.6

4
5
6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2
2
3

13.0
11.1
13.2

1
1
1

18.8
20.3
34.0

7
8
9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3
3
6

10.9
10.0
5.1

1
1
2

16.2
20.6
22.2

10

브루나이

12

1.5

2

25.2

주: 수출 순위, 수출 비중의 순으로 정렬.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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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두 국가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같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수출의
비중이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보
다 표준화해볼 수 있다. 이를 표준화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라고 하면 2015
년 기준 싱가포르가 17로 단연 높고, 베트남이 11, 라오스 9, 말레이시아 9의
순서로 그 뒤를 따른다(그림 3-1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10년간 CLMV 국가의 중국경제 노출도가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 크게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그림 3-11).

그림 3-11. 표준화한 동남아 중국 수출 의존도 변화(2006년, 2015년 비교)
(단위: %)

주: 표준화 중국 수출의존도 = (대중국 수출/총수출)×(총수출/GDP).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1. 22); IMF WEO Database(검색일: 2016. 11. 22).

아래에서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동남아 교역을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가공단계별로 분류해 그 추이를 살펴본
다.27) 가공단계별로 중국의 동남아 수입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7) 동남아 10개국 중 후발국의 경우 수출입 데이터가 미비한 경우가 있어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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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간재이며, 중국의 동남아 수입에서는 부품 및 부분품이 반제품보다 많
고, 수출에서는 반제품이 부품 및 부분품보다 그 규모가 크다. 최근 10년간 추
이를 요약하면 중국의 동남아 수입과 수출 양방향 모두 중간재 비중은 대체로
정체된 상태에서 반제품 비중이 늘고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줄고 있으며 최종
재 중에서는 소비재의 수출입 비중이 모두 늘었다.
2015년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간재이다.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이 37.4%, 이어서 반제품이 28.0%를 기록하
여 둘의 비중은 전체의 65.4%를 차지하였다. 지난 10년(2006~15년)간 중국의
대동남아 수입에서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반제품으로 2005년 21.9%에서
28.0%로 증가했으며, 부품 및 부분품 수입 비중의 경우 2006년 44.5%에서
37.4%로 감소했다. 소비재는 4.3%에서 9.7%로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자본재는
15.2%에서 11.2%로 감소했다. 원료의 경우 2006년 9.9%를 기록한 이후 2011
년 20.6%까지 확대되었으나, 2015년 다시 10.5%로 축소되었다.

그림 3-12.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3단계)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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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5단계)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2015년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중간재로 반제품이 전체 수출 중 35.6%이며, 부품 및 부분품 수출 비중이
17.4%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최종재에 해당하는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2.9%, 2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2006~15년)간 중국의 대동남
아 수출에서 비중이 증가한 품목은 반제품 및 소비재이다. 반제품 비중은 2006
년 30.0%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5.6%를 기록했으며, 소비재의 경우
2006년 13.8%에서 2015년 21.0%로 해당 기간 빠르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대동남아 원료,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 수출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부
품 및 부분품 수출 비중이 2006년 25.6%에서 2015년 17.4%로 크게 감소했
으며, 원료는 동 기간 2.0%에서 0.7%로 감소했다. 자본재의 비중은 2006년
24.4%에서 2009년 30.2%까지 증가했었으나, 2015년에는 22.9%까지 감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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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3단계)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그림 3-15.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5단계)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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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대동남아 교역에서
양방향 모두 반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최근 중국의 기술발
전으로 동남아에 대한 상대적 기술고도화가 이루어져 동남아로부터 저부가가
치 반제품 수입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28) 역으로 중국의 기
술고도화로 동남아의 대중국 반제품 수입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부
품 및 부분품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수입에서의 비중 감소는 중국의 기술발
전과 부품산업육성으로 인한 수입대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동남
아 수출에서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감소한 원인은 동남아 기업들과 동남아
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의 부품수입선 다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가공단계별 무역수지를 보면 중국은 자본재와 소비재에 대해서는 2006년
이래 지속적인 흑자, 원료에 대해서는 동남아 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거두
고 있다. 추이상 특이한 것은 중간재인데, 적자를 유지하다 2013년 이후 흑자
로 전환되었고 2015년 약 27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5년 자본재
흑자는 426억 달러, 소비재 흑자는 400억 달러, 원료 적자는 181억 달러이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ASEAN-5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의 국가별 대중국 중간재 수지를 보면 동
남아 공업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자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인도네시아와 특히 최근 공업화되고 있는 베트남
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28) 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반제품의 경우 최근 중국이 수입산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고 공급 과잉을 보이는 산업들이 많아 중국 입장에서 전반적인 수입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수입대상국의 기술 수준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05~15년 기간 중국의
한국과 일본, 미국과 EU로부터의 반제품 수입 추이를 보면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소폭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박진우 2016, p. 5). 이는 아마도 중국의 기술고도화로 상대적으
로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과 일본산 반제품수입 수요가 먼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 EU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일본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술력을 확보하고 중국투자 확대 등 투자연계성에 따라 한국 전자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진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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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국의 대동남아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그림 3-17. 중국의 국가별 중간재 수지 추이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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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남아 국가별 수입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중간재에서 상대적으로 고
부가가치인 부품 및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별로 그 추세가 상당히 다
름을 알 수 있다. 동남아 선도공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부품의 비중은
60%와 30%로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는 70%대에서 50%로 대폭
감소, 싱가포르는 40%에서 30%로 감소,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 비중이 10%에
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
로 2006년 3%에서 2015년 32%로 급증하였다(그림 3-18). 중국의 대베트남
수입구조 추이만을 별도로 보면 그 변화상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 2006년 중국
의 대베트남 수입은 가공단계별로 원료가 62%에 달했고 부품 및 부분품은 3%
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 만인 2015년에는 원료 비중은 9%로 급감하고 부품
및 부분품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3-18. 중국의 국가별 수입 중 부품 및 부분품 비중 추이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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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중국의 대베트남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단위: %)

주: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품목을 보면 2015년 동남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기계류와
원자재이며, 주요 수입품목 역시 전기기기 및 기계류에 집중되어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 TV · VTR과 그 부분품이 전체 수출의 38%인 720억
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을 차지했다. 대중국 수입에서도 전기기기 · TV · VTR과
그 부분품이 5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수입품목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기
계류, 철강 등의 수입이 두드러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도 규모가 상당하나, 동남아 전체로 보면 전자제품과
기계 및 부품소재 교역이 중국과 동남아 간 교역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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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동남아 대중국 10대 수출품목(2015년)
(단위: 십억 달러)

주: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그림 3-21. 동남아 대중국 10대 수입품목(2015년)
(단위: 십억 달러)

주: HS 코드는 2 digit 기준임.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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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산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역할과 동남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서
제한적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의 대중 최대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
TV · VTR와 광물성 연료, 기계류이고 대중 최대 수입품목 역시 전기기기 ·
TV · VTR와 기계류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공단계별 최다 교역이
중간재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전에는 동남아 선발 공업국에서
생산한 중간재가 다른 국가들의 원료와 함께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조립
되었으나,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이제 역내 가치사슬은 산업별･상품별로 크게
다른 복잡한 모델이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남아에 비해 글로벌가치사슬에
서 보다 고부가가치쪽으로 이동한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소재
가 동남아로 수입된 후 최종재로 조립되어 선진국 및 현지시장으로 판매되는
구조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및 TV를 중심으로 한국전자업계
가 중국과 베트남에 구축한 지역생산네트워크는 핵심부품은 중국 및 한국에서
생산하고 완제품 조립을 베트남에 집중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29) 외국기업
의 베트남 전자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와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적자가 확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앞서 확인한 동남아의 대중국 수입적자 추이에도 반영
된 것으로 추측된다.

29) 주대영(201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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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베트남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5
HS Code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72
84
85

철강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VTR

31

비료

2010
금액
927.2 85
760.1 84
701.7 27

HS Code
전기기기
TV·VTR
보일러 기계류
광물성 연료
에너지

2015
금액

HS Code

금액

전기기기

3600.4 85

12568.7

TV·VTR

3401.8 84

보일러 기계류

6813.2

1849.7 72

철강

4151.1

369.9 72

철강

1632.3 55

235.8 52

면·면사 면직물

1167.2 76

인조스테이플
섬유
알루미늄과

2777.8
2775.9

그 제품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베트남의 중간재 수입 → 현지조립 → 선진국 시장 수출의 구조는 베트남의
대미수출에서도 드러난다.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2005년 60억 달러에서 2015
년 3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 무역수지 흑자는 257억 달러에 달
한다.30)

표 3-3. 베트남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5
HS code

2010
금액

62 의류 (편직물 제외) 1490 61

2015

HS code

금액

HS code

금액

의류 (편직물)

3461 61

의류 (편직물)

6316

61

의류 (편직물)

1090 62

의류 (편직물 제외)

2572 85 전기기기·TV·VTR

5153

64

신발류

611 94

가구 및 침구류

1433 62 의류 (편직물 제외)

4593

3

수산물

553 64

신발류

1411 64

신발류

4097

94

가구 및 침구류

548 85

전기기기·TV·VTR

793 94

가구 및 침구류

2737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30)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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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간재 내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의 생산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반도체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최근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반도체 부품소재를 수입한
후 단순조립과 패키징, 검사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이를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31)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가치사슬은 일본과 달리 아직 중국이 자체적으로 구
축한 네트워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중국의 동남아 수출주체에서 외자기
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표 3-4). 특히 글로벌가치사슬이 나타
는 대표적인 산업인 전기통신기기에는 전체 수출기업 43개 중 외자 및 합자기
업이 40개에 이르고 있다. 비록 해당 통계가 2012년 기준으로, 이후 중국의 기
술발전이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의류산업의 경
우 중국 의류생산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원가 상승에 대응하여 캄보디아 등으로
이전 및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중국의 대동남아 수출 상위 100개사의 내역
소유형태
산업분야
합계

합계

국유
중앙

기타

공유·집단
소유

민영

외자

합자

불명

100

18

12

3

9

41

6

11

석유화학

9

7

0

0

1

0

1

0

철강, 광업

10

1

3

1

4

0

0

1

조선

11

5

2

0

1

1

2

0

전기통신기기

43

1

0

0

2

37

3

0

설비기계

4

2

2

0

0

0

0

0

무역

8

1

2

0

0

2

0

3

물류

6

0

2

2

0

0

0

2

철도

1

1

0

0

0

0

0

0

방직·의류

2

0

0

0

1

1

0

0

기타

2

0

1

0

0

0

0

1

불명

4

0

0

0

0

0

0

4

자료: 末廣昭 외(2014, p. 87, 재인용).
31)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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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의 동남아 국경무역
2015년 윈난성과 동남아 10개국의 교역 규모는 약 131억 달러로, 윈난성이 동남아에 82억
달러를 수출하고 49억 달러를 수입하며 3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윈난성의 총
수입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62.5%이며 총수출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
이다. 윈난성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가 윈난성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총수입의 42.4%, 총수출의
15.1%를 차지한다.

표 3-5. 윈난-동남아 수출 현황(2015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비중

1

미얀마

2,508,300

15.1

3

베트남

1,560,360

9.4

4

태국

1,498,890

9.0

6

말레이시아

813,600

4.9

7

인도네시아

781,410

4.7

9

싱가포르

523,800

3.2

11

라오스

317,800

1.9

24

필리핀

123,480

0.7

32

캄보디아

74,580

0.4

45

43,990

0.3

ASEAN

브루나이

8,246,210

49.6

총

16,616,890

100.0

자료: 윈난성 쿤밍 해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표 3-6. 중국의 동남아 FDI 국별 비중(2013~15년 평균)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

미얀마

3,346,880

42.4

2

베트남

771,590

9.8

4

라오스

561,750

7.1

8

태국

189,010

2.4

20

싱가포르

34,200

0.4

27

말레이시아

21,830

0.3

47

인도네시아

5,020

0.1

49

필리핀

3,73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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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73

캄보디아

180

0.0

-

-

-

ASEAN

브루나이

4,934,170

62.5

총

7,900,310

100.0

자료: 윈난성 쿤밍 해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2016년 기준 광시좡족자치구와 동남아의 교역 규모는 약 246억 달러이며, 수출 143억 달러,
수입 121억 달러로 약 22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동남아 중 광시의 최대 수출국은 역시 접경
한 베트남으로 그 비중이 60.5%에 이르고, 최대 수입국 역시 베트남으로 40.9%를 차지하였다.

표 3-7. 광시-동남아 수출 현황(2016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비중

1

베트남

13,223,377

60.5

4

싱가포르

353,757

1.6

7

태국

210,737

1.0

10

말레이시아

169,195

0.8

13

인도네시아

156,864

0.7

15

필리핀

145,552

0.7

37

미얀마

30,732

0.1

45

캄보디아

22,036

0.1

51

라오스

14,069

0.1

136

브루나이

846

0.0

ASEAN

14,327,164

65.5

총

21,857,542

100.0

자료: 광시 난닝 해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표 3-8. 광시-동남아 수입 현황(2016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

베트남

9,684,855

40.9

3

태국

1,535,433

6.5

16

말레이시아

284,2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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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순위

국가명

수입

비중

17

인도네시아

279,527

1.2

20

필리핀

164,320

0.7

24

싱가포르

110,915

0.5

28

캄보디아

52,915

0.2

39

라오스

23,922

0.1

78

미얀마

1,203

0.0

116

브루나이

3

0.0

ASEAN

12,137,308

51.2

총

23,706,253

100.0

자료: 광시 난닝 해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3).

2. 농산물 교역
중국과 동남아 경제교역에서 농산물 교역, 특히 동남아 농산물의 대중국 수
출은 양국간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 · 동남아 상품교
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는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이 중요한 협력의제이 된다. 또한 동남아 경제에서 농업
등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역시 작용한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중국은 중아세안FTA에서 동남아 농산물 수입에 대해 조기수확제
도를 미리 도입한 바 있다.32)

32) 중국의 입장에서 동남아는 주요한 농산물 수입시장으로 2015년 중국의 총 농산물 수입에서 동남아 농산물
은 약 13.4%를 차지한다(UN Comtrad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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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49억 달러에서 2015년 151억 달
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4% 증가하며 14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2~15년 140~15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수
출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며 이들이 전체 수출의 95%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최대 단일수출품목인 동식물성유지를 제외할 경우 베트
남과 태국의 비중은 77%로 확대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동식
물성유지 수출의 98%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3-22. 동남아 대중국 농산품 총수출
(좌축: 억 달러, 우축: %)

주: 비중 1% 미만 국가들은 생략. 라오스와 미얀마는 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2010년 이전 통계 부재로 생략.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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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015년 동남아 대중국 농산품 주요 수출국
(단위: %)

주: 미얀마 제외.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그림 3-24. 2015년 동남아 대중국 농산품 주요 수출국(동식물성유지 제외)
(단위: %)

주: 미얀마 제외.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2015년 동남아의 최대 대중국 농산품 수출품목은 동식물성유지로, 동남아
대중국 농산품 총수출의 30.6%를 차지하였다. 동식물성유지를 제외하면 동남
아 대중국 농산품 총수출에서 채소의 비중이 19%, 과실 및 견과류의 비중이
17%, 곡물과 곡물의 분, 조분, 밀가루 · 전분의 비중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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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2015년 동남아 대중국 주요 농산품 수출품목
(단위: %)

주: 미얀마 제외.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그림 3-26. 2015년 동남아 대중국 주요 농산품 수출품목(동식물성유지 제외)
(단위: %)

주: 미얀마 제외.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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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33)의 중국수출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4%
에서 2015년 11.1%로 약 4%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캄보디아의 농산품 수출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15년 15.4%로, 인도네시아의 수출 비중은 2006년 14.0%에서 2015년
24.9%로 각각 10.6%포인트, 10.9%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총농산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동남아 선발 5개
국에서는 2015년 기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15% 이상이 그 비중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까지 중국 비중이 가장 높았던 말레이시아는 그 수준
이 2015년에는 10% 아래로 하락하였고,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지속적으
로 미미하다. 후발국 중에서는 베트남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데, 베트남은
2013년 총농산품의 28%를 중국에 수출한 이후 중국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캄보디아의 경우 2011년 이후 중국 의존율이 급등하면서 2014년 16.3%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27. ASEAN+5 총농산품 수출 중 중국의 비중
(단위: %)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33)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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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캄보디아, 베트남 총농산품 수출 중 중국의 비중
(단위: %)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2015년 국가별 주요 농산품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수출 규모가 큰 베트
남은 과실, 견과류 수출 비중이 24.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곡물(20.4%)이
차지하였다. 태국은 식용 채소, 뿌리, 과경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
고 그 뒤를 제과제품, 전분, 글루텐(14.2%)이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
이시아는 공통적으로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조제 식용 지방, 납이 각각
78.4%와 72.2%로 농산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싱가포르는 곡
물, 유제품, 베이커리 제품(44.1%)과 음료, 주류, 식초(31.2%)를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어류, 갑각류 수출 비중이 15.7%로 높지
만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 약 60%는 과실, 견과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캄보디아는 곡물의 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식용 채소, 뿌
리, 과경(19.6%)이 차지하였다. 브루나이는 어류, 갑각류 수출이 총 농산품 수
출 중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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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2015년 동남아의 대중국 주요 농산품 수출 품목

국가
베트남
태국

HS코드
0210

곡물

20.4

0207

식용의 채소, 뿌리, 과경

39.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4.2

0211
0315

말레이시아

0315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비중(%)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품목

0208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24.5

78.4
72.2

0419

곡물, 고운 가루,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44.1

0422

음료, 주류, 식초

31.2

02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57.1

01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15.7

0210

곡물

66.7

0207

식용의 채소, 뿌리, 과경

19.6

01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98.9

주: 라오스, 미얀마 제외, 비중은 대중국 총농산품 수출 대비 해당 품목 비중.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최근 라오스나 미얀마와 같은 접경국가에서 중국은 과일 생산 부분에 대규
모 투자를 통한 생산 및 수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 농
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및 식
량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3-2. 중국의 라오스 농업개발
중국 내 바나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중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라
오스 북부에 대규모 바나나 농장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라오스 농산물의 중국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라오스 총투자액은 2004~09년 19억 달러에서 2010~15년 34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주요 투자업종인 광물 · 에너지 비중은 줄어든 반면, 농업투자 비중이 9.9%에
서 14.6%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스 농업투자 품목은 바나나로 생산량의 대부분
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2010년 라오스 북부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바나나농장을 설
립하기 시작했고 2013년 남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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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라오스의 바나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3-30. 라오스의 대중국 농산품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3. 30).

2010년 43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라오스의 바나나 수출액은 2016년 1억 4,000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 바나나는 라오스 농산물 최대 수출품목이며 중국의 투자가 집중된 북부 보케
오(Bokeo) 주에서 대부분 생산된다. 2010년 중국으로 수출된 라오스의 농산품은 곡물류가
대부분이었으나 2011년 이후 과일과 견과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의 바나나농장 투자로 낙후된 북부 라오스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맹독성 제
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약품 사용에서 비롯된 심각한 환경문제 및 산업재해 부작용
이 발생하였다.34)35) 라오스 정부는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화학약품 사용이 바나
나 농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주변 수질을 오염시켰음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신
규 바나나농장 설립을 금지시켰다.36) 2017년 1월 라오스 정부는 북서부 보케오(Bokeo) 주
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18개의 바나나 농장에서 화학약품 사용 관련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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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고 농장 운영을 중지 시켰다.37) 또한 현재(2017년 6월)까지 라오스 북부의 보케오, 루
앙프라방, 비엔티엔을 포함한 6개 주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바나나농장의 계약기간 만기 후 추
가적인 계약 갱신이 금지된 상태이다.38) 현재 라오스 정부는 오염된 땅의 복원 및 바나나 농
장 근로자들의 직업전환 등을 위한 방안마련을 모색 중에 있다.39) 중국인 농장주들은 유독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사탕수수, 카사바 등으로 재배 작물을 변경하고 있
다. 2017년 5월 중국 외교부는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에게 현
지 법률 준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준수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주: 본 글상자의 일부 내용은 EMERICS 이슈분석에 연구진이 작성한 김미림(2017), 「라오스, 중국의 바나나
농장 투자 · 운영 중단 명령」(2017. 7. 13)의 형태로 미리 발간되었음.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동남아 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중요하다. 2015년 동남아의 관광산업의 매출
은 약 1,217억 달러로 GDP 대비 5.0% 정도이며, 직간접적인 관광수입은 약
3,017억 달러로 12.4%이다. 동남아에서 관광산업에 따른 고용은 2015년 약
1,275만 개로 전체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4.1%이며, 직간접적인 고용을 포함
할 경우에는 약 3,221만 개로 고용기여도는 6.0%로 나타난다. 동남아 경제에
서 관광산업 매출과 고용은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큰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및 베트남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의 GDP 대비 매출과 고용기여도
가 각각 13.5%와 12.1%로 나타나 동남아 국가 중에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
성이 가장 큰 국가이다.40)
34) Khonesavanh Latsaphao(2016), “Chinese banana farms in Laos halted for using hazardous
chemicals,” Vientiane Times. (December 12)
35) Bananalink, “The banana industry in Laos: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http://www.bananalink.org.uk/banana-industry-laos-dangerous-working
-conditions-and-environmental-destruction/(검색일: 2017. 7. 12).
36) Goh and Marshall(2017).
37) Lao Province Issues Banana Ban(2017. 1. 27).
38) China issues security alert in Laos after national shot dead(2017. 6. 18).
39) Parameswaran(2017. 4. 14).
40) WTTC DATA GATEWAY(검색일: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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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동남아 관광산업 매출 및 고용
(단위: %)

구분

2014

2015

GDP 대비

총고용 대비

GDP 대비

총고용 대비

ASEAN

4.8

3.8

5.0

4.1

캄보디아

13.2

11.5

13.5

12.1

태국

8

5.4

9.3

6.3

베트남

6

4.8

6.6

5.2

싱가포르

5

4.3

4.8

4.3

라오스

4.7

4

4.6

3.9

말레이시아

5.1

4.8

4.4

4.2

필리핀

4.1

3.2

4.2

3.3

인도네시아

3.2

2.9

3.3

2.9

미얀마

2.4

2

2.6

2.3

브루나이

1.5

2.4

1.5

2.5

주: 관광산업 매출은 비즈니스 및 레저 목적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여행 및 관광을 위해 특정 국가 내에서 지출한 총액
과, 관광객과 직접 연결된 여행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포함함; 고용 기여도는 여행 및 관광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고용을 반영함; 2015년 매출 기준 정렬.
자료: WTTC DATA GATEWAY(검색일: 2017. 2. 23).

동남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7,375만 명에
서 2015년에는 47.7%가 늘어난 1억 890만 명을 기록하였다. 아세안의 방문
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며, 전체 방문객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7.1%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에 이어 방문객 수가 많은 EU의 8.8%, 한국의 5.4%와 격차가 현저하다.
중국인 방문객의 증가세도 큰 폭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2015년의 증가율이
243.4%로 방문객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하였
다.41)

41) ASEAN Tourism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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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동남아 방문객 중 중국인 비중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2010
73,753

2011
81,229

중국

5,416

7,316

구분
전체
중국

방문객 수
2012
2013
89,225
102,199

2010

2011

9,283
12,651
전체 중 비중
2012
2013

100.0
7.3

100.0
9.0

100.0
10.4

100.0
12.4

2014
105,084

2015
108,904

13,059

18,596

2014

2015

100.0
12.4

100.0
17.1

주: 아세안 내의 이동을 포함하며, 이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함.
자료: ASEAN Tourism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2. 22).

동남아 각국별로 중국인 방문객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로 말레이
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기
준으로 동남아를 방문하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33%는 태국, 15%는 베트남,
14%는 캄보디아를 방문하였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중국인 방문객 수는 큰 폭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2009년 대비 2013년 중국인 방문객 수는 태국은
544.8%, 캄보디아는 660.5% 증가하여 동 기간에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의
중국인 방문객 수 증가율 평균 231.2%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42)
그림 3-31. 중국인의 동남아 국가별 방문객 추이
(단위: 천 명)

주: 라오스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42)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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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중국 관광객 방문국별 분포(2013년)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동남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태국의 경우 중국인 관광
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이들이 해외관광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
히 확대되고 있다. 2016년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약 876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 중 차지하는 비중은 26.9%까지 확대되
었으며 4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부터 태국을 방문하
는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3) 이는 한국의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2013년 35.5%, 2016년 46.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
만 태국 관광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당하며 태국 역시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44)

표 3-12.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인 관광객 수(명)

1,721,247

2,786,860

4,637,335

4,636,298

7,934,791

8,757,466

전체 관광객 중 비중(%)

9.0

12.5

17.5

18.7

26.6

26.9

총관광객수

19,230,470 22,353,903 26,546,725 24,809,683 29,881,091 32,588,303

자료: 태국 관광부 관광객 통계(검색일: 2017. 2. 22).
43) 태국 관광부 관광객 통계(검색일: 2017. 2. 22).
44) 한국관광통계는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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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유입 기준으로 2015년 중국의 동남아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2010년 35억 달러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역외국가들의 동남
아 총투자에서 중국은 2015년 8.4%를 차지하여 EU,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투자 비중은 2010년 3.8%에서 2011년 10%로 크게 증가
한 이후 6~8%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4-1. 중국의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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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남아 주요 역외투자국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중국은 2015년 기준 4위의 투자국이면서 2010~15년 증가율로는 137% 성
장을 보이며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 인프
라 등 모든 부문에서 중국의 동남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
국의 동남아 투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동남아투자 상위 10개국의 FDI 증감률 순위
(단위: %, 십억 달러)

순위

국가

증감률

2010 투자액

1

네덜란드

640.8

1.1

2015 투자액
8.4

2

중국

136.7

3.5

8.3

3

대만

135.0

1.2

2.8

4

덴마크

60.3

1.7

2.7

5

홍콩

57.5

2.9

4.5

6

일본

35.2

13.0

17.6

7

호주

32.5

4.0

5.2

8

한국

32.2

4.3

5.7

9

영국

19.0

5.5

6.5

10

미국

-0.3

13.7

13.6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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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2009년
급증한 이후 2013년부터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회
투자처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주요국만을 살펴보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4-4). 전체적인 추이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동남아투자는 다
른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중국의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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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국의 동남아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압도적 1,2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주요 투자국이기는 하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선발국에서는 대체로 10위권에 들고 있고 미얀마,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후발국에서는 1~3위의 압도적 주요 투자국이다.
표 4-2. 중국의 투자 비중(2013~15년 평균)
국가

중국 비중(%)

순위

라오스

64.2

1

캄보디아

29.3

1

미얀마

14.3

3

싱가포르

6.4

4

베트남

5.1

5

태국

4.2

5

인도네시아

3.5

5

말레이시아

2.1

9

필리핀

0.7

14

브루나이

0.0

19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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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중국의 동남아 직접투자 유출입 통계 불일치
해외직접투자에서 유입액과 유출액의 불일치는 단일국가 수준에서도 일반적으로 존재하나
2015년의 경우 중국의 대동남아 직접투자 유출액과 동남아의 중국투자 유입액의 편차가 64
억 달러에 달한다.

그림 4-5. 중국의 동남아 투자 추이
(단위: %)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CEIC(검색일: 2017. 7. 5).

UNCTAD 역시 중국의 대동남아 투자 통계를 제공하는데, CEIC와 마찬가지로 중국 상무
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반면, ASEAN Secretariat의 FDI 데이
터는 ASEAN 각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하는 데이터를 합계하는 방식으로 집계하
고 있다. 2010~14년의 경우 양 집계치의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으나 2015년의 경우 그 편
차가 지나치게 켜졌고, 확인 결과 중국의 싱가포르 투자에서 대부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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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아세안 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투자업종은 2013~15년 3년 합
계 기준 금융 및 부동산(25.3%), 금융 및 보험(24.8%), 제조업(14%)이 상위 3
위 업종을 이루고 있고 그 뒤를 광업(9%), 도소매(6.4%) 등이 따르고 있다. 통
계가 존재하는 2012년부터 업종별 투자 수치를 보면 부동산 부문이 꾸준히 상
위를 차지한 반면, 다른 업종들은 부침이 심한 편이다. 광업 부분의 투자는
2014년에, 교통 부문 2012년에 두드려졌다. 금융 및 보험 분야에 투자가 늘어
난 것은 2014년 이후이다.

그림 4-6. 중국의 동남아 투자 주요 업종(2013~15년) I
(단위: %)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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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의 동남아 투자 업종별 추이 I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7. 10).

앞의 글상자에서 지적한 통계 불일치 문제는 업종 부문에서도 드러난다. 중
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동남아 투자는 아세안 측 통계와 다르게 임
대 및 상업서비스, 제조업, 도소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같은 기간을 놓고 비
교했을 때, 금융중개는 7.2%로 현저히 작고 부동산의 비중은 1.6%에 불과하
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15년 중국의 최대 투자업종은 임대 및
상업서비스이다. 중국의 동남아 임대 및 상업서비스 투자는 2009~10년에는 1
억 5,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 5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큰 폭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임대 및 상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역외금융센터
(OFC: Offshore Financial Center)의 자산관리회사 등의 법인 설립 형태가
많아 다른 산업에 재투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싱가포르 우회투자에
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를 통해 동남아뿐 아니
라 인도 등 역외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동남아 임대 및
상업서비스 투자는 온전한 동남아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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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국의 제2대 동남아 투자업종은 제조업이다. 2009년 2억 7,000
만 달러에 머무른 중국의 동남아 제조업 투자 규모는 2015년 26억 달러로 해
당 기간 연평균 45.8% 증가하였다. 현지시장 진출과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 변
화에 따른 해외 생산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로 보인다. 제3대 업종은 도소매로
서 중국의 동남아 도소매업 투자액은 2013년 전년 대비 80.8%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6.0% 증가하여 2015년 1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
였다.

그림 4-8. 중국의 동남아 투자 주요 업종(2013~15년) II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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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중국의 동남아 투자 업종별 추이 II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지역별 비중은 현재 가용한 통계데이터로는 정
확한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주요 이유는 중국 해외투자의 대부분이 홍
콩과 카리브해 도서국,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우회투자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최종 종착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중국자본의 최종투자지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5)
최근(2011~15) 중국의 OFDI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홍콩이 전체 중국
OFDI의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카리브해 국가들이 9%, 동남아가 8%, EU가
6%를 차지했다. 홍콩을 제외한 중국의 OFDI에서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21%,
동남아가 18%, EU가 15%, 미국이 11%를 차지했다. 홍콩과 카리브해를 제외
하면 해당 5년 동안 중국의 최대투자지역은 EU,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
한 동남아 지역이다.

45) Dollar(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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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국 OFDI 지역별 분포(2011~15 합계)
(단위: %)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구분은 World Bank의 기준을 따름.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4-11. 중국 OFDI 지역별 분포, 홍콩 제외(2011~15 합계)
(단위: %)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구분은 World Bank의 기준을 따름.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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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국 OFDI 지역별 분포, 홍콩 제외 및 카리브해 구분(2011~15 합계)
(단위: %)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구분은 World Bank의 기준을 따름.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4-13. 중국 OFDI 지역별 분포, 홍콩 및 카리브해 제외 및 싱가포르 구분(2011~15 합계)
(단위: %)

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구분은 World Bank의 기준을 따름.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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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선발 6개국
(ASEAN-6)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 중 ASEAN-6의 비중이
60~87%이나 싱가포르로의 우회투자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분포는 더 다각화되
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아세안 선발 6개국에 대한 투자를 2016년
에만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46)
그림 4-14. 중국의 동남아 FDI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4-15. 중국의 동남아 투자국 분포(2011~15년)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46) Santitarn Sathirathai, and Michael Wan(2016), “ASEAN’s pivot to China – shifting to a fast
track,” Credit Suisse Fixed Income Research(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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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방식47)
2010~17년 중국의 동남아 크로스보더 M&A 실적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완
료 74억 달러, 진행 중 42억 달러로 총 116 달러이다. 싱가포르가 전체의
61%, 말레이시아가 28%, 인도네시아가 8%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싱
가포르가 완료와 진행 중 거래를 모두 합쳐 64억 달러이고 말레이시아가 총 33
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15억 달러 등이다.

그림 4-16. 중국의 동남아 주요국 M&A 실적(2010~17년)
(단위: %)

주: * 2017년 6월까지.
자료: Thomson Reuters Eik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

업종별 분포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서는 헤지펀드
회사(9건), 금융 · 상품시장 운영, 서비스 공급사(5건), 부동산 기업(5건), 도시
엔지니어링 · 건축회사(4건)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주로 추진하였
다. 주요 인수목적은 현지 경영 강화, 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신제품 · 서비
스 출시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도체 회사(3건), 제지회사(2건), 헤지펀
드(2건), 전력공급회사(2건) 등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였는데, 주요 인수
47) 동남아 M&A 데이터 출처는 Thomson Reuters Eik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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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핵심사업과 자산에의 집중, 기존 사업체 운영 강화, 세컨더리 마켓에서
의 영향력 확대, 신규 상품 · 서비스 출시이다. 중국은 태국에서는 정보통신 서
비스 · 컨설팅, 고무 타이어 등의 기업을, 베트남에서는 중개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건축자재, 석유 · 가스 운송 서비스 기업 등을 인수하였다.
인수 규모 기준 상위 10대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 인수 목적에 차이가 있음
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10대 사례 중 7건
을 차지한다. 인수된 싱가포르 기업의 산업은 식음료에서부터 부동산 개발, 건
설, 식수 · 오수 관리, 무선통신, 금융에 이른다. 싱가포르에서 중국은 주로 서
비스 기업들을 인수하였다. 한편 최대 인수 규모(22억 9,000만 달러)의 사례는
중국광핵그룹의 말레이시아 Edra Global Energy 산하 전력 기업 지분 및 신
규 사업 개발권 인수이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기
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석유 · 가스, 전력 기업을
각각 6억 8,000만 달러, 5억 9,000만 달러에 인수하며 에너지 자원 확보를 목
적으로 한 인수합병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완료하였다.

표 4-3. 중국기업의 동남아 주요 M&A 사례(2010~17년)
발표일

내용

국가

산업

중국광핵그룹(中国广核集团, China General Nuclear Power)
2015. 11 의 말레이시아 Edra Global Energy 산하 전력 기업 지분 및 신규 말레이시아

전력

사업 개발권 인수 (22억 9,000만 달러)
2014. 11

부동산 개발사인 New Precise Holdings의 싱가포르 Forterra
Trust 인수 (8억 5,000만 달러)

싱가포르

부동산

싱가포르

식음료

중국식품유한공사(中国食品有限公司, China Foods Ltd)의 싱
2015. 12 가포르 노블그룹(Noble Group) 농업 부문 인수 (7억 5,000만
달러)
2010. 12
2012. 7
2016. 10

중국석유화공(China Petrochemical)사의 인도네시아 셰브론

인도네시

(Chevron)사 인도네시아 가스 구역(3) 인수 (6억 8,000만 달러)

아

중국화전엔지니어링(China Huadian Engineering)사의 인도네

인도네시

시아 General Energy Bali PT 인수 (5억 9,000만 달러)

아

헤지 펀드사인 China Reform Puissance Overseas GP LP의
싱가포르 CITIC Envirotech 인수 (2억 9,000만 달러)

싱가포르

석유·가스
전력
식수·
오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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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발표일

내용

국가

산업

싱가포르

무선 통신

싱가포르

부동산

싱가포르

건설

싱가포르

금융

소프트웨어사인 Tiancheng Hengcheng(Beijing) Technology
2014. 3

의 싱가포르 Addvalue Communications Pte 인수 (2억 6,000만
달러)

2013. 7
2011. 12
2014. 8

부동산 개발사인 New Precise Holdings의 싱가포르 Forterra
Trust 인수 (1억 6,000만 달러)
중국건축설계연구원(China Architecture Design & Research
Group)의 싱가포르 CPG 아시아 사업 인수 (1억 5,000만 달러)
전자기기·부품사인 쑤저우안결기술(Suzhou Anjie Technology)
의 싱가포르 Supernova Holdings 인수 (1억 4,000만 달러)

자료: Thomson Reuters Eik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4. 10).

글상자 4-2. 중국투자와 동남아 화교자본

중국의 동남아 투자에 있어 동남아 화교(화인)자본의 역할은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인들의
동남아 이주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오늘날 동남아 화교의 모체는 19세기 이후에 이루어
진 대규모 이주의 결과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상당수가 화교이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기타 국가에서도 그 사회적 통합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상당한 경제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0년대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인 데 반해 일반 기업 자본총액의 69%을 소규하고, 태국에서는 10%의 화교가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1%를, 인도네시아에서는 3.5%의 화교가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73%를
소유한다는 추정도 있다(박번순 2015, p.18). 1990년대 중국의 개혁 이후 화교 네트워크가
대중국투자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Gao 2003, p. 623).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
서는 동남아 경제에서 화교자본의 역할과 특성,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남아의 대중국 투자에
서 화교자본의 역할을 주로 다루어왔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동남아 투자에서도 동남아의 화교네트워크가 중국의 현
지 진출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국의 현재 동남아 주요 투자업종의 문제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인프
라와 건설, 도소매, 금융에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프라시장은 많은 동
남아 국가들에서 국영기업이 독과점하고 있고, 화교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일부, 서비스·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중국기업의 현지 파트너가 화교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화교자본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최근 연구(Lim 2015)는 이러
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중국투자의 현지 합작파트너를 정부연계기업(공기업), 화교
기업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중국기업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화교라는 집단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기 보다는 투자업종의 특성이 우선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프라나 건설 같이
공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중국기업의 현지 합작파트너는 공기업인 경우가 많았고,
제조업이나 금융, 유통같이 화교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업종은 화교기업과 합작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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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중국에 인접한 대륙부 후발국들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양상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선발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상, 인도네시아, 태
국 등은 중국국영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현지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면 후발국의 경우 이에 더해
중국의 소규모 민간기업 또는 소상공인들 역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화교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현지 건설 및 부동산, 농업개발, 지역도소매에도 진출하고 있다. 후발국의
경우 제도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중국 투자자들이 현지 화교를 수면파트너로 활용하
거나 사실상 차명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
한국과 같은 외국기업에게는 동남아 화교기업들과 화교네트워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이들이 산업별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신규 진입을 사실
상 제한하는 경우이다. 동남아 각국의 유통시장은 화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
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일본의 경우도 도소매업은 전체 동남
아 투자의 7%대에 불과하다(부표 6). 둘째는 동남아 화교자본이 한국 등 외국기업에 비해 합
작파트너를 찾는 중국기업에게 배타적인 이점으로 작용하는지의 문제이다. 언어와 문화적 관
습의 유사성은 거래비용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중국기업과 화교기업의 협력은 더 용이할 수밖
에 없다. 또한 사실과 관계없이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기대가 중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
할 가능성도 있다.48) 첫째 경우는 반경쟁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의 경쟁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문제의 경우 비중국계 기업들
에게는 태생적인 열위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중국과 경제협력이 활발한 나라로 투자 및 인프라 개
발에서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6년 7월 PCA 판결 직
후 열린 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정세를 언급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저지하는 등 동남아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6년 9월 중국-캄보디아 비지니스투자포럼이 중국 난닝에서 개최되고,

48) 중국기업인 인터뷰(2017. 5. 24, 캄보디아 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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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프놈펜에서 유사포럼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이 포럼에서는 일대일로 이
니셔티브 하에 호혜적 발전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증진 촉진이 강조되었다.49)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 6월에 프놈펜에 ‘21세
기 해상실크로드 연구센터(CMSRRC)’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및 신발제품으로 선진국 의존도가 높고 중
국의 비중은 미미하나 수입과 투자, 개발금융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다. 특히 캄
보디아는 2015년 중국의 최대투자국이며, 중국의 2012년 원조공여액은 DAC
의 양자원조 규모를 초월하였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2016년에 8,900만 달러,
2010년 4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한 바 있다.50)
캄보디아의 중국수출액은 2005년 1,400만 달러에서 2015년 6억 달러로
10년 만에 약 42배 증가하였고, 수출시장으로서의 비중도 2005년 0.5%에서
2015년 5.1%로 약 10배 확대되었으나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캄보디아 수출대상국 중 비중이 대단히 낮은 6위에 불과하다. 다
만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의 비중은 2005년 52.9%에서 2015년
23.0%로 약 30%포인트 감소하였다.

49) Global Times(2016), “Cambodia-China investment forum kicks off in Phnom Penh.”
(December 1)
50) “Cambodia Appeals to Trump to Forgive War-Era Debt”(2017. 4. 2), https://www.nytimes.
com/2017/04/02/world/asia/cambodia-trump-debt.html?ribbon-ad-idx=5&rref=world/
asia&module=Ribbon&version=context&region=Header&action=click&contentCollection=
Asia%20Pacific&pgtype=article(검색일: 2017. 4. 8); “China Forgives $4 Million in Khmer
Rouge-era Debt” (2010. 11. 4), http://www.voacambodia.com/a/china-forgives-4-million
-in-khmer-rouge-era-debt-106686163/1353429.html(검색일: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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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캄보디아 수출대상국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7. 2. 24).

그림 4-18.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내부 자료.

캄보디아로 유입된 총외국인투자는 2008년 70억 달러, 2011년 50억 달러
로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5~15년 평균 15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하였
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 2005~15년 중국의 투자 비중은
평균 36.6%, 2013~15년 3개년 평균은 39.6%에 달한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국기업의 의류, 모자, 신발 등 봉제산업 진출이 두
드러진다(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내부자료). 이는 중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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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진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수출시장과 개발협력에서 서방과의 관계가
친밀한 국가였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51)

그림 4-19. 캄보디아 2015년 국가별 신규 투자
(단위: %)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내부 자료.

그림 4-20. 중국과 DAC의 캄보디아 원조공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약정 기준, 중국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2년까지 제공됨.
자료: AidData(검색일: 2016. 12. 2); OECD DA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2. 2).
51) 국제기구 관계자 인터뷰(2017. 5, 캄보디아 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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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리핀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나 2016년 6월 두테르테 정
부 출범 이후 대미, 대중 외교노선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두테르테는
친미 성향이 강한 기존 정치 엘리트 집단과 성향이 다르며, 신정부가 대대적으
로 수행 중인 마약 및 부패 소탕 작전의 인권침해 문제로 미국 및 서방과 갈등
을 빚고 있다.52) 두테르테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합동 순찰과 연합 군사훈
련을 중단하고,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의 폐기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53)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아세안 국가를 제외한 첫 해외 순방으로 2016년 10월
18~21일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필리
핀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54)
중국은 필리핀에 150억 달러 투자와 90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총 240억 달러
(약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은 추후 양자협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 고속철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에너지, 미디어, 검역, 관광, 마약퇴치, 금융, 통신, 해양
경찰, 농업 등 분야의 협력에 대한 총13건의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필리핀과
중국기업 간에 112억 달러 상당의 철도, 항만, 에너지 및 광업개발 관련 사업
에 대한 예비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협상원칙은 분쟁당사자 해결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역외세력 및 다자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므로 필리핀이 중국의 양자협

52) 두테르테는 2016년 9월 라오스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언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공식적으로 반감을 표출하였고 그 결과
정상회담이 취소되었다. “Obama Nixes Meeting After Rodrigo Duterte Lobs an Insult”(2016.
9. 6).
53) “Angry Duterte Threatens to End Edca”(2016. 10. 3).
54) “Itemized List of PH Projects Covered by China’s $15-B Investment Pledges to Duterte”(201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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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안에 동의한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큰 외교적 성과이다. 중국은 양자협상
에 동의하는 상대국에게 분쟁지역 접근 및 자원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
리하고자 하며, 실제 중국은 두테르테 방문 직후인 10월 말 스카보로 암초 주
변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는 현재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두테르테는 2016년 중국 방문 직후 일본을 방문하여 남부 민다나오
농업개발을 위한 50억 엔 차관과 대형순시선 2척 공여, 연습기 대여 등을 약속
받는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
나 이러한 전략은 국내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유권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사안으로, 두테르테 정부가 중국에
굴종한다고 비춰질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
경에서 두테르테 자신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토적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
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이 2016년 정권교체와 함께 보인 대중국 정책 변화의 원인으로 리더
십 교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향후 중국투자 성장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요
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내수중심 경제로서 수
출의존도가 낮아 최근 중국경제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향안정화에 그다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중국의 수출 비중은 2011년 이후 큰 증가 없
이 11~13%대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필리핀 투자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필리핀 경
제성장의 견인차인 해외송금과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산업
은 모두 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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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필리핀 수출대상국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7. 1. 4).

그림 4-22. 국가별 필리핀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필리핀중앙은행, http://www.bsp.gov.ph(검색일: 2017. 1. 4).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중국의 FDI가 크게 늘어났
으나 필리핀에서는 유독 저조하였다. 이는 반대로 향후 필리핀에서 중국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한다. 2013~15년 필리핀은 약 3억 달러의
중국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유사한 중저위소득국인 베트남은 같은 기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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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5배, 인도네시아는 17배의 중국FDI를 유치하였다. 또한 필리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의 경우 과거 아키노 정부 시절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 두테르테 정부
역시 중국이 제시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3. 필리핀과 주변국 중국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4-24. 필리핀과 주변국 중국FDI 유입비교(2013~15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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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중국의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1,5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
였다.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난
다. 2015년 총 1,541억 달러를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액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가 26.7%, 중동 · 북아프리카가 19.9%, 동남아시아가 17.5%, 남미 · 카리브
제도가 10.6%, 남아시아가 7.4%를 차지하여 이 다섯 지역의 비중이 81.2%에
이른다. 2002년 다섯 지역의 비중은 48.8%였으나 2008년 8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8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2년 21.8%였던 동아시아의 비
중은 2015년 6.1%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북미의 비중도 5.1%에서 1.8%로
감소하였다.
최근 10년(2006~15년) 추이를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009년
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주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동 · 북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 카리브 제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20%를 넘은 이후 2014년 31%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2011~15년)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2012년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에 이어 제2대 수주지역이었으며 그 외 해당 기간에는 꾸준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 북아프리카에 이은 제3대 수주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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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대륙별 수주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동아시아태평양은 동남아 제외.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5-2. 대륙별 수주액 비중 추이(2015년)
(단위: %)

주: 동아시아태평양은 동남아 제외.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중국의 2015년 동남아시아 건설 수주액은 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다. 2002~15년 누적으로는 1,58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증가
율은 24.0%이다. 2015년 중국의 주요 동남아 수주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수주액 기준 인도네시아가 48억 1,000만 달러로
7위, 말레이시아가 35억 6,000만 달러로 11위, 싱가포르가 35억 4,000만 달
러로 12위, 베트남이 35억 2,000만 달러로 13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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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중국의 동남아 수주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5-4. 동남아 국가별 수주액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중국의 동남아 건설 수주는 아세안 선발 6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아세안 선발 6개국의 비중은 2012년 57.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2~15년 매년 6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63.1%로 최고점을 기
록하였다. 최근 10년(2006~1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을 제외하고 인도
네시아가 꾸준하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유
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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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2006년 21.5%에서 2015년 13.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
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10년간 10% 내외의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5. 아세안 선발 6개국 수주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그림 5-6. CLMV 국가의 수주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7. 5).

아세안 후발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중국의 주요 수주국가이다. 베트남
은 2011~14년 동안 매년 중국의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 상위 10위권에 드는
주요 시장이었다.55) 중국의 베트남 건설 수주는 2002년 16억 4,000만 달러였
55) 중국대외원조백서(pp. 1~2)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9위, 2014년 10위, 2015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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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15년 267억 달러로 연평균 24.0%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아세
안 후발 국가들 중에서는 라오스의 수주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5년에는 동남
아 전체에서 라오스의 비중(12%)이 베트남(13.2%)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미얀마 건설 수주액은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가파르게 증
가하다가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2011년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떼인 세인 준민간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관계가
경색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중국의 대외원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
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상업적 성격이 강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대
외원조라고 보기 어렵다.56)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이외
에도 상업차관과 수출신용, 투자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개발금융
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국
정부 역시 상세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장 최근 공식통계는 2014년 중국 상무부가 발간한 『중국대외원조백
서』로,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개국에 140억 달러를
공여하였다(2014). 그러나 국가별, 연도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아시아, 아프
리카, 중남미 등 대륙별로 집합통계만을 제공한다.
현 상태에서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수원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원조 규모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원국이 원조정보관리시스템(AIMS: 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가능하나
많은 수원국 정부의 역량과 자원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CEIC(검색일: 2017. 7. 5).
56) Bräutigam(2011), p.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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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방법은 언론기사를 통해 중국과 수원국의 공식발표를
집계하여 가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선별적일
수 있으며 약정 규모만 파악 가능하는 점이나, 일관되고 투명한 방법론을 통해
수집하고 가공할 경우 현실적 제약하에서 그나마 체계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
이 있다. 대표적인 시도가 China AidData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개발금융을 사업 수준에서 추정하고 OECD DAC의 CRS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개별 사업을 ODA성 자금과 OOF(기타 공식 재원)성으로 분류하여 보다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idDat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12
년까지 총 139억 달러의 양허성 자금을 동남아에 공여하였고, 2012년의 공여액
은 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같은 기간 일본은 총 490억 달러, 미
국은 90억 달러를(약정 기준) 공여하였다.57)

그림 5-7. 중국의 동남아 개발재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약정 기준, AidData는 추정 데이터.
자료: AidData, http://aiddata.org/(검색일: 2016. 12. 2).

AidData가 제공하는 기간인 2000~12년 동안 중국의 최대 수원국은 필리
핀으로 전체 22%를 차지하며, 2위는 캄보디아로 21%, 그 뒤를 말레이시아
(18%), 인도네시아(12%)의 순을 따르고 있다. 필리핀이 최대 수원국으로 등장
57) OECD DA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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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2006년 중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에 도시재생과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하는 20억 달러 원조패키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58) AidData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은 필리핀에 ODA성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개발협력 수요가 보다 분명한 동남아 후발 4개국만을 놓고 그 비중을 보면 캄
보디아가 48%, 라오스가 38%로 전체 86%를 차지하며 미얀마는 9%, 베트남
은 5%에 불과하다.
그림 5-8. 중국의 동남아 원조공여 분포(2000~12년)
(단위: %)

주: 약정 기준, AidData는 추정 데이터.
자료: AidData(검색일: 2016. 12. 2).

그림 5-9. 중국의 동남아 후발국 원조공여(2000~12년)
(단위: %)

주: 약정 기준, AidData는 추정 데이터.
자료: AidData(검색일: 2016. 12. 2).

58) Oh(201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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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프라금융 방식은 중국국영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
여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고 중국의 국영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이나 투자를 통
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00MW 규모의 인도네
시아 빠릿바루(Parit Baru) 석탄화력발전소 1단계 건설사업은 2013년 중국
거저우바그룹(葛洲坝, CGGC)이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와 함께 수주하였는
데, 중국수출입은행이 전체 사업비 1억 7,200만 달러의 85%에 해당하는 1억
3,300만 달러를 양허성 차관으로 제공하였다.59)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동남아와의 지역연계성 강화를 위한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사업으로 중국 남
부 쿤밍에서 싱가포르까지 동남아 주요국을 연결하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사업
을 들 수 있다. ‘쿤밍-싱가포르 철도’로도 알려진 이 사업은 쿤밍-방콕-쿠알라
룸푸르-싱가포르를 연결하며, 이중에서 쿤밍과 방콕 간 연결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동부노선, 중부노선, 서부노선으로 분류된다. 중국 중앙정부와 윈
난성과 광시같은 접경지역 지방정부는 해당 철도 개발을 주요개발계획에 포함
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범아시아철도’ 사업은 중국정부의
12차 경제개발계획(2006~11년)에 포함되었으며, 광시 지방정부는 이를 발전
시켜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최근 쿤밍-싱가포르
철도건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쿤밍에서 시작되는 중국
59) 2015년 1단계 준공을 완료하였다. “Parit Baru Coal Fired Power Plant construction commences”(2013. 9. 7), http://www.cggc.cc/2013-09/07/content_17179654.htm(검색일: 2016. 12.
22); “Boiler drum of Parit Baru Coal Fired Steam Power Plant hoisted successfully”(2015.
7. 17), http://www.chinadaily.com.cn/m/gezhouba/2015-07/17/content_21335488.htm
(검색일: 2016. 12. 22).

100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내부구간 철로건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정부는 동남아 구간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베트남의 동부노선과 미얀마 서부노선
보다는 태국을 지나는 중부노선에 집중하고 있다. ‘범아시아철도’ 사업에서 현
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남아 구간은 라오스 구간이다. 중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에 기공식을 진행하고, 이후 라오스-중국 철도회사 설립을 포함
한 관련 착공조건을 보완해 2016년 12월 착공했다. 해당 철도 건설은
414.3km 길이로 총공사비 7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이며, 공사 기간은 약 5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 비용은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0%,
30%를 부담할 예정이며, 중국은 라오스가 부담하는 30%의 공사비용에 대해서
도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라오스 내부구간은 보텐-우돔싸이-루앙프라
방-비엔티엔을 거쳐 국경지역부터 수도까지 주요 지역을 잇는다. 해당 노선 내
에는 32개의 역이 지어질 예정이며, 열차시속은 160km로 계획되어 있다. 중
국-라오스 철도는 ‘쿤밍-싱가포르 철도’의 사실상 동남아쪽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륙부 동남아의 교통통합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5-10. 범아시아철도(쿤밍-싱가포르 철도) 주요 노선 계획

주: 해당 노선 그림은 주요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연결함. 2017년 7월 기준 공사구간은 라오스 구간만 해당.
자료: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 101

‘범아시아철도’와 별개로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59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간 150㎞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국의 고속
철도 일괄수출의 첫 사례이고 동남아에서 일대일로 교통인프라의 대표적 예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중국철도총공사와 인도네시아 4개 공기업60)이
각각 40%, 60%의 지분으로 설립한 컨소시엄((PT KCIC, Kereta Cepa
Indonesia China)이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PT KCIC가 50년간 운영권을 가
지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기까지 약 4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61) 당시 해
당 사업을 일본이 사실상 기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하여 일본의 수주
가 확실시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정부 채무보증이 필요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막
판에 수주에 성공하였다.
2019년 5월 3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9억 달러이고 컨
소시엄이 사업비 25%를 자체 조달하고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45억 달러에 대해 차관을 차입한
다.62) 차관의 구성은 60% 달러차관과 40% 위안화차관으로 구성되고 이율은
각각 2%와 3.46%로 알려져 있다.63)
2016년 1월 기공식이 있었으나 실제 착공은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중국으로부터 차관 도입도 지연되어 2019년 완공기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
려되고 있다. 주요 지연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취약한 사업 환경으로
이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의 건설허가 발급 지연과 토지수용 지연이 주요 원인
이었다. 건설허가의 경우 2016년 8월에 전 구간에 대한 허가를 확보하였으
나64) 토지수용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85% 정도의 토지만이 수용된 것으로

60) PT Wijaya Karya, PT Kereta Api Indonesia, PT Perkebunan Nasional VIII, PT Jasa Marga.
61) Indonesia Investments(2017), “Infrastructure Indonesia: Loan for Jakarta-Bandung Railway
Signed.” (May 15)
62) 최초 사업비 규모는 55억 달러였으나 자카르타 주변의 지가 상승 터널구간 디자인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4억 달러 정도 증가하였다(Amirio 2017).
63) Tempo(2016. 2. 14), 재인용: Salim and Negara(2016), p. 3.
64)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1년째 지연, 다음 달 착공 예정」(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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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Suzuki and Kotani 2017). 그동안 중국개발은행은 공사부지 600헥
타르 중 최소 90% 이상의 토지가 수용되어야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하여 사업재원 조달에 차질이 있었다(Amirio 2017). 2017년 5월 중국개발
은행과 사업컨소시엄은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계약서에 서명하였다.65)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塞桑河下游2号水电站)
중국은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최대 세산2 수력발전댐을 BOT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세산2 수력발전댐은 라오스 접경 캄보디아 북동부의
스퉁트렝(Stung Treng) 주에 위치하고 있다. 댐은 세산강과 스레폭(Srapok)
강 하류에 위치하는데, 두 강은 메콩강 삼각주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류이다.
세산2 수력발전댐은 완공 후 45년간 투자자들이 운영권을 가지며 이후 캄보디
아 정부에 무상양도된다.

그림 5-11. 세산2 수력발전댐 지도

자료: Vicheika(2012), 재인용: Mekong Watch and 3S Rivers Protection Network(2013),
“Fact Sheet: Lower Sesan 2 Hydropower Project, Northeastern Cambodia.”(August 5)

65) Infrastructure Indonesia: Loan for Jakarta-Bandung Railway Signed(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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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세산2 수력발전댐 주요 정보
건설기간
위치
투자사
건설 방식
투자액
재원 조달

2012~19년
라오스 접경 스퉁트랭 주
중국윈난란창강국제에너지공사, 캄보디아 로열그룹
BOT(건설 운영 양도)
7억 8,100만 달러
투자사 30%, 차관 70%

최대 발전량

400MW

저수지 규모

33,560ha

높이/길이

75m/6km

자료: International Rivers, 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campaigns/lower-sesan-2-dam/(검색일: 2017.
9. 4); Mekong Watch and 3S Rivers Protection Network(2013); Zsombor Peter and Ben Sokhean(2017)
참고 저자 정리

공동 투자사는 중국 국영전력사인 중국화능그룹(中国华能集团公司) 중국윈
난란창강국제에너지공사(中国云南澜沧江国际能源有限公)와 캄보디아 로열그
룹(Royal Cambodian Group)으로서 두 기업이 합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화능그룹은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수력발전, 전력망 건
설, 석탄 및 기타자원개발에 투자한 바 있다. 두 기업의 합작 기업인 세산2 수
력발전사(The Hydro Power Lower Sesan 2 Company)가 총투자액의 30%
를 조달하며 나머지 70%는 차관을 통해 충당된다. 차관의 출처는 공개되지 않
았으나 중국개발은행 등 중국 측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베트남국
영전력사인 베트남전력(EVN)이 캄보디아와 함께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현재의 중국윈난란창강국제에너지공사가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6년 중국윈난란창강국제에너지공사와 캄보디아 로열그룹은 세계은행
(World Bank)의 민간대출기관인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투자 승인을 받았다. 세산2 수력발전소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산2 수력발전댐은 캄보디아의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수력발전 댐
건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전력 인프라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추진되었
다.66) 캄보디아는 2016년 전력사용인구 비율이 31.1%에 불과하며 2013년
총 에너지 소비량 중 31.6%를 수입하였다.67)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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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캄보디아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한 수력발전 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세산2 수력발전 댐을 통해 전력수입 감소, 세수 증
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68)
세산2 수력발전댐은 경제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논란이 존재한다.69) 캄보
디아는 건기(11~4월)에 전력이 가장 부족하나 이 기간 가뭄으로 댐의 수심이
낮아질 경우 최대 전력생산가능치인 400MW보다 낮은 100MW 규모의 전력
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건설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벌목, 주민보상 부족 및 강제퇴거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다.70) 중국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국제적 환경 기준을 따르지 못한다는 우
려가 있다.71) 중국은 74개국에 316개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였고 그 중 123
개가 동남아에 건설되었다.72)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 · 송유관
2006년 중국과 미얀마는 미얀마 서해안 여카잉주 짜욱퓨(Kyaukphyu)에
서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770km 거리를 잇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가스관은 2013년 완공, 현재 가동중이다. 2014년 말 나머지 송유관이
완공되었으나 가동은 2년 넘게 지연되었다. 당초 2017년 3월 21일 곧 가동될
66) 2017년 5월 프놈펜 인터뷰.
67) 세계은행, The World Bank Data(검색일: 2017. 9. 4).
68) 캄보디아 정부는 세산2 수력발전 댐 운영을 통해 연간 3,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Radio
Free Asia(2017), “Cambodian Villagers Displaced by Dam Complain of Nonarable Land,
Access to Fishing.” (March 9)
69) 记者 杨秋波(2012), 「中柬合作水电站项目引争议」, 『财新网』. (November 28)
70) Guy Ziv, Eric Baran, So Nam, Ignacio Rodriguez-Iturbe, and Simon A. Levin(2012),
“Trading-off fish biodiversity, food security, and hydropower in the Mekong River Basin,”
Current Issue, 109-15,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71) 2017년 5월 프놈펜 인터뷰.
72) International Rivers, “China Overseas Dams List,” 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resources/china-overseas-dams-list-3611/(검색일: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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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으나73) 항구사용료 협상과 수송선의 영해 진입 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4월 양국이 정식 가동에 합의 하였다.74) 이 송유관은
향후 중국의 일일석유사용량의 약 5% 정도에 해당되는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중국이 미얀마에 1,360만 달러를 지불하며 수송료는 원유 1톤당 1달러이
다.75)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포럼에 맞추어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미얀
마 송유관 프로젝트를 일대일로의 가시적 성과로 홍보하였다.

3. 경제특별구역 건설
중국은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경제특구를 주요한 협력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의 해외특구는 아프리카 특구들이 보다 잘 알려져 있으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동남아 태국과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신흥지역 대부분에 걸쳐
경제특구를 추진하였다.76) 중국의 해외특구는 중국기업, 중국정부, 현지정부
의 협력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특구 개발은 주요 경제개발성과로 제시된다. 이
절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발 자체에 주목하여 두 가지 대표적 사례를 간략히 살
펴본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특구 이외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에 얼마나 투
자와 고용을 유발하였고 기술이전 등이 일어났는지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73) Lee, Yimou, Chen Aizhu, Shwe Yee Saw Myint(2017. 3. 21), http://www.reuters.com/article/us-myanmar-china-oil-idUSKBN16S0XF(검색일 2017. 3. 28).
74) Hornby, Lucy(2017. 4. 11), https://www.ft.com/content/21d5f650-1e6a-11e7-a454-ab044
28977f9(검색일: 2017. 4. 12).
75) Cao, Siqi and Shan Jie(2017. 3. 28),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39861.shtml(검색
일: 2017. 3. 28).
76) 2006년 승인된 1기 협력구는 모리셔스 경제무역협력구, 나이지리아 광둥 경제무역협력구, 파키스탄
하이얼 루바 경제구, 러시아 우수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 태국 중국 라용 산업단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경제특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무역협력구, 잠비아 중국 경제무역협력구이며, 2007년 승인된
2기 협력구 11곳은 알제리 중국 장링 경제무역협력구, 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에티오피아 둥팡
산업단지, 나이지리아 Lekki 경제자유무역구, 중러 톰스크 경제무역협력구, 베트남 롱장 산업단지, 베트
남 중국선전 경제무역협력구, 중국인도네시아 경제무역협력구, 멕시코 중국 경제무역협력구, 한 · 중
국제산업단지, 베네수엘라 중국과학기술단지임. 이현주(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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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태국의 수도 방콕 남동쪽77)에 위치한 라용산업단지(The 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 泰國罗勇工业园)는 중국의 동남아 경제특별구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라용산업단지의 공동개발사는 중국 저장성 항저
우시의 민영기업 화팡의약과학기술유한공사78)와 태국 아마타(Amata) 그룹79)
이며 2006년 양사의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 총 투자액은 11억 6,200만
달러(80억 위안)이며 화팡의약과학기술유한공사와 아마타 그룹이 7:3의 비율
로 출자하였다. 라용산업단지는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한 국가급 경제협력구 19
곳 중 하나이다.80) 중국 상무부는 협력구 유형을 가공제조형, 자원이용형, 농산
업형, 비즈니스 물류형으로 나누는데 라용산업단지는 가공제조형81)에 속한다.
라용산업단지는 총개발예정면적 12㎢로 개발 단계는 총 4단계(1단계: 1.5
㎢, 2단계: 2.5㎢, 3단계: 8㎢, 4단계: 12㎢)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4
㎢가 개발되었다. 2015년 5월 기준 중국 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해 있으며82)
그 중 중국 500대 기업은 9개이고 그 외 기업은 중소기업이다.83) 주로 기계,
77) 라용산업단지는 태국 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해 있는 동부 지역에 위치함. 2015년 12월 포드사는
라용산업단지에 1억 8,600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함(Bahar Karaman 2015).
78) 화팡의약과학기술유한공사는 2005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6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중국과
해외에 1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영회사임. 의약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투자, 기업 개발, 의약,
스마트그리드, 바이오메스, 신소재,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국제 엔지니어링, 무역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함.
2000년 태국에 전기계량기 공장을, 미국, 캐나다 등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함. 아프리카 1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프랑스, 러시아,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에 수준 높은 제조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79) 아마타 그룹은 태국 최대 개발사로 태국의 성공적인 산업단지인 촌부리 엔드루(Chon Buri Andrew)
산업단지와 라용 산업단지를 개발함. 두 산업 단지에는 BMW, 미쓰비시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두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액은 3,500억 바트(7,000억 위안)이다.
80) 중국의 해외경제협력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한 국가급 경제협력구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성급 경제
협력구로 나뉜다. 2006년 선정에 협력구 60개가 참여하였으며 중국 상무부는 사업제안서, 투자국의
투자환경 및 시장잠재력 분석보고서, 시행사의 자금투자 능력,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라용산업단지 포함
8곳을 제1기 국가급 해외경제무역협력구로 최종 승인하였다.
81) 토지면적 4㎢ 이상, 용수, 전기, 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 투자액 4,000만 달러, 기업 10개 이상 입주,
중국기업 총 투자액 4,000만 달러 이상
82) CNC(2015), “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 http://en.cncnews.cn/news/v_s
how/49239_Thai-Chinese_Rayong_Industrial_Zone.shtml/(검색일: 2017. 10. 10).
83) 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2017. 2. 16, KOTRA Trade Doctor 문의내용에 대한 이메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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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자동차, 오토바이, 금속, 식품, IT, 전기전자 기업이 라용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다. 중국 기업은 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기계, 건축 자
재, 가전 및 전자제품에 진출해 있다.84) 라용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중국인
1,000명, 태국인 1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85)
라용산업단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기업들
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설립되었다.
태국은 미국 등과 무역마찰이 적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현지조달도 요구하
지 않는다. 또한 라용산업단지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 근접성이 높은 곳에 위
치해 있어86) 동남아 국가, 미국 등 제3국 수출 및 재수출에도 용이하다. 라용산
업단지 진출 중국기업들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여 미국, 유럽에 재
수출하기 위해 부지 중 0.25㎢를 보세구역으로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87)
실제로 라용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상품 중 60%가 미국 혹은 유럽에 수출된다.
또한 라용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는 해외산업
단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중국 중앙정부
의 정책88)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5-2. 라용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 분류

기계
(14)

기업명

생산품목

광둥중산연창(广东中山联昌)
닝보영굉(宁波永宏)
북경동정(北京同正)

스프레이 펌프
잠금장치
기계 공구

북경안태(北京安泰)
북경안태강연(北京安泰钢研)
산둥이리다(山东亿利达)

다이아몬드 공구
기계 공구
원예 기계

상하이건가오금(上海健嘉五金)

잠금장치

84) 泰國·中國 泰中罗勇工业园, http://www.sinothaizone.com/(검색일: 2017. 2. 9).
85) Kwanchai Rungfapaisarn(2015), “Chinese investors strongly drawn towards Thailand,” The

Nation. (February 16)
86) 방콕으로부터 114km, 태국 2대항인 람차방(Laem Chabang) 항구로부터 27km 거리에 위치(AMATA
그룹 홈페이지, 검색일: 2017. 2. 10).
87) JETRO, http://www.jetro.go.jp/(검색일: 2017. 3. 31).
88) 이현주(2015), p. 11, p. 20, p. 71.

108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표 5-2. 계속
산업 분류

기업명
선전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深圳中集集团)
우시권화물자(无锡权华物资)

기계
(14)

우한만방(武汉万邦)

컨테이너 트레일러
파이프 부품
다이아몬드 기계

저장둔안환경(浙江盾安环境)

에어컨 부품

저장품휘(浙江品辉)

사무실 장비

허베이박심공구(河北博深工具)
허베이흑선풍(湖北黑旋风)

기계
다이아몬드 기계

닝보황개특고화학섬유(宁波万基特高化纤)

화학 섬유

북경항신미래과학기술(北京恒信未来科技)

석유 파이프라인

신장삼보생물(新疆三宝生物)

생물학적 제품

쑤저우흥성(苏州欣盛)

화학 섬유

쓰촨위파(四川威玻)

유리 섬유

화학

안후이영평(安徽永平)

(12)

장시건동희토(江西虔东稀土)
저장영흥(浙江永兴)
저장우위합성수지(浙江宇立塑胶)
저장중첩주방·화장실(浙江中捷厨卫)
트리니다드(特立尼达) Flexplas
항저우중책(杭州中策)
저장금비그룹(浙江今飞集团)
저장금고자동차(浙江金固车轮)

자동차

생산품목

저장대태국자동차부품(浙江巨泰汽配)

플라스틱 제품
희토
플라스틱 제품
배너
세라믹 위생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자동차 타이어 휠
자동차 부속품
자동차 배기 시스템

오토바이

저장필베어링(浙江皮尔轴承)

자동차 베어링

(7)

충칭리판모터(重庆力帆摩托)

오토바이

충칭신모터(重庆宗申摩托)

금속
(5)

오토바이

허베이타이어(河北立中车轮)

자동차 부속품

선전개성모형(深圳锴诚模具)

모형

우시서모레스강관(无锡西姆莱斯钢管)

무봉 강철 파이프

장쑤상홍합성수지(江苏常红塑胶)

사출(injection)제품

저장건력주식회사(浙江健力股份)

무봉 강철 파이프

허난구화금속(河南欧华金属)
미국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美国菲利普)
식품

선전신기안(深圳新琪安)

(4)

장쑤난초벌꿀(江苏兰花蜂蜜)
장쑤태흠달(江苏泰鑫达)

산화 몰리브덴
해산물
식품 첨가제
향신료 꿀
식품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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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산업 분류
IT
(3)

전기전자
(3)
건축,
생활용품

기업명
우시화정(无锡和晶)

생산품목
스마트 가전제어 시스템

장쑤진웅동업(江苏震雄铜业)

구리선 사용 IT 산업

저장포르티스(浙江富通集团)

통신 케이블

사천 DENKA KOGYO

전자 케이블

장쑤부윤태양에너지(江苏富润太阳能)

태양광 제품

허베이 잉리에너지(河北英利能源)
상해 연봉강삼(上海延锋江森)
장쑤난퉁펭귄실내용품(江苏南通企鹅家纺)

태양광
베개
솜이불

(3)

장쑤 패이장식(江苏贝尔装饰)

강화마루

공예

랴오닝 헝통양초(辽宁恒通蜡烛)

양초공예

(2)

한국 모나미

문구

자료: 中国经济网综合(2015), 「泰国泰中罗勇工业园」. (November 25)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캄보디아 최대 경제특구이자 중국과 캄보디아의 대
표적인 경제협력 성공사례이다. 캄보디아의 유일한 국제항구도시인 시아누크
빌에 위치해 있는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시아누크빌 국제공항으로부터 3㎞,
시아누크빌 국제항으로부터 12㎞,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부터 210㎞ 떨
어져있다.89)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캄보디아의 경제특구 9곳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 이외 지역의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과 캄
보디아 산업다각화를 위하여 경제특구를 조성하였다.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역시 중국 중앙정부가 승인한 국가급 경제협력구 19곳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는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를 가공제조형 경제특구로 승인
하였는데 가공제조형 경제특구는 방직, 기계, 전자, 화학, 건축자재 등의 업종
이 주가 되는 협력구로 중국 국내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반제품 가공 또
89) 윈난(云南)성 쿤밍과 시아누크빌 국제공항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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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제품을 제조하여 현지시장 또는 제3국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경제특구이
다.90)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이자 일대일로의 주
요 교통 접점인 시아누크빌에 위치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구체적 성과로 거
론된다.
표 5-3.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SSEZ)91)
착공연도

가동연도

입주기업 수

고용(명)

기업평균고용(명)

2008

2011

109

16,000

147

자료: 캄보디아 프놈펜 인터뷰(2017. 5).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는 2005년 캄보디아 정부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2008년 착공되었다. 2010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훈센 총리는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협정에 서명하였고 2011년 홍콩기업이 처음으로 입주하며 경제특구
가 가동되었다. 2012년 2월 프놈펜에서 양국간 첫 실무 협의회인 개발예산조
정위원회(Development Budget Coordinating Council) 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를 중국의 성공적인 해외경제무역 협력
사례로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6월 13일 훈센 총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부 상임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허궈창(贺
国强)은 경제특구를 더욱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 강
력한 정치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5월 계획부지면적 11.13㎢ 중 5.28㎢가 조성되어 개발 1단계가 완
료되었는데, 투자 규모는 1억 5,100만 달러이며 전기, 통신, 용수, 하수처리 시
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성되었다. 10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용,
주거용, 문화시설 등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종합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시
90) 중국 상무부의 가공제조형 협력구 승인 요건은 ① 토지면적 4㎢ 이상 ② 용수, 전기, 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 투자액 4,000만 달러 ③ 기업 10개 이상 입주 ④ 중국기업의 총 투자액 4,000만 달러 이상이다.
이현주(2015), p. 47.
91) 시아누크빌에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시아누크빌항 경제특구(Sihanoukville Port SEZ)도 있으며
시아누크빌항 경제특구는 2012년 설립되어 2016년 말 기준 기업 3개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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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크빌 경제특구 본부에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세청, 노동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은행, 보험회사가 상주해 있다.
시아누크빌 경제특구개발사는 장쑤(江苏)성 기업인 장쑤태호캄보디아국제경
제협력투자유한공사(江苏太湖柬埔寨国际经济合作区投资有限公司)와 캄보디
아국제투자개발그룹(Cambodia International Investment Development
Group Col., Ltd)이나, 실제 개발을 주도한 모그룹은 장쑤(江苏)성 최대 기업인
홍두그룹(红豆集团, Hodo Group)이다. 홍두그룹의 모회사는 의류업체이며 홍
두그룹은 의류 외 고무타이어, 생물 약제학, 부동산에 진출해 있다. 홍두그룹은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 진출하며 산하 의류회사 다수를 함께 입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는 중국, 홍콩, 미국, 프랑스 등의 109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작업장 수는 60개이다. 입주기업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서 이전
한 중국인 소유 기업이다.92)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는 주로 섬유, 의류 기업들
이 입주해 있으며 이외 기계, 목재패널, 가죽 · 가방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기업들의 고용인원은 1만 6,000명으로 캄보디아 주요
SEZ 중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에 건설된 바벳(Bavet) 경제특구의 고용인원 3
만 6,000명보다는 작으나 프놈펜 경제특구의 고용 규모 1만 7,000명93)과 유
사한 수준을 보인다. 캄보디아 국내법상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을 외국인 근
로자로 고용할 수 없어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 고용된 근로자의 90% 이상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다. 시아누크빌 경제특구개발사는 기업 300개 유치와 고
용 인원 8만~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 입주기업 중 한국기업은 한국과 일본이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여행가방 회사 LK Luggage가 유일하다.
93) Warr and menon(2016),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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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AIIB 출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승인된 동남아 프로젝트는 총 4건이
며, 국별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3건, 미얀마 1건이 있다. AIIB의 인도네시아 지
원의 경우, 슬럼 재개발, 댐 개선, 지역인프라 개발펀드 조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
로 하며, 미얀마는 민잔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승인되었다. 또한 현재 공식적으
로 제안된 상태의 프로젝트(proposed project)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프로젝트(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가 있으며, 규모
는 5억 달러로 이중 AIIB의 1억 5,000만 달러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94) AIIB의
동남아 프로젝트는 단독개발 및 단독지원이 아닌 세계은행(WB)이나 ADB와 같
은 기존 다자개발은행이 개발한 사업에 대해 협조융자로 진행되고 있다.

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AIIB는 2016년 6월 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2억 2,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AIIB는 2016년 6월 설립 이래 최초로 4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으며, 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이 그 중 하
나로 선정되었다. 해당 슬럼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AIIB 지원 방식은 인도네
시아 정부가 계획한 국가슬럼재개발 프로그램에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참여하
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13억 1,000만 달러, AIIB 2억 2,000만 달러, 세
계은행 2억 2,000만 달러로 총 17억 4,000만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해당
AIIB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정된 슬럼 거주민들의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업 계획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4) AIIB(2017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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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5년이다. AIIB의 참여 분야는 고형폐기물관리 60%, 도시교통 20%, 기
타 사회서비스 20%로 구성되어 있다. AII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직 · 간접
적으로 인도네시아 154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97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AIIB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구성요소는 조직 및 정책의 발전으로, 국가슬럼재개발 프로그램의 전체적
인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지원이다. 슬럼 재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의 채용과 배치를 제공한다. 셋
째 구성요소는 해당 도시의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이다. 슬럼개발행동계획
(SIAPs: Slum Improvement Action Plans)에 따라 인프라 건설 및 부지 개
발 지원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 또한 일부 세부 프로젝트 자금 조
달을 위해 마을기금(Kelurahan Grants)을 제공한다. 넷째는 기술적인 지원의
수행으로 프로젝트 관리, 국가 · 지방정부 · 도시 단위의 이해관계자의 협력, 모
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구성요소는 재난
및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법 및 준비를 제공하는 것이다.95)

2) 인도네시아 댐 개선 프로젝트(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Ⅱ)
AIIB는 2017년 3월 인도네시아 댐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
의 차관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3억 달러 규모로 AIIB, IBRD,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진행한다. 총 3억 달러 중 AIIB
가 1억 2,500만 달러, IBRD가 1억 2,500만 달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5,000
만 달러를 부담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
95) AIIB(2016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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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약 6년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사업구역 내 댐들의 안전성과 기
능성을 개선시키고, 댐 안전 관련 관리 ·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해
당 프로젝트는 새로운 댐 건설을 지원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댐의 기능 개선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펀드 프로젝트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Project)
AIIB는 2017년 3월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펀드 프로젝트에 대한 1억
달러 차관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4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2억 달러, WB와 AIIB가 각각 1억 달러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기간은 2017년 4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다. 지역인프라개발펀드 창설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① 도시교통 ② 도시 상수도 및 위생 ③ 배수 및 홍수위험
관리 ④ 고형폐기물 관리 ⑤ 슬럼 업그레이드, 총 5개 분야의 자금투자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지역인프라개발펀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구성요소는 지역인프라개발펀드를 위한 자금 지원이며, 둘째
는 지역인프라개발펀드의 프로젝트 개발시설(RIDF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설립이다.96)

나. 미얀마
1) 미얀마 민잔 화력발전소(Myingyan Power Plant Project)
AIIB는 2016년 9월 미얀마 민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2,000만 달러 상
당의 차관을 승인했다. 미얀마 민잔 화력발전소 차관 지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96) AIIB(2017c),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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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AIIB 프로젝트이다. 미얀마
민잔 화력발전소는 225MW급 복합가스터빈(combined cycle gas turbine)
발전소를 만달레이시 내 민잔(Myingyan) 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97) 이 사업 역시 세계은행 IFC 및 ADB가 이미 발굴한 사업으로 이들과
협조융자 형태로 진행한다. 민잔 화력발전소는 완공 시 미얀마 내 가장 큰 가스
발전소가 될 것이며, 미얀마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표 5-4. AIIB의 동남아 지역 승인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
인도네시아 댐 개선
프로젝트

승인일
2016. 6

2017. 3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펀드

2017. 3

프로젝트
미얀마 민잔
화력발전소 건설

2016. 9

기간

전체 금액

2016. 9

17억

~2021. 6

4,000만 달러

2017. 6
~ 2023. 6
2017.4
~ 2020.12

2016~2018

자금조달 구조
AIIB: 2억 2,000만 달러
WB: 2억 2,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정부: 13억 달러
AIIB: 1억 2,500만 달러

3억 달러

IBRD: 1억 2,500만 달러
인도네시아 정부: 5,000만 달러
AIIB: 1억 달러

4억 달러

WB: 1억 달러
인도네시아 정부: 2억 달러

3억 달러

AIIB: 2,000만 달러
IFC, ADB 등 2억 8,000만 달러

자료: AIIB(2016a, p. 1); AIIB(2016b, pp. 1-2); AIIB(2017b, p. 1, p. 3); AIIB(2017c, p. 1, p. 3); IFI Watch
Myanma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4)를 토대로 저자 정리.

97) AIIB(2016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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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첫째, 중국과 동남아 경제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살
펴보고, 둘째,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중국의 동남아 진
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정립하여 향후 한국과 동남아 관계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서술했듯이 중국의 동남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① 중국의 세계강국 부상을 위한 지역 안보위협 해소와 주변국의 지지 확보 ②
양지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 ③ 광시, 윈난성 등 중국 접
경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의 도모이다. 중국에게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은 중요
한 외교적 목적이자 수단으로, 이를 통해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
고 핵심이익을 확보하며 중국의 전체적 경제발전과 중국 서남쪽 접경의 낙후된
지방 개발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중국은 동남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경제적 영향력
을 크게 강화하였고 일대일로 전략하에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발도 확대하고 있
다. 특히 중국의 투자가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로 동남아
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이 개선된다면 이는 중국이 주창했던 상호호혜적 경제협
력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확대로
인한 ‘중국위협론’과 함께 2009년 이후 남중국해 분쟁 등 외교 분야에서 중국
이 보여주는 공세적 태도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깊은 경
계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정부간 경협에서 보이는 중국정부의 강압적 태
도와 중국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 및 노동 기준 문제들로 중국의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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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상당한 ‘평판’ 리스크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보다 책임
있는 동남아의 경제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1. 중 · 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 · 투자 · 인프라 협력의 성과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서 모두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
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
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 수출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
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
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의 경우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
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들의 비중이 급
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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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중국의 동남아 경제파트너 지위
구분

교역(2015년)

단위

FDI 유입(2015년)

10억 달러

FDI 증가율(2010~15년)

10억 달러

%

1

중국

395

EU

20

뉴질랜드

560.2

2

EU

232

일본

17

중국

136.7

3

미국

214

미국

14

대만

135.0

4

일본

201

중국

8

홍콩

57.5

5

한국

124

한국

6

일본

중국 순위

1

4

35.2
2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4); 아세안사무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10); OECD database
(검색일: 2017. 7. 10).

표 6-2. 중국의 무역 상대국 위치(2015년)
구분

국가

수출

수입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미얀마

1

37.8

1

42.1

2

싱가포르

1

13.7

1

14.2

3

라오스

2

26.9

2

18.6

4

말레이시아

2

13.0

1

18.8

5

태국

2

11.1

1

20.3

6

베트남

3

13.2

1

34.0

7

필리핀

3

10.9

1

16.2

8

인도네시아

3

10.0

1

20.6

9

캄보디아

6

5.1

2

22.2

10

브루나이

12

1.5

2

25.2

주: 수출 순위, 수출 비중의 순으로 정렬.
자료: IMF DO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표 6-3. 중국의 동남아 FDI 국별 비중(2013~15년 평균)
국가

비중(%)

순위

라오스

64.2

1

캄보디아

29.3

1

미얀마

14.3

3

싱가포르

6.4

4

베트남

5.1

5

태국

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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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계속
국가

비중(%)

순위

인도네시아

3.5

5

말레이시아

2.1

9

필리핀

0.7

14

브루나이

0.0

19

자료: ASEAN 사무국 통계(검색일: 2017. 6. 26).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
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총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부동산과 금융,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내 파트너십 분포를 보면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파
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
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
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
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
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
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
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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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
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이다. AIIB는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
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
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
아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나. 중국의 리스크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리스크가 대표
적인데, 사실 그동안 동남아에서 인프라 개발이 적정 수준보다 낮았던 것은 열
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한 높은 투자리스크 탓에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
부족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프라 개발을 민간과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해왔다.
그러나 정부역량의 부족과 부패 등 거버넌스 문제, 토지 수용을 둘러싼 주민 반
발 등 건설위험이 상당하여 민간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세계은행 사업
환경 순위에서 전세계 190국 가운데 50위 안에 드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태국뿐이고,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세부지표에서도 이 세 국가를 제외하
면 동남아 국가들은 그 순위가 상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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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ASEAN 국가들의 2017년도 사업환경 순위(전 세계 190국 대비 순위)
국가

총순위

건설허가

자산등록

국제물류

계약집행

싱가포르

2

10

19

41

2

말레이시아

23

13

40

60

42

태국

46

42

68

56

51

브루나이

72

37

134

142

93

베트남

82

24

59

93

69

인도네시아

91

116

118

108

166

필리핀

99

85

112

95

136

캄보디아

131

183

120

102

178

라오스

139

47

65

120

88

미얀마

170

66

143

159

188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22).

따라서 관건은 중국의 인프라 개발이 이렇게 취약한 동남아의 사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모델 또는 돌파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
다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로 중국금융권의 부실을 악화시킬 수 있
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요구로 중
국이 정부보증 요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55억 달러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
될 경우 사업비의 75%를 융자하는 중국개발은행(CDB)이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공세적인 인프라 경제외교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철도공정공사
(CREC: China Railway Engineering Corporation)가 추진하던 쿠알라룸
푸르의 Bandar Malaysia 종합개발프로젝트가 2017년 5월 갑자기 무산되었
다. Bandar Malaysia 개발사업은 2017년 발주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
철도의 종착터미널을 포함하는 교통허브와 금융센터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가 370억 달러에 달한다. 2015년 중국철도공정공사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자에 선정되었다. 중국철도공정공사는
말레이시아를 중국의 동남아 고속철사업의 허브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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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제조공장 설립에 투자하였고 20억 달러 규모 지역본부를 말레이시아에 설립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말레이시아와의 교통협력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수주를 Bandar Malaysia 투자
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우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98)
또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환경 및 노동 문제가 주요 사업리스크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환경파괴 우려로 중단된 미얀마의
뮛송(Myitsone)댐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사업은 미얀마와 중국 국
경 근처에 중국 국립전력투자공사(SPIC) 주도로 총사업비 36억 달러를 투입하
여 미얀마 주요 하천인 에야와디강 수원에 7개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하여 2만
1,600M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초기 계약에 따르면 SPIC가 총지분
의 80%, 미얀마 정부가 15%, 미얀마의 대기업 Asia World가 5%를 투자하게
되어 있었고, 생산전력의 90%는 중국이 수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주요 하천인 에야와디강 수원에 거대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발생하였고 2011년 민간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중국투자사업과 함께 중단
되었다. 중국은 뮛송댐에 대한 미얀마의 반대를 사실상 수용하여 본 사업을 백
지화하고 대체 프로젝트를 미얀마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99) 또한 인프라
개발이 아니더라도 3장에서 다룬 중국의 라오스 바나나농장 투자 중단 사례 역
시 동남아 저개발국에 대한 중국투자가 환경 및 노동 문제로 인한 리스크에 취
약함을 보여준다.

98) Ho, Wah Foon(2017), “Rescue Bandar Malaysia or Face Fallout,” The Star Online. (May 5)
99) Sithu Aung Myint(2016. 6. 26), http://frontiermyanmar.net/en/the-myitsone-dam-chinas-three-options(검색일: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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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1) 제로섬 시각의 탈피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중
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
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한중일과 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경우 저소득 국가에서의 대규모 사업은 라오스 고속철의 예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험 감수 능력이나 경제외교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
우 교통인프라 투자 확대로 해당국의 사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인프라 건설 자체의 경
우에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진국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서 다국적 기업의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해당 정부들도 중국 의
존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려는 정책이 있어 제3국기
업에게도 기회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중국과의 동남아 공동진출 이해의 체계화와 리스크 관리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진출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
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먼저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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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그 동인별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
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한
국은 동남아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공동진출한 경험은 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한국중부발전이 일본마루베니와 인도네시아 현지기
업과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
이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한 사례이다. 베트남에서는 대만의 포모사 플라스틱 그
룹과 일본 JEF가 공동투자한 하띤(Ha Tinh)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는 포스코
건설, 포스코ICT 등이 전반적 시공을 맡아 참여한 바 있다. 특수 기술을 가진 한
국기업의 경우 중국 주도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그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
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IB의 주요 회원국이며 AIIB가 성공적인 다자개발은
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 개도국의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가 접목된 새로운
인프라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AIIB에 제안할 수 있다.100) 한국 인프라기업들이
AIIB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
의 수요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 대상 국가의 경제발
전 정도와 정부 의지에 따라 한중의 동남아 공동진출의 경우 협력가능성이 높
은 국가군과 그렇지 않은 국가군이 분리된다.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은 저소
100)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2017),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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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국가와 달리 중진국 이상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단계별, 분야
별로 다수 국가 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101)
표 6-5. 공동진출의 동인별 유형 분류
구분

공동진출의 동인

1

중국기업들의 기술적, 비용적 필요성

2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경제협력정책

3

동남아 정부의 경제관계다변화 등 전략적 필요

최근 한중관계가 주는 분명한 교훈은 정치적 상황이 한중경제협력에 큰 영
향을 주므로 제3국 한중 공동진출에 있어서도 중국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는 점이다. 앞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중국발 정치리스크에 가장 둔감한 것은
셋째 유형으로 동남아와의 경제외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차별성 확보
1) 기술경쟁력 강화와 환경, 노동 기준 준수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
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
에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한국상품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
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게도 현지투자와 인프
라사업에 있어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
다. 동남아에서는 향후 ‘명성(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101)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현지전문가, 중국기업 관계자,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캄보디아 프놈펜 인터뷰,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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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
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2) 동남아 진출 업종 및 방식 다각화: 서비스업 진출과 M&A 확대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게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
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동남아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비중국다
국적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참여기업이나 하청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었는
데, 향후 역내에서 선도기업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동남
아에서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싱기업을 확
보하기 위한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기술력이 있
는 경우 오히려 중국 선도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
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국경간 인수합
병(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
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 및 지분투자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일본은 동남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이고, 앞서 보인 것과 같이 중국 역시 최근 그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2010~17년 동남아에 대한 국경간 M&A 인수금액이 일본은 171억 달러,
중국은 116억 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50억 달러에 불과하다. 2015년 말 출범
한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
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
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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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의 경제관계 다변화 수요 활용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
는 것과 같이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로 인한 위협과 중국시장과 자본이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균형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동남
아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역설적으로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
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11년 체제 전환을 이룬 미얀마가
그 좋은 예이다. 캄보디아 역시 현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두드러지지만, 중
장기적으로 경제관계다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투자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

3. 결언
중국과 미국의 대한국 전략이 급변하면서 한국은 무역과 투자정책을 재정립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해야 하는 현실에서 동
남아는 자연스럽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
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는 한중일 · 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
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
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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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한국의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소지역

금액

비중

총

12.7

45.0

동남아

8.8

31.2

그외

3.9

13.8

중동

-

10.7

37.9

중남미

-

1.6

5.7

태평양, 북미

-

1.4

4.9

아프리카

-

1.2

4.3

유럽

-

0.6

2.1

총계

-

28.2

100.0

아시아

주: 계약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7. 6. 20).

부표 2. 한국의 동남아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금액

비중

싱가포르

2787.3

31.7

베트남

2315.3

26.4

말레이시아

1600.2

18.2

필리핀

1583.7

18.0

캄보디아

195.2

2.2

인도네시아

131.7

1.5

태국

80.2

0.9

미얀마

61.7

0.7

라오스

28.6

0.3

브루나이

0.2

0.0

동남아 전체

8784.0

100.0

주: 계약액 기준.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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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일본 아베총리의 동남아 방문
일시

방문국

2017년

1월 12일-1월 17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6년

8월 25일

싱가포르(나탄 전대통령 조문)

2015년

3월 29일-3월 30일

싱가포르(리콴유 총리 국장 참석)

2014년

2013년

5월 30일-5월 31일

싱가포르

11월 16일-11월 17일

캄보디아, 라오스

7월 25일-7월 27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5월 24일-5월 26일

미얀마

1월 16일-1월 19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자료: 外務省, 「総理大臣の外国訪問一覧」(검색일: 2017. 1. 31).

부표 4. 동남아 국가 정상의 방일
일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국가명

내용

11월 30일-12월 4일

싱가포르

토니 탄 대통령 방일

11월 15일-11월 17일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 방일

11월 1일-11월 5일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 방일

10월 25일-10월 27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일

9월 26일-9월 29일

싱가포르

리센 룽 총리 방일

6월 2일-6월 5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방일

5월 24일-5월 26일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 방일

3월 22일-3월 25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일

3월 4일-3월 7일

라오스

통싱 탐마봉 총리 방일

2월 8일-2월 10일

태국

프라윳 찬오차 총리 방일

6월 24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방일

5월 21일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 방일

3월 16일-3월 19일

베트남

츄 온 탄 산 국가 주석 방일

5월 22일-5월 25일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 방일

5월 21-5월 24일

싱가포르

리센 룽 총리 방일

5월 12일-5월 17일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방일

4월 13일-4월 19일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민 민주 연맹 의장 방일

자료: 外務省, 「過去の外交日程」(검색일: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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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동남아 무역
2015년 일본의 대동남아 무역액은 1,930억 달러로 대세계 무역액 1조
2,734억 달러의 15.2%를 기록하였으며,102) 중국에 이어 동남아는 일본의 제2
의 무역 상대국이다. 한편 동남아의 2015년 대일본 무역액은 2,014억 달러이
며, 이는 대세계 무역액 2조 3,329억 달러 중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본은
중국, EU에 이어 동남아의 제3의 무역 상대국으로 나타난다.103) 일본은 현재
동남아 10개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과 양자FTA를 체
결하였으며, 동남아 전체와는 일 · 동남아 포괄적경제협력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를 2005년
체결하였다(2008년 발효). 2008년 발효직전 2007년 기준 상품무역분야에서
일본의 ASEAN 수출 교역액의 약 91%와 ASEAN의 일본 수출 교역액의 약
93%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되었다.104) 2014년 5월 시점에서 인도네시
아를 제외한 동남아 9개국과 일본 사이에서 협정이 발효되었다.
부록 그림 1. 동남아의 대일본 무역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102) 日本貿易振興機構, 「日本の貿易動向 総括表」(검색일: 2017. 2. 1).
103) IMF DOTS(검색일: 2016. 10. 21).
104) 日本貿易振興機構, 「日本・ASEAN経済連携協定」(검색일: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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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대일본 무역액은 등락을 반복하며 2000년 1,278억 달러에서 2015
년 2,014억 달러로 57.6%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에 대일본 수출은 78.0%, 수입
은 41.1%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남아의 대
일본 무역은 2012년 수출 1,286억 달러, 수입 1,36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기간에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이
7.4% 감소한 것에 비해 대일본 무역은 16.1% 감소하였다. 수출의 감소는
16.7%로 이는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인 천연 가스, 원유, 석탄 등의 국제 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며, 수입의 감소는 15.5%로 무역 구성비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기계 및 전기 기계, 약 10%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의 수요 감소가
배경에 있다.105) 동남아의 대세계 무역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000년부터 2015
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수출은 13.7%에서 8.7%로, 수입은 19.0%에서
8.5%로 감소하였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106)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ASEAN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2015년 기준
수출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입은 중국에 이어 2위로 나타난다.

2. 일본의 동남아 투자
투자의 경우 동남아의 2015년 대내직접투자액 약 1,208억 달러 중 일본의
직접투자액은 전체의 14.5%인 약 156억 달러로 동남아에게 일본은 EU에 이
은 최대 투자국이다.107) 일본에게 동남아는 주요 투자처로 2015년 일본의 동
남아에 대한 직접투자액(잔고 기준)은 20조 1,099억 엔으로 일본의 총 대외직
접투자액 151조 6,148억 엔의 13.3%를 차지하며 동남아는 미국(전체 중
33.3%), EU(22.9%)에 이은 제3의 투자처이다.108)
105) 日本貿易振興機構(2015), 「世界貿易投資報告」, p. 1.
106) 浦田秀次郎(2015), 「日ASEAN貿易・投資関係の現状と展望：ASEAN特集」, p. 22.
107) AS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검색일: 2017. 2. 2).
108)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검색일: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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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의 대동남아 투자액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
면, 제조업에 1조 3천억 엔이 투자되어 전체의 55.4%에 달하며 비중이 전년대
비 약 10%p 증가하였다. 한편 비제조업에 1조 7백억 엔이 투자되었으며 전년
대비 그 금액과 비중이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송기계에 3천 4백억
엔이 투자되어 전체의 14.0%에 달하며 2014년에 이어 유사한 수준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다. 식료품과 금융 · 보험업에 각각 3천억 엔과 1천 9백억 엔
이 유입되었는데 전자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상당 폭 증가한 반면 후자의 경우
는 전년대비 상당 폭 감소한 것이다(표 참고). 이를 보면 일본 기업이 다른 주요
투자 산업들에 비해 운송기계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광업(7.7%, 전년대비 큰 폭 증가) 그리고 도소매업(7.1%)에 일
본의 직접투자가 집중되었다.

부표 5. 일본의 대동남아 업종별 직접투자
투자대상산업
제조업
운송기계

2014년

2015년

투자액(억 엔)

비중(%)

투자액(억 엔)

11,161

45.8

13,347

비중(%)
55.4

3,463

14.2

3,381

14.0

식료품

1,052

4.3

2,992

12.4

전기기계

1,334

5.5

1,474

6.1

철·비철·금속

808

3.3

1,256

5.2

화학·의료

1,352

5.6

918

3.8

일반기계

717

2.9

793

3.3

석유

296

1.2

609

2.5

고무·피혁

693

2.8

431

1.8

유리·세라믹

132

0.5

309

1.3

정밀기계

251

1.0

299

1.2

목재·펄프

354

1.5

266

1.1

섬유

209

0.9

19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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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투자대상산업
비제조업
금융·보험업

2014년

2015년

투자액(억 엔)

비중(%)

투자액(억 엔)

비중(%)

13,182

54.2

10,755

44.6

7,069

29.0

1,889

7.8

광업

225

0.9

1,858

7.7

도매·소매업

1,908

7.8

1,712

7.1

통신업

1,618

6.6

1,145

4.8

운송업

731

3.0

1,865

4.4

부동산업

402

1.7

1,033

4.3

서비스업

425

1.7

787

3.3

건설업

219

0.9

131

0.5

농업·임업

184

0.8

44

0.2

수산업

8

0.0

16

0.1

24,343

100.0

24,102

100.0

합계

자료: 日本銀行, 「国際収支統計」(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2. 2).

3. 일본의 동남아 ODA
일본은 동남아에 대한 ODA 역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동남아가 공여받
은 ODA 약 184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ODA는 약 84억 달러로 전체에서
45.9%를 차지한다.109)110) 일본의 ODA에서도 동남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여 2014년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양자 간 ODA는 전세계에 대한 ODA 약
125억 달러 중 31.2%인 약 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11)
일본은 동남아와의 정부간 협력의 수단 중 하나로 일본-ASEAN 통합기금
(JAIF: Japan-ASEAN Integration Fund)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각종
협력기금을 조성,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ASEAN 통합을 위해 약 7천
109)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online databases(검색일: 2017. 2. 6).
110)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online databases는 중국의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지 않음.
111) 外務省(2016), 「2015年版開発協力白書」, pp. 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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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의 일본 · ASEAN 통화기금(JAIF)를 조성하였다. JAIF의 목적은
ASEAN 통합을 위해 ASEAN 국가를 지원하고, 주요한 세 분야(정치 · 안보, 경
제, 사회 · 문화)의 공동체 설립 지원과 함께 역내 격차 완화를 도모하며, 일본
과 ASEAN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후 JAIF에 청소년 교류 촉진,
ASEAN · 일본 경제 협력 촉진, 대규모 재해 대책 등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12월 ASEAN · 일본 특별 정상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JAIF2.0에 1억 달러를 추가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112)

부표 6. 일본·ASEAN 협력 기금 주요 연표
주요 내용
ASEAN 통합지원 출연금(JAIF)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출연금(JENESYS)

규모

시기

7,000만 달러

2006년

1억 9,600만 달러

ASEAN-일본 포괄적 경제 협력 기금 출연금(AJCEP)

5,200만 달러

ASEAN의 대규모 재해 응급 대책 능력 향상 지원

1,300만 달러

ASEAN 긴급지원(EEA)

6,200만 달러

외국인 간호사 등의 일본어 교육(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EPA)

1,950만 달러

아시아 대양주 지역 및 북미 지역과의 청소년 교류 출연금(Kizuna 프로
젝트)
JENESYS 2.0(ASEAN에 대한 출연금)
JAIF 2.0
JENESYS 2015

2009년
2009년,
2012년

3,000만 달러

2012년

7,300만 달러

2013년

1억 달러

2014년

900만 달러

2015년

총 6억 2,400만 달러
자료: Yukiko Okano(2016), “Japan-ASEAN Relations Post 2015,” p. 11.

112) ASEAN日本政府代表部(2015), 「ASEANの現状と日・ASEAN関係」,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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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표 7. 중국의 대동남아 6개국 가공단계별 교역
수출
구분

말레이
시아

태국

수입

2006

2015

2006

수지
2015

2006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원자재

0.2

1.3

0.3

0.8

1.3

5.5

3.1

5.8

-1.1

-2.7

중간재

7.2

53.5

21.9

49.6

18.9

80.3

44.2

83.0

-11.7 -22.3

자본재

3.7

27.5

9.0

20.5

2.3

9.8

4.5

8.4

소비재

2.3

17.3

12.4

28.0

0.4

1.6

1.1

기타

0.1

0.4

0.5

1.1

0.7

2.8

0.4

원자재

0.1

0.8

0.4

1.0

1.9

10.5

중간재

6.0

61.7

20.9

54.6

10.2

자본재

2.5

25.5

8.4

22.1

4.4

소비재

1.1

11.3

8.5

22.1

기타

0.1

0.7

0.1

0.2

원자재

0.2

3.2

0.1

1.4

4.6

2.1

2.0

11.3

0.8

-0.6

0.1

3.3

8.8

-1.8

-2.9

57.0

22.6

60.8

-4.2

-1.7

24.4

5.7

15.3

-1.9

2.8

1.3

7.1

5.4

14.5

-0.2

3.1

0.2

1.1

0.2

0.6

-0.1

-0.2

0.3

1.0

5.8

2.4

12.8

-0.8

-2.3

중간재

3.6

62.0

13.9

52.1

13.5

76.6

12.3

64.9

-10.0

1.6

필리핀 자본재

0.8

14.3

4.0

15.1

2.8

15.8

3.3

17.4

-2.0

0.7

소비재

1.1

18.5

8.3

31.0

0.3

1.6

0.9

4.9

0.8

7.3

기타

0.1

2.0

0.4

1.5

0.0

0.3

0.0

0.1

0.1

0.4
0.1

원자재

0.3

1.1

0.1

0.3

0.0

0.2

0.1

0.2

0.2

중간재

11.6

50.1

22.6

42.4

11.1

63.0

17.6

63.8

0.5

5.0

자본재

7.1

30.5

17.1

32.3

2.8

15.8

4.5

16.4

4.3

12.6

소비재

2.9

12.4

9.3

17.5

1.3

7.4

1.7

6.2

1.6

7.6

기타

1.4

5.9

4.0

7.5

2.4

13.7

3.7

13.4

-1.1

0.3

원자재

0.6

6.4

0.3

1.0

2.6

27.5

5.4

27.3

-2.0

-5.1

중간재

5.0

53.3

19.0

55.2

5.1

53.3

11.7

58.9

-0.1

7.3

자본재

1.8

19.5

8.8

25.6

1.2

12.7

0.8

3.9

0.6

8.0

소비재

1.4

14.7

5.5

16.0

0.3

2.7

1.8

9.2

1.1

3.7

기타

0.6

6.1

0.7

2.1

0.4

3.8

0.1

0.6

0.2

0.6

원자재

0.1

1.6

0.5

0.7

1.5

62.0

2.4

9.4

-1.4

-1.9

중간재

4.8

64.8

41.3

62.2

0.5

18.5

12.4

49.2

4.4

28.9

베트남 자본재

1.1

15.1

11.4

17.2

0.1

4.7

2.4

9.5

1.0

9.0

소비재

0.7

9.3

12.1

18.2

0.4

14.7

6.7

26.5

0.3

5.4

기타

0.7

9.3

1.1

1.7

0.0

0.2

1.4

5.4

0.7

-0.2

싱가포
르

인도
네시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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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동남아 국가별 대중국 주요교역품목
브루나이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56.7

2

29

유기화합물

40.5

3

47

펄프

4

90

5

68

브루나이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94

가구류ㆍ조명기구

290.1

2

89

선박

270.1

2.1

3

69

도자제품

93.8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1.1

4

73

철강제품

90.7

석, 시멘트, 석면제품

0.4

5

84

보일러ㆍ기계류

62.0

6

3

어패류

0.2

6

85

전기기기ㆍTVㆍVTR

56.1

7

44

목재ㆍ목탄

0.1

7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5.0

8

73

철강제품

0.0

8

48

지와 판지

49.3

9

85

전기기기ㆍTVㆍVTR

0.0

9

72

철강

46.5

1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0

10

61

의류(편물제)

46.1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캄보디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61

의류(편물제)

153.4

2

43

모피, 모피제품

3

90

4

캄보디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60

편물

1,005.5

120.1

2

52

면ㆍ면사면직물

397.9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80.9

3

84

보일러ㆍ기계류

358.5

85

전기기기ㆍTVㆍVTR

71.1

4

85

전기기기ㆍTVㆍVTR

290.1

5

10

곡물

68.9

5

55

인조스테이플섬유

139.3

6

62

의류(편물제이외)

39.1

6

69

도자제품

139.0

7

64

신발류

23.4

7

54

인조필라멘트섬유

130.5

8

7

채소

22.1

8

61

의류(편물제)

108.5

9

44

목재ㆍ목탄

20.5

9

87

일반차량

101.7

10

63

기타섬유제품ㆍ넝마

10.8

10

58

특수직물

90.6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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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부표 8. 계속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6.5

2

15

동식물성유지

3

47

4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4

보일러ㆍ기계류

6.4

3.1

2

85

전기기기ㆍTVㆍVTR

5.6

펄프

1.4

3

72

철강

1.7

85

전기기기ㆍTVㆍVTR

1.2

4

73

철강제품

1.4

5

44

목재ㆍ목탄

1.0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2

6

38

플라스틱과 그 제품

0.7

6

94

가구류ㆍ조명기구

1.0

7

40

고무와 그 제품

0.6

7

87

일반차량

0.9

8

26

광, 슬랙, 회

0.5

8

29

유기화합물

0.9

9

64

신발류

0.4

9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0.8

10

29

유기화합물

0.4

10

90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0.8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라오스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44

목재ㆍ목탄

480.3

2

26

광, 슬랙, 회

3

74

4

라오스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백만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56.3

377.9

2

84

보일러ㆍ기계류

239.1

동과 그 제품

151.6

3

88

항공기

151.3

31

비료

94.3

4

87

일반차량

122.7

5

40

고무와 그 제품

71.0

5

73

철강제품

109.4

6

10

곡물

62.3

6

31

비료

38.2

7

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ㆍ전분

18.4

7

72

철강

33.5

8

12

채유용종자ㆍ인삼

17.1

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1.6

9

94

가구류ㆍ조명기구

5.6

9

24

담배

23.5

10

1

산동물

2.8

10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1.7

주: HS Code는 2 digit, 기타 제외,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기타 제외,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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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계속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32.6

2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3

84

4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9.2

5.9

2

84

보일러ㆍ기계류

4.9

보일러ㆍ기계류

3.3

3

94

가구류ㆍ조명기구

2.5

15

동식물성 유지

1.8

4

90

광학ㆍ의료ㆍ측정
ㆍ검사ㆍ정밀기기

1.9

5

40

고무와 그 제품

1.4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

6

26

광, 슬랙, 회

1.3

6

62

의류(편물제이외)

1.6

7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

7

72

철강

1.4

8

90

광학ㆍ의료ㆍ측정
ㆍ검사ㆍ정밀기기

1.0

8

73

철강제품

1.4

9

29

유기화합물

0.9

9

64

신발류

1.2

10

74

동과 그 제품

0.6

10

61

의류(편물제)

1.1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미얀마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9

2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3

26

4

미얀마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1.6

1.6

2

84

보일러ㆍ기계류

1.0

광, 슬랙, 회

0.4

3

89

선박

1.0

72

철강

0.2

4

87

일반차량

1.0

5

44

목재ㆍ목탄

0.2

5

72

철강

0.8

6

40

고무와 그 제품

0.1

6

73

철강제품

0.6

7

12

채유용 종자ㆍ인삼

0.1

7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0.3

8

62

의류(편물제 이외)

0.0

8

55

인조스테이플섬유

0.3

9

74

동과 그 제품

0.0

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2

10

3

어패류

0.0

10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0.2

주: HS Code는 2 digit, 기타 제외,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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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부표 8. 계속
필리핀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9.4

2

84

보일러ㆍ기계류

4.1

3

26

광, 슬랙, 회

4

27

5

8

6

필리핀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4.4

2

84

보일러ㆍ기계류

2.5

2.0

3

72

철강

2.2

광물성 연료, 에너지

1.0

4

87

일반차량

1.1

과실ㆍ견과류

0.6

5

95

완구ㆍ운동용구

1.0

74

동과 그 제품

0.4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0

7

90

광학ㆍ의료ㆍ측정기기
ㆍ검사ㆍ정밀기기

0.4

7

61

의류(편물제)

1.0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2

8

73

철강제품

1.0

9

29

유기화합물

0.1

9

64

신발류

0.8

10

95

완구ㆍ운동용구

0.1

10

52

면ㆍ면사직물

0.8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싱가포르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8.8

2

84

보일러ㆍ기계류

3

39

4

싱가포르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13.9

4.0

2

84

보일러ㆍ기계류

8.0

플라스틱과 그 제품

3.6

3

89

선박

5.5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9

4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3.9

5

29

유기화합물

2.2

5

94

가구류ㆍ조명기구

3.2

6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6

6

73

철강제품

1.4

7

90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1.4

7

69

도자제품

1.3

8

38

플라스틱과 그 제품

0.8

8

72

철강

1.1

9

73

철강제품

0.3

9

95

완구ㆍ운동용구

1.1

10

40

고무와 그 제품

0.3

1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0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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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계속
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15년)

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15년)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HS code

품목

금액
(십억 달러)
8.6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8.3

1

85

전기기기ㆍTVㆍVTR

2

84

보일러ㆍ기계류

6.8

2

84

보일러ㆍ기계류

6.5

3

40

고무와 그 제품

4.0

3

72

철강

2.0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5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

5

90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1.8

5

73

철강제품

1.3

6

7

채소

1.7

6

87

일반차량

1.2

7

29

유기화합물

1.5

7

94

가구류ㆍ조명기구

1.2

8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8

8

과실ㆍ견과류

1.1

9

44

목재ㆍ목탄

9

3

어패류

1.0

90

광학ㆍ의료ㆍ측정ㆍ
검사ㆍ정밀기기

1.0

10

8

과실ㆍ견과류

1.3
1.3
1.2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10

주: HS Code는 2 digit, Reporter: 중국.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7. 7. 25).

4. 가공단계별 분류
가공단계별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UN Comtrade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분류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원료, 중
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 재분류하는 작업은
Guillaume, Françoise and Deniz(2004)의 방식을 따랐다. BEC와 가공단
계별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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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생산공정별 BEC 코드
대분류

소분류

원료

원료

BEC Code

반제품
중간재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

최종재
소비재

BEC 설명

111

산업용 식음료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2

가공된 연료

42

운송 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및 부분품

53

운송장비의 부품 및 부분품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112

가정용 식음료

122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주: Guillaume, Françoise and Deniz(2004), p. 51에서는 BEC Code 53번이 부품 및 부분품과 최종재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품 및 부분품에만 포함함.
자료: Gaullier, Lemoine and Unal-Kesenci(2004), p. 51.

5.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부표 10.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입주 기업 목록(일부)
번호

국적

회사명

생산제품

1

중국

Rebecca Hair Products (Cambodia) Co., Ltd.

가발

2

중국

Romantic Leather (Cambodia) Co., Ltd.

가방

3

중국

Colia Leather (Cambodia) Co., Ltd.

가방

4

중국

New Glory Bags&Luggage (Cambodia) Co., Ltd.

가방

5

중국

Xindashun Textiles Co., Ltd.

가정용 직물

6

중국

7

중국

Cambodian Chan Shin
Household Products Co., Ltd.

가정용품

Cambodian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Zhejiang

건축 구조,

Industrial Park Co., Ltd.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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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계속
번호

국적

회사명

생산제품

8

중국

Tysun Power Co., Ltd.

광전지

9

중국

KKFF Bend (Cambodia) Co., Ltd.

금속 가공

10

중국

Omni Arbor Solution Co., Ltd.

나무 바닥

11

중국

Paladin Lake (Cambodia) Wood Industry Co., Ltd.

나무 바닥

12

중국

Shandong Forest Wood (Cambodia) Co., Ltd.

나무 바닥

13

중국

Cambodian Happy Home
Wood Products Co., Ltd.

나무 바닥

14

중국

Mayflower Wood Industry (Cambodia) Co., Ltd.

나무 바닥

15

중국

Cambodian Rong Gean Wood Products Co., Ltd.

나무 바닥

16

중국

Sanhe Many Lighter Manufacturing (Cambodia) Co., Ltd.

라이터

17

중국

Juyuan(Cambodia) Co., Ltd.

비닐봉지

18

중국

Sitong Packaging (Cambodia) Co., Ltd.

비닐봉지

19

중국

Zhong Rui Xing He (Cambodia) Co., Ltd.

세척용 천

20

중국

Happy Leather (Cambodia) Co., Ltd.

소파

21

중국

Clear Water Leather Supply Co., Ltd.

소파 덮개

22

중국

Morris Zou (Cambodia) Co., Ltd.

소파,
가죽제품

23

중국

Chiuspolyurethanematerrial (Cambodia) Co., Ltd.

스펀지

24

중국

Riying Shoes Factory (Cambodia) Co., Ltd.

신발
아미노산

25

중국

Infinite Manufacturing Co., Ltd.

26

중국

Jinchenyuan (Cambodia) Co., Ltd.

양말

27

중국

Cambodian Everwin Accessories Company Limited

여행가방

28

중국

Hua Zhou City Dong Ming Leatherware (Cambodia)
Company Limited

여행가방

29

중국

Wan Hai Hanger (Cambodia) Co., Ltd.

옷걸이

30

중국

Qingyi Commodities (Cambodia) Co., Ltd.

원자재

31

중국

Jiangxi 3L Medical Products Group Co., Ltd.

의료 제품

32

중국

SESMED (Cambodia) Healthcare
Products Co., Ltd.

의료 제품

33

중국

Cambodian Qingdao Baoli Textiles Co., Ltd.

의류

34

중국

Hongdou International Garment Co., Ltd.

의류

35

중국

Janda (Cambodia) Garments MFG Co., Ltd.

의류

36

중국

Green Summit (Cambodia) Co., Ltd.

의류

Enterex (Cambodia) Industrial Co., Ltd.

자동차
예비 부품

37

중국

152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부표 10. 계속
번호

국적

회사명

38

중국

Wealth (Cambodia) Steel Industry Engineering Co., Ltd.

철강

중국

ANGKOR (CAMBODIA) Art Supply MFG Co., Ltd.

캔버스 천,
프레임

40

중국

AUSWELFIT (CAMBODIA) Co., Ltd.

파이프장치

41

중국

Cambotruck Co., Ltd.

포크리프트

42

중국

Deshenli (Cambodia) Co., Ltd.

하드웨어

J.D.Y Pharm Co., Ltd.

약품

Cambodian Sunrise Garment Co., Ltd.

의류

39

43
44

캄보디아,
중국
이탈리아,
중국

생산제품

45

홍콩

Sure Success (Cambodia) Industrial Co., Ltd.

문구

46

홍콩

Cambodian Team Work Industry

신발

47

홍콩

Texpack Packaging (Cambodia) Ltd.

포장용 가방

48

미국

KC JSM Development, Ltd.

세탁

49

미국

Caffco International (Cambodia) Ltd.

수공예품

50

아일랜드

Horse ware Products (Cambodia) Co., Ltd.

말 용품

51

프랑스

Cambodian Gateway Underwear Co., Ltd.

의류

LK Luggage Co., Ltd.

여행가방

52

한국,
일본

53

태국

Cambodian Handlift Product Co., Ltd

핸드 리프트

54

베트남

Lucky Tobacco Co., Ltd.

담배

자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개발사 홍두그룹(Hongdu Group) 내부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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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ina and Southeast Asia:
Expanding Economic Engagement
OH Yoon Ah, SHIN Minlee, KIM Mi Lim, and LEE Sinae

In the past decade, China has emerged as a key partner of Southeast Asia
across trade,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Southeast
Asian economies have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strong economic
growth of China over the years, but the resulting dependency on China has
created political and economic vulnerability in the region. The challenge
is how to steer these relationships toward more mutually beneficial ones.
Bilateral trade reached $395 billion in 2015, accounting for 15 percent
of the region’s external trade and making China Southeast Asia’s top
trading partner. Yet, cross-country variation in China’s share of exports
to the total trade is huge, ranging from 5 to 38 percent among major
countries, while China’s share of total trade with the region has been
rather stable in recent years. Amid a marked expansion of trade, Southeast
Asia’s trade deficits are rising fast since 2011. This coincides with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entering into force and the onset
of the new wave of investment in the region’s electronics sector, especially
in Vietnam.
Intermediate goods account for more than 50 percent for both
Southeast Asia’s exports and imports with China, reflecting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production network across East Asia. Among
intermediate goods, the shares of semi-finished goods have risen in both
Southeast Asian exports to and imports from China. At the same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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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s of parts and components, which usually are higher value-added
than semi-finished goods, have declined in both directions. This may
suggest that China may be producing more parts and components
domestically, thus relying less on imports. China now has a strong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y, especially for commonly used and
medium- and low-end components. On the other, the decline of parts and
components of Southeast Asia’s imports from China also suggest that
some Southeast Asian economies may be diversifying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away from China.
Although relatively smaller in share to the total trade, agricultural trade
is a strategic area fo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especially in the form
of Southeast Asian agricultural exports to China. Agriculture is a critical
sector for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a large share of
employment and major political importance. With the demand rising in
China, China’s food imports from and invest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Southeast Asia is likely to increase. This creates both opportunities and
difficult challenges for the region’s countries. For trade in services,
tourism is one of the key sector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The
growing number of Chinese tourists to Southeast Asia has created a
tourism boom in local economies, but has also presented risks as well as
challenges.
China’s FDI in Southeast Asia is growing fast from a low base. Its FDI into
the region reached $8.3 billion dollars in 2015, increasing more than 2.4
fold from $3.5 billion dollars in 2010. This makes China the fourth-largest
investor in Southeast Asia, following the EU, Japan, and US, although its
growth rates are higher than the top three investors. China is not a
dominant investor in the wealthier countries of the region while its
presence is overwhelming in lower income countries. The sectoral
distribution of China’s FDI suggests that finance, real estate, and
manufacturing are important sectors. The extent to which China,
especially its private companies, invests in the region’s manufacturing will
have a large impact on Southeast Asia’s development. Chin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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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Southeast Asia is limited compared to other
investor countries, but is still much larger than its investment in Africa and
Latin America, which tends to be concentrated in natural resources and
construction. China’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nd policy banks are
capturing global attention by their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massive loans. Nonetheless, it is Chinese private companies who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the regional economic relations.
China used to function largely as a major processing hub in the global
value chain but has increasingly expanded into the role of a supplier of
intermediate inputs for assembly operations in other developing Asian
economies. Yet it may also be moving toward establishing its own
production chains led by Chinese private firms.
Although Cambodia is the key partner for China in the region, its small
size and low level of development makes it difficult to be developed into
a platform for China’s region-wide cooperation. China’s investment in the
region is concentrated in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but these
economies are relatively developed and high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limiting China’s dominant influence. The Philippines is an
interesting case where its political ties with China are expanding rapidly
despite significantly weak preexisting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ith
Chin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the most visible area of China’s rising
economic influence in Southeast Asia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sponding to huge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region
using its large capital, China is implementing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ransport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across the region. China is building a high-speed railway
in Laos and Indonesia and participating in a project in Thailand. The
“Pan-Asia Railway Network,” also known as the “Kunming-Singapore
Railway,” is an ambitious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 now
incorporated in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th an aim to integrate
China’s Southwest with mainland Southeast Asia. The Asia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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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Bank, formally proposed in 2013 and established in 2015, is a
major instrument for China’s Southeast Asia strategy focused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 in
Thailand and the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in Cambodia are
success cases of China-led SEZ development in the region. Chinese private
companies, especially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are well
represented in these SEZs.
Korea needs to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 in
Southeast

Asia

proactively

and

constructively.

China’s

deeper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may place competitive pressures on Korean
business interests, yet China’s expanding business networks and
China-finance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re likely to offer more
business opportunities for everyone, including Korean firms. Korea needs
to make greater efforts in the fields of innova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in addition to paying greater attention to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compliance in its FDI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aking lessons from some of the backlashes against China’s
investment activities. Finally, Korea and Southeast Asia have mutual
interests

in

diversifying

their

economic

relations

away

from

over-dependency on China, as recent economic and security events have
clear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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