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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중국은 글로벌 M&A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M&A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해외투자대국이 되었던 2015년에 중국의 해
외 M&A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M&A를 통한 해외진출은 중국기업
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중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적극적인 M&A를 통해 성장한 중국 IT업체들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서의 구매력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시장 조사업체인 가트
너(Gartner)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반도체 구매 상위 10개사 중 4개사가
중국업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위와 2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업체들의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은 1년 사이에
45.2% 증가하며 2017년 5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샤오미는 같은 기간에
62.8% 증가하며 18위에서 10위로 진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위권 안 중
국업체의 점유율은 2017년 9.8%에서 2018년 12.5%로 상승한 반면 한국업
체들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9.1%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기업들의 빠른 해외 M&A 확대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분야 글로벌 메
이저 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중국에 인수ㆍ합병되
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ㆍ중 간 통상분쟁의 이면에 중국의 기술추
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간 갈등의 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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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제에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
국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 업종의 세계 선두주자로 부
상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국가안보, 지적재산권 및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에 대해 다양한 통상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보유기
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
국은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
할 전망입니다. 그 외, 선진국들이 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
기업들의 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향후 중국기업들의 행보에도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주요 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해온 중국기업들의 해외
M&A 사례와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해외
M&A 추이 및 특징을 다양한 출처의 중국 M&A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
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M&A 대상국인 미국 시장 진출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
에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
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투자정책과 해외 M&A 지원제도의 변천을 살펴보
고, 중국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여 향후 전망 및 우리의 정책 대응을 제안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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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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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
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
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22억 달
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간 M&A
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에 달하
며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대상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
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
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 유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M&A는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요 M&A 대상업종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
엘에 대한 M&A는 첨단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M&A를 실행한 싱가포르에 대한 주요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에 비해 보다 다
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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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
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
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
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
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
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
설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
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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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
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
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에 기
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
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
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 영역도 ITㆍ소프트
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 중국 해외 M&A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및 중국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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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
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
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미
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
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
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
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
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
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
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자본의 한국 반도
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
과 EU 내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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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
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의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가 악
화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의 M&A 진출이 예상된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
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
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
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에 공동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
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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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
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
이 아닌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
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
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
안으로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
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
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
자자와 국내 기업 간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정
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중국정부의 해외
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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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15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했다.
201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flow)은 전년대비 18.3% 증가한 1,45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당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1,355.8억 달러)을
초과하며 자본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바 있다.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2)는 전년대비 122.9% 증가한 122.6억 달러를 기록
하며 처음으로 100억 달러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
년에 중국의 해외투자 잔액(stock)은 1조 978억 6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세계 188개국에 3만 800개의 기업을 설립하였다.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를 발
표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세계 2위의 해외투자대국으로 부상한
2015년 중국의 해외 M&A도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M&A 건수는 전년대비 62.3% 증가한 860건, 거래액
은 105.5% 증가한 1,5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4) M&A
를 통한 해외진출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에너지ㆍ자원 확보 위주의
투자에서 부동산, 가전,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투자업종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투자의 주체도 국유기업 중심에서 민영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형태로 확
대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글
로벌 M&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추격을 확대해나
1) 단, 2016년 이래 중국정부가 자본의 해외유출 및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규제하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
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다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상회
하였다.
2) 2005년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비금융 부문에 대해서만 발표하였다.
3) 中国商务部(2016), 『2015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에서 인용.
4) 이은미(2016), p. 2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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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flow

stock

외국인직접투자

비금융 해외직접투자 잔액 금융 잔액 비금융 잔액

유입액

해외직접투자

금융

2002

-

-

27.0

-

-

299.2

527.4

2003

-

-

28.5

-

-

332.2

535.1

2004

-

-

55.0

-

-

447.8

606.3

2005

-

-

122.6

-

-

572.1

724.1

2006

211.6

35.3

176.3

906.3

156.1

750.3

727.2

2007

265.1

16.7

248.4

1,179.1

167.2

1,011.9

835.2

2008

559.1

140.5

418.6

1,839.7

366.9

1,472.8

1,083.1

2009

565.3

87.3

478.0

2,457.6

459.9

1,997.6

940.7

2010

688.1

86.3

601.8

3,172.1

552.5

2,619.6

1,147.3

2011

746.5

60.7

685.8

4,247.8

673.9

3,573.9

1,239.9

2012

878.0

100.7

777.3

5,319.4

964.5

4,354.9

1,210.7

2013

1,078.4

151.1

927.4

6,604.8

1,170.8

5,434.0

1,239.1

2014

1,231.2

159.2 1,072.0

8,826.4

1,376.2

7,450.2

1,285.0

2015

1,456.7

242.5 1,214.2

10,978.6

1,596.6

9,382.0

1,355.8

2016

1,961.5

149.2 1,812.3

13,573.9

1,773.4

11,800.5

1,337.1

2017

1,582.9

187.9 1,395.0

18,090.4

2,027.9

16,062.4

1,363.2

2018

1,298.3

93.3 1,205.0

-

-

-

1,383.0

주: 중국의 해외투자통계는 2006년부터 금융과 비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기 시작함.
자료: CEIC,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7. 1. 19), p. 177.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트럼프 내각이 구성된 이래 심화되고 있는 미ㆍ
중 간 통상 분쟁의 발발 원인에는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5) 추진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 업종의 세계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국가안
보, 지적재산권 및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다양한 통상제재를 가함

5) 2015년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으로 중국정부는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세 단계에 걸쳐 제조
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15~25년)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글로
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며, 그동안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 달성한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에서
나아가 품질ㆍ기술ㆍ이윤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된 제조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배출량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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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 분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기는 향후 중국의 부상을 이해하는 데 중국기업의 M&A를 통한 해
외진출 전략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M&A를 통한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 인수합병
행보 속에 해외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양
상을 전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중국이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래 중국
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M&A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김익
수, 한병섭, 김병구(2008)는 중국기업의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증
가요인을 중국의 해외 M&A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백권호, 조정일, 우진훈(2009)은 중국의 해외 M&A 현황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이 인수한 한국기업의 재무지표를
통해 피인수기업의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단, 당시 연구대상 기업이 쌍용자동
차, 액토즈소프트, 하이디스 등 3개에 국한되어 통계적 검증을 적용하지 못하
고 기업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해외 인수합병의 동기가 기술추구형
인 쌍용자동차와 하이디스는 경영성과의 악화로 법정관리가 진행되었다. 반
면, 기술추구 및 시장추구를 모두 고려하여 인수합병한 액토즈소프트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시장이 선도
적이며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인수기업이 학습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박월라, 최의현(2011)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성과 및 중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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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인수한 한국기업의 인수 전후 경영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
국의 M&A가 활성화되기 전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중국 측의 경
험 부족과 무리한 M&A로 인해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 모두 경영성과가 악화
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한국의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하이디스를 인수한 징둥팡은 모두 피인수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술이전
에만 관심을 보임으로써 결국 피인수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의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
를 꼽고, 중국정부의 장려책과 지원에 힘입어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M&A보다
는 중국 모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근, 지만수, 서봉교(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기업과 금융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발전양상에 대해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해외투자가 향후 중국기업의 경제적 추격과 경쟁력 획득의 중요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비교우
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해외투자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과 결
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M&A가 급속히 증가한 2015년 이후에는 국내 기업 관련 연구
소에서 여러 편의 중국 글로벌 M&A 전략에 대한 동향분석 연구가 발표되었
다. 중국의 M&A 동향 및 전략에 대한 보고서로서 이은미(2016), 션지아
(2016), 남대엽(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은미(2016)는 중국 글로벌 M&A
현황, 중국기업의 한국 M&A 현황,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배경을 분
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션지아(2016)는 중국기업의 해외
M&A 확대의 이유, 중국기업 해외 M&A의 특징 및 자본의 출처, 중국기업들의
해외 M&A 활용법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대해 정리
하였다. 남대엽(2018)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M&A 추이, 중국의 한국
기업 M&A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외에도 션지아, 김명숙(2016)은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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達)그룹의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 민영기업의 글로벌 M&A를 통한 다각화 전략
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황석준ㆍ리샤오민
(2017)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133개 신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지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 동기로서 시장 확보 요인보다는 기술 습
득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대한
중국 투자기업의 선호가 두드러지는 점을 들어 국내 지방정부들이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기술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강한 기업이나 산
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인 지역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의 신규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국학자의 연구로 지아종다(贾宗达 2017)는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수합병의 성패 및 성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
고 단기 및 장기 성과로 나누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는 1990
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업 재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차이가 인수합병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단기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
수대상 기업의 소재국이 선진국인 경우 인수합병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나, 피인수기업의 단기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외, 인수
대상 기업이 국영기업인 경우 인수합병의 성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선진국일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며, 단기 성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중국 M&A
통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해외투자, 해외 M&A 추이 및 특징을 분석하는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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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정 국가에 대한 중국 M&A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의 최대
M&A 대상국인 미국시장 진출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사례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해외 M&A 지원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중국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여
향후 전망 및 우리의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 외, 기업 데이터를 사용
한 실증분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해
외 M&A 사례들을 모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중국 해외 M&A 진출 상황 및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M&A 현황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정책 및 해외 M&A 지원제도를 살펴
보았다.
중국의 M&A 데이터는 집계 기준, 발표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한 일관된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는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국제투자 컨설팅 및 로펌, 중국 상무부의 해
외투자 통계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UNCTAD는 세계투자 DB를 통해 중국 해외직접투자(flow, stock 기준) 추
이와 투자형태별(M&A 및 그린필드)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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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헤리티지재단은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이하 CGIT)’라는
DB를 통해 중국의 건당 1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거래 내용,
대상 지역ㆍ국가, 대상 업종 등)를 집계ㆍ공개한다. PWC는 Thomson Reuter
와 ChinaVenture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발표기준에 의한 중국의 해
외 M&A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Rhodium Group은 ‘China Investment
Monitor’ DB를 통해 2000년부터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데이터를 건수와 금
액으로 모두 집계하고 있는바, 투자형태별(그린필드 및 M&A)ㆍ업종별ㆍ투자
주체(국유 및 민간기업)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중국기업
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은 주로 CGIT DB를 활용하고, 중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완적으로 참고하
였다. UNCTAD 통계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M&A와 그린필드 비중, 국경
간 M&A에서 차지하는 중국 해외 M&A 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중
국의 해외 M&A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PWC를 중점 활용하였다. 중국의 대미
M&A 실행에 관한 현황 분석은 Rhodium Group의 ‘China Investment
Monitor’의 데이터를 인용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진출
현황은 Thomson Reuters, 중국사회과학원(CASS),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Cross-Border Merge and Acquisitions

in the Belt and Road Regions(2017)를 원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제
시한 출처와 이를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그리고 중국 해외 인수합병 사례를 수집하여 투자주체, 업종, 중국 내 규제,
인수대상국 규제, 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M&A 등 해외 M&A 전개과정에 따
라 분류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정책 및 해외 M&A 지원제도
는 우선 문헌자료를 통해 정책 및 제도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를 면담하여 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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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 해외 M&A 통계의 출처 및 분석 대상
출처(집계 DB, 기관)

제공 데이터 및 자료

AEIㆍ헤리티지재단

- 1억 달러 이상 중국의

(CGIT)

해외직접투자 거래

UNCTAD

중국 상무부

PWC
Rhodium Group
(China Investment
Monitor)

- 해외직접투자(flow, stock)
- M&A(순투자 기준), 그린필드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금융 및 비금융부문 구분
- 발표기준으로 중국의 해외
M&A 통계 발표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연도별 추이
- 민간기업 투자 비중
- 중국의 지역별ㆍ국가별ㆍ업종별 비중
- 중국의 해외 M&A 및 그린필드 추이
및 비중, 국제 위상 비교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연도별 추이
- 중국 국유기업 및 비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 중국의 해외 M&A 추이
- 국유기업 비중, 업종별ㆍ지역별 비중
- 중국의 대미 M&A 추이

- 완료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M&A 통계

- 투자형태(M&A, 그린필드),
업종별ㆍ실행주체별(국유기업,
민간기업) 비중

Thomson Reuters,

- Cross-Border Merge and

CASS, Tsinghua

Acquisitions in the Belt

University

분석 대상

and Road Regions

- 일대일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중국의
해외 M&A 추이, 업종별, 국가별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추이를 정
리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주요 시기별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 M&A 지원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중국기업
들의 해외 M&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M&A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끝으로 제5장 결론
에서는 본 보고서의 요약 및 한국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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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제2장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M&A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해외 M&A의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지역별ㆍ업종별ㆍ투
자주체별ㆍ투자 형태(M&A 및 그린필드 투자)별 변화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자 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M&A 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실
행 현황과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진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변화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바, 해외진출 정책
인 소위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추진하였다. ‘저우추취’ 전략은 비교우위를
확보한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확대, R&D 기관의 설립 장려 등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6) 이러한 해외진출 전략은 2000년 10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시되었으며, 11차 5개년 계획
(2006~10년)을 통해 전면 시행되었다.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초반까지 1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05년 1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3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한 데 이어 2016년까지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해
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4.7% 증가한 1,96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급속
한 증가세에 따라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역시 빠
른 상승세를 보였다. 2000년 초반까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
6) KIEP 북경사무소(2015), p. 4.
7)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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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는 13.5%로 급속히 상승하였다.8)

그림 2-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flow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주: 1) CGIT(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는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제공하는 중국 해외투자
DB임.
2) 2017년 중국 상무부 통계는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임.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1. 12); 中国商务部(2017, p. 6); 中国商务部(2017), ｢2017年我国对外非金融类直接投资
简明统计｣, http://www.mofcom.gov.cn/article/tongjiziliao/dgzz/201801/20180102699454.shtml(검색
일: 2018. 1. 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들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에 비해 뚜렷이 부진한 양상을
띠었다. 우선 CGIT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해외직접투자는 1,854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증가율은 약 9%로 2016년 증가율 50%에 비해 크게 둔
화된 것이다. 또한 2017년 기록한 1,854억 달러는 430억 달러에 이르는 스위
스 신젠타(Syngenta) 그룹의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중
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16.4% 감소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중
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을 합한 2017년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583억 달러로 2016년에 비해 약 19.3% 감소하였다.
8) 中国商务部(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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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주체의 변화
투자주체로 볼 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국유기업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국유기업의 비중은 2006년 81%까지 확대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2007년 71%로 그 비중이 10%p 떨어진 데 이어 2008년부터는
60%대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는 50.4%까지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
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19%에 불과하
였던 비국유기업의 비중은 2015년 49.6%까지 치솟으며 국유기업의 비중에
거의 근접하였다(그림 2-2 참고).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참여가 2010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cissors(2018)에 따르면 2010
년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9.4%에 그쳤으나, 2013년 29.9%로
약 3배 이상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민간기업의 비중이 46.4%까지 치솟으
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2-3 참고).

그림 2-2. 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자료: 中国商务部(2017),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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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자료: Scissors(2018), p. 7.

다. 투자대상 지역별ㆍ국가별 현황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추이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17년까지 중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이들 3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2%를 차지한다. 유럽이 28.5%의 투자 비중을 보이며 최대 투자지
역으로 떠올랐다. 그 뒤를 이어 북미(21.8%), 아시아(20.9%) 순으로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2005년 1억 달러(전체 투자 비중 1%)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한 해에
만 959억 달러를 기록하며 그 비중은 51.7%에 달했다. 유럽에 대한 투자가 급
증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05
년 49.5%에 달했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21.5%로 축소되
었다.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3%에서 14.9%로 줄어들
었다. 이 밖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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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였으며 2005~17년 총 투자에서도 10%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그
림 2-4 참고).

그림 2-4.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1.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2005~17년)
(단위: %)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1. 2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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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을 볼 때 중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16년 536억 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전년대비 54% 대폭 감소하면서
240억 달러에 그쳤다.9) 그러나 2005~17년 중국의 총 대미 직접투자는 1,710
억 달러로 중국의 투자 대상국 중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16.4%)이 가장 높다.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은 호주로, 호주에 대한 투자는 총 906억
달러(비중 8.7%)를 기록하였다. 호주에 이어 영국(6.9%), 스위스(5.7%), 브라
질(5.2%), 캐나다(4.7%), 러시아(3.7%), 싱가포르(3.0%), 독일(2.4%), 이탈리
아(2.1%) 순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그림 2-6 참고). 이들 10
개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
았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중국화공그룹(ChemChina)의 신젠타(Syngenta) 그룹
인수(430억 달러 규모)라는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2017년 한 해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으며, 2005~17년 중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에서
도 단번에 전체 4위로 부상하였다.

그림 2-6. 중국의 10대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비중(2005~17년)
(단위: %)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9) CGIT DB(검색일: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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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규모는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국별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해외투자통계 잔
액(stock) 기준으로 홍콩에 대한 투자 비중이 55.5%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다
음으로 조세 회피처로 분류되는 케이만 군도와 버진아일랜드가 각각 13.1%와

표 2-1. 2018년 중국의 국별 ODI 비중
(당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국가
전체
홍콩
미국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독일
베트남
한국
영국
마카오
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일본
브라질
멕시코
뉴질랜드
인도
기니아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수단
마다가스카르
프랑스

금액(억 달러)
1,430.4
868.7
74.8
71.5
64.1
54.7
19.9
18.6
15.6
14.7
11.5
10.3
10.3
8.1
7.4
7.3
6.4
4.7
4.3
3.8
2.6
2.1
2.0
1.9
1.8
0.6
0.6
-0.8

비중(%)
100.0
60.7
5.2
5.0
4.5
3.8
1.4
1.3
1.1
1.0
0.8
0.7
0.7
0.6
0.5
0.5
0.4
0.3
0.3
0.3
0.2
0.1
0.1
0.1
0.1
0.04
0.04
-0.1

주: 2018년 당해 중국의 해외투자액(flow) 기준.
자료: CEIC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21)를 이용하
여 저자 작성.

표 2-2. 중국의 국별 ODI 비중
(잔액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국가
금액(억 달러) 비중(%)
전체
19,822.7
100.0
홍콩
11,003.9
55.5
케이만군도
2,592.2
13.1
버진아일랜드
1,305.0
6.6
미국
755.1
3.8
싱가포르
500.9
2.5
호주
383.8
1.9
영국
198.8
1.0
러시아
142.1
0.7
독일
136.9
0.7
인도네시아
128.1
0.6
캐나다
125.2
0.6
마카오
88.7
0.4
한국
67.1
0.3
프랑스
66.0
0.3
남아프리카
65.3
0.3
태국
59.5
0.3
베트남
56.1
0.3
인도
46.6
0.2
브라질
38.1
0.2
일본
34.9
0.2
뉴질랜드
25.9
0.1
나이지리아
24.5
0.1
알제리아
20.6
0.1
수단
13.3
0.1
멕시코
11.1
0.1
마다가스카르
8.0
0.04
기니아
7.4
0.04

주 : 2018년 중국의 해외투자잔액(stock) 기준.
자료: CEIC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21)를 이용하
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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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를, 제4위 투자대상국인 미국은 3.8%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86.4%에 달하였다(표 2-2 참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해외투자(flow) 기준으로는 홍콩(60.7%), 미국(5.2%),
버진아일랜드(5.0%), 싱가포르(4.5%), 케이만 군도(3.8%) 등 주요 5개국에 대
한 투자액이 1,133.8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약 80%에 달할 정도로 주요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표 2-1 참고).
CGIT DB에서는 홍콩,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군도를 경유한 중국의 해외투
자를 별도로 집계하여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 및 국별 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유추된다. 한편 2018년 투자잔액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의 13위 투자대상국
이며, 2018년 당해 투자로는 11위 투자대상국이다. 2018년까지 투자잔액 기
준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67.1억 달러로 전체 중국 해외투자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당해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한국 투
자규모는 10.3억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의 0.7%를 차지하며 이는 대한국 투자
잔액의 15.4%에 해당된다. 이는 곧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규모가 과거에 비
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표 2-3.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체 해외투자액

일대일로 연선국 투자금액(비금융 분야)

증가율

비중

2014년

123,120

12,538

-

10.2

2015년

145,667

14,820

18.2

10.2

2016년

196,149

14,530

-2.0

7.4

2017년

158,288

14,360

-1.2

9.1

2018년

143,037

15,640

8.9

10.9

주: 중국 상무부는 2014년 4월부터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금액(비금융 분야)을 발표하기 시작함. 따라서 위 표의
2014년 통계는 4월부터 12월까지 누계임.
자료: CEIC DB(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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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래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 2018년 현재 156.4억 달러로 중국 전체
해외투자의 10.9%를 차지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10)
이상에서 중국의 지역별ㆍ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이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모두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 선진국이거나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처럼 자원부국
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이 자원 확보는 물론 선진
국 시장 진출을 통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취득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라. 업종별 현황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현황도 앞 절의 국별 해외투자 분포와 같이
CGIT DB와 중국 상무부 발표 통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CGIT 통계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업종별로 볼 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 및 전력, 금속과 같
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교통, 물류 등 서
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투자대상 중 에너지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투자업종으
로,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34%(3,548억 달러)를 차지한다. 에너지 다
음으로 금속에 대한 투자도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1.9%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 이외에 부동산(9.4%), 교통ㆍ운송(9.1%), 금융(7.2%), 엔
터테인먼트(3.7%) 등의 서비스 분야도 중국의 중요 해외직접투자 대상 업종으

10)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주로 투자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싱가포르, 카자흐
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다(中国对外投资发展报告 2018,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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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떠올랐다. 농업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결
과 전체 투자의 7.6%를 차지한다. 이 밖에 최근 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대상으
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까지 그 비중은 4.9%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7 참고).

그림 2-7. 중국의 10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2.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 상무부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투자잔액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임대ㆍ상업 서비스(34.1%), 도소매업(11.7%), 금융중개업(11.0%),
SW 및 IT서비스(9.8%) 등 4개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66.6%에 달한다. 특
이할 만한 것은 중국이 제조대국이지만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9.2%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2-4 참고). 즉 투자건수로는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한 형태의 투자로서 영향력은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16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다. 2016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중국의 해외투자가 2016년 1,961.5억 달러를 기점으로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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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감소한 데 이어 2018년에는 9.6% 감소했다(표 2-5 참고). 이는 2016
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중국정부가 M&A를 포함한 해외투자를 강력히 규
제했던 것에 기인한다. 2018년 전체 해외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
년대비 감소폭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융중개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 생산공
급, 정보통신ㆍSWㆍIT 서비스, 광업, 과학연구 및 과학기술 서비스, 문화ㆍ스
포츠ㆍ오락 등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즉 중국정부가 무
분별한 해외투자를 규제함에 따라 예전과 같은 문어발식 해외투자가 줄어든 반
면, 중국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금융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문화산업 부문에
서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2018년 중국의 해외투자잔액(stock) 업종 분포
(단위: 억 달러, %)

구분

투자액

비중

전 체

19,822.7

100.0

임대 및 상업서비스

6,754.6

34.1

도소매

2,326.9

11.7

금융중개

2,179.0

11.0

정보통신, SW 및 IT서비스

1,935.7

9.8

제조업

1,823.1

9.2

광업

1,734.8

8.8

교통, 창고, 우편

665.0

3.4

부동산

573.4

2.9

과학 연구 및 과학기술 서비스

442.5

2.2

건설

416.3

2.1

전기, 가스 및 수도 생산공급

336.9

1.7

농, 림, 축산, 어업

187.7

0.9

주민, 수리 및 기타 서비스

167.2

0.8

문화, 스포츠, 오락

126.6

0.6

교육

47.6

0.2

숙박, 음식

44.0

0.2

수자원 관리, 환경, 공공서비스

31.3

0.2

보건의료, 사회복지

30.0

0.2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5.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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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의 연간 해외투자(flow) 업종별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11 2012

전체

265.1 559.1 746.5 878.0 1,078.4 1,231.2 1,456.7 1,961.5 1,582.9 1,430.4 100.0

농, 림, 축산,
어업

2017

2018

비중

32.9

25.1

25.6

1.8

40.6 58.2 144.5 135.4 248.1

165.5

112.5

19.3

-37.0

46.3

3.2

21.3 17.7 70.4 86.7

72.0

95.8

199.9

290.5

295.1

191.1

13.4

13.1 18.8 19.4

6.8

17.6

21.4

35.4

23.4

47.0

3.3

7.3

16.5 32.5

43.6

34.0

37.4

43.9

65.3

36.2

2.5

40.7 26.6 25.6 29.9

33.1

41.7

27.3

16.8

54.7

51.6

3.6

3.0

14.0

31.7

68.2

186.6

44.3

56.3

3.9

66.0 65.1 103.2 130.5 146.5

182.9

192.2

208.9

263.1

122.4

8.6

2.4

7.2

16.3

-1.9

13.5

0.9

16.7 140.5 60.7 100.7 151.1

159.2

242.5

149.2

187.9

217.2

15.2

9.1

39.5

66.0

77.9

152.5

68.0

30.7

2.1

56.1 217.2 256.0 267.4 270.6

368.3

362.6

657.8

542.7

507.8

35.5

3.0

1.7

7.1

14.8

17.9

16.7

33.5

42.4

23.9

38.0

2.7

수자원 관리,
환경,
0.03
공공서비스

1.4

2.6

0.3

1.4

5.5

13.7

8.5

2.2

1.8

0.1

거주, 수리 및
0.8
기타 서비스

1.7

3.3

8.9

11.3

16.5

16.0

54.2

18.7

22.3

1.6

0.09 0.02

0.2

1.0

0.4

0.1

0.6

2.8

1.3

5.7

0.4

건설
교통, 창고,
우편
정보통신,
SW 및
IT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중개
부동산
임대 및
상업서비스
과학 연구 및
과학기술
서비스

교육

3.3

0.1

3.0

0.3

3.4

7.8

1.2

14.6

2016

25.7

제조업

8.0

2015

20.4

전기, 가스 및
수도
1.5
생산공급

1.7

2014

18.1

광업

2.7

2013

12.4

1.4

19.7 20.2

0.8

보건의료,
사회복지

-

-

-

0.1

0.2

1.5

0.8

4.9

3.5

5.2

0.4

문화ㆍ스포츠
ㆍ오락

0.1

0.2

1.0

2.0

3.1

5.2

17.5

38.7

2.6

11.7

0.8

주: 비중은 2018년 해외투자의 업종별 비중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5.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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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가. 투자형태별 비중 및 국제적 위상 변화
UNCTAD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유
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M&A에 대
한 투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외 M&A(순구매
기준)는 2005년까지 100억 달러 미만에 그쳤으며,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
적인 해외진출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해외 M&A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2013년 각각 300억 달러와 5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922억 달러로 2015년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2007년 15억 3,000만 달러에 비해 60배나 증가한 규모다
(그림 2-8 참고).

그림 2-8. 중국의 해외 M&A 및 그린필드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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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국의 비약적인 해외 M&A 팽창세 결과 전 세계 국경간 M&A에
서 차지하는 중국의 해외 M&A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 중반 1%에
머물렀던 비중이 2008년에는 5.8%로 상승하며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8위의 해외 M&A 실행국으로 자리 잡았
다. 또한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까지 치솟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를 제
치고 세계 제1위의 해외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그림 2-9, 2-10 참고).

그림 2-9. 주요국 해외 M&A 비중
(2008년)

주: 순구매 기준임.
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0. 주요국 해외 M&A 비중
(2017년)

주: 순구매 기준임.
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반면 중국의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
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는 2007년 221억 달
러에서 2016년 1,103억 달러로 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중국의 M&A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급증세를 보인 결과 M&A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린필드에 대한 투자 비중에 빠르게 근접하였다. 중국의
M&A와 그린필드 투자 합산 대비 각각의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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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은 각각 10.6%, 89.4%로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M&A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
하면서 2009년과 2010년 M&A 투자 비중이 50.6%, 59.3%를 기록한 결과,
오히려 그린필드 투자 비중을 추월하기도 하였다. 중국 M&A에 대한 투자 비
중은 2012년 62.1%로 정점에 달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45.5%로 그린필드 투자 비중(54.5%)과의 격차는 2000년 초반
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2-11 참고).

그림 2-11. 투자형태별 비중
(단위: %)

주: M&A와 그린필드 투자를 합한 금액 대비 M&A 및 그린필드 투자의 금액 비중임.
자료: UNCTAD DB(검색일: 2018. 2.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국의 해외 M&A 추이
PWC 자료(2018)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
세를 보이다가 2016년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11) 2008년 중국
11) PWC(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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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 M&A는 126건에 100억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009년에
는 328억 달러(발표기준)로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15년
기간 중에는 매년 410억~570억 달러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폭을 보
였다. 중국의 해외 M&A는 2013년 198건 472억 달러(198건)에 그쳤다. 건수
로는 2014년 272건, 2015년 380건으로 매년 약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
였으나, 금액 기준으로 2015년까지 10%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
다. 2015년 570억 달러에 머물렀던 중국의 해외 M&A는 2016년 2,087억 달
러로 전년대비 266% 증가하였다. 건수로도 920건을 기록, 2015년에 비해
142%나 증가한바, 이는 금액 및 건수로 모두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중국의 해외 M&A는 완료 기준으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White & Case와 Rhodium 그룹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의 해외 M&A는 1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7년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1,400억 달러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2007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14%로 확대된바, 이로써 중국은 미국(19%)
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해외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12)13)
이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2016년 말 이후 중국정부가 자본유출에 대응
하여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더 이상 지
속되지는 못했다. 2017년 중국 해외 M&A는 1,214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2% 감소하였으며, 건수도 920건에서 806건으로 12% 줄어들었다(그림 212 참고). 그러나 2017년 중국의 해외 M&A 규모는 2014년과 2015년을 합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9%), 영국(7%), 독일(4%), 프랑스(3%) 순임.
13) White & Case, Rhodium Group(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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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국의 해외 M&A 추이

주: 발표 기준.
자료: PWC(2018, p.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6년 중국의 해외 M&A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 추진으로 중국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M&A 시장 진출
에 적극 참여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농업, 에너지(전력 및 유틸리티), 금융서비
스(리스),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 부동산, 산업
재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메가급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 특히 중국정
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제조업 혁신 제고를 위한 정책 의지에 따라 첨단기술 분
야의 해외 M&A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6]은 2016년 인수 규모를 기준으로 중국의 10대 해외 M&A를 제시하
고 있는바, 테크놀로지(TMT) 부문의 인수가 3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텐센트
(Tencent)의 핀란드 모바일 게임업체인 Supercell 인수(86억 달러 규모),
Tianhai Investment사의 Ingram Micro(미국 IT업체) 인수(60억 달러 규
모), 충칭센츄리 크루즈의 이스라엘 Playtika(44억 달러) 인수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단일 M&A 거래로는 ChemChina의 스위스 Syngenta 인수가 최대
규모인데, 무려 43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에너지(전력 및 유틸리티)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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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 국가전망(State Grid)의 CPFL Energia 인수, Avolon Holdings의
CIT 그룹의 민간항공기 리스사업 분야 인수는 모두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
M&A 사례로 2016년 중국의 해외 M&A를 주도하였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Midea가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업체 KUKA 지분 86.5%를 인수한 것은
Industrials 부문의 주요 해외 M&A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2-6. 중국의 주요 해외 M&A 사례(2016년 발표 기준)
규모

인수기업(중국)

대상 기업

대상 국가

관련 산업

ChemChina

Syngenta

스위스

농업

43

State Grid

CPFL Energia S. A.

브라질

전력 및 유틸리티

12.4

CIT Commercial Air unit

미국

금융서비스

10.1

Supercell Oy

핀란드

Avolon Holdings
(HNA 자회사)
Tencent
Anbang Insurance
HNA Tourism
Tianhai Investment
(HNA 자회사)
Haier

Strategic Hotels &

기술ㆍ미디어ㆍ통신
(TMT)

(십억 달러)

8.6

미국

부동산, 숙박 및 건설

6.5

미국

부동산, 숙박 및 건설

6.5

Ingram Micro Inc.

미국

TMT

6.1

GE Appliances Business

미국

소비재

5.6

Playtika

이스라엘

TMT

4.4

KUKA

독일

Industrial

4.3

Resorts Inc.
Hilton Worldwide
Holdings Inc.

Consortium led by
Chongqing Century
Cruises 그룹
Midea
자료: Ernst & Young(201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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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M&A 실행 주체의 변화
PWC 자료(201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해외 M&A의 실행주체도 상당
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유기업이 중국 해외 M&A를 주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해외 M&A의 최대 주체로 떠올랐다. 2013년만
하더라도 중국 국유기업이 전체 해외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8%에 달
했다. 반면 민간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민간
기업의 해외 M&A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
세를 보였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에는 민간기업의 비중이 50.8%까
지 상승하며 마침내 국유기업의 비중(31.3%)을 앞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의 해외 M&A 실행주체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국유기업의 비중을 빠르게 추
월하면서 국유기업이 비중은 2017년 23%까지 하락하였다(그림 2-13 참고).

그림 2-13.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M&A 비중
(단위: %)

자료: PWC(2018, p.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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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종별 해외 M&A
업종 및 산업 분야별로 볼 때 하이테크와 산업재(Industrials)가 중국의 해
외 M&A 최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 중국 해외 M&A는 에너
지와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대상 업
종은 보다 다원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의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하이테크
와 산업재에 대한 해외 M&A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중국 전체 해외 M&A 중 하이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2%에
서 2017년 21.8%로 상승하였으며, 산업재 역시 약 20%의 비중을 보이고 있
다. 소비재 비중도 15%에 이르며 중요한 해외 M&A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그
림 2-14 참고). 이와 같이 하이테크, 산업재, 소비재 3개 분야가 중국 해외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를 정도로 핵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해외 M&A의 주요 원인이 선진기술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육
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M&A 추진
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 확
보를 통한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조정ㆍ산업고도화를 꾀
하고 있다. 하이테크ㆍ산업재ㆍ소비재 외에 사모펀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해
외 진출에 힘입어 금융도 중국 해외 M&A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한 최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건(의료) 분야도 주요 M&A 대
상 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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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국의 해외 M&A 업종별 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 PWC(2018, p. 2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대상 지역별 M&A
중국의 업종별 해외 M&A가 하이테크와 산업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
국의 해외 M&A 대상 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하이테크와 산업재가 중
국의 최대 해외 M&A 업종이라는 사실은 미국, 유럽, 일부 아시아 등 선진국 시
장이 주요 해외 M&A 대상 지역임을 시사한다. 2000년 초반 중국의 해외
M&A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자원이 풍부한 중
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M&A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
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점차 중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자원
이 풍부하고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였다. 그 결과 미국ㆍ유럽ㆍ아시아가 전체 M&A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거의 80%에 근접한다. 특히 유럽이 최대 지역으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6%에서 2016년 45.3%까지 상승하였다. 유럽, 미국에 이
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외 M&A 비중은 2016년 8%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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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년 29.8%로 2013년 수준(23.3%) 이상으로 회복하였다(그림 2-15
참고).
최대 M&A 대상국인 미국의 비중은 2016년 30%를 넘어섰으나, 2017년에
는 그 비중이 15.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미 M&A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투자위원회(CFIUS)의 심의 및 규
제가 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14)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개별 국가로는 중국 최대 해외 M&A 대상국임을 부인할 수 없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 M&A는 총 1,190억 달러로 전체의
2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중국 해외 M&A의 약 1/4이 미국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것이다.

그림 2-15. 중국의 해외 M&A 지역별 비중
(단위: %)

자료: PWC(2018, p. 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4) 중국의 대미 M&A와 CFIUS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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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국의 대미 M&A 현황 및 특징
1) 시기별 추이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외 M&A는 유럽, 아시아, 미국이 주요 대상지역
이다. 이 중 미국은 중국의 최대 해외 M&A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다. PWC 통계
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의 전체 해외 M&A는
4,86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국에 대한 M&A는 1,190억 달러로 그 비중은
24.5%에 달한다. 특히 중국의 해외 M&A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2016년에
는 대미 M&A 비중이 31.5%까지 상승하였다.15) 이에 여기서는 Rhodium
Group의 China Investment Monitor가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외 M&A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중국의 대미 M&A 규모는 2003년까지만 해도 5,000만 달러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다가 2004년 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 다시 4년 동안 1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한
뒤 2010년 43억 달러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 같은 증가
세가 지속되며 2013년에는 1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해외
M&A는 2016년 44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286억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그림 2-16 참고). 이는 완료 기
준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약 60%가 2016년 발표된 M&A 거래가 완료된 금액
이 포함된 것이다. 만일 2017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미 M&A는
2016년에 비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16)

15) PWC(2018), p. 24.
16) Hanemann and Rosen(2018), “Chinese FDI in the US in 2017: A Double Policy Punch,”
http://rhg.com/notes/chinese-fdi-in-the-us-in-2017-a-double-policy-punch(검색일: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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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중국의 대미 M&A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2.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투자 형태별 비중
Rhodium Group의 China Investment Monitor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 2012, 2014년
을 제외하고 꾸준히 90%를 웃돌고 있다. 90%에 미치지 못한 두 해에도 그 비
그림 2-17. 중국의 대미 투자 형태별 비중
(단위: %)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2.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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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80%대에 달한다. 사상 최고의 대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던 2016년
M&A 비중은 98%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대미 M&A가 대부분
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다(그림 2-17 참고).

3) 업종별 비중
중국의 대미 M&A 대상 업종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과 자동차
ㆍ소재ㆍ전자ㆍ소비재를 비롯한 전통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그 대
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금융, 에너지, ICT, 엔
터테인먼트에 대한 M&A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후반에는 보
건(의료) 및 바이오테크 분야가 새롭게 M&A 대상 업종으로 떠올랐다. 2010년
을 기점으로 부동산 및 숙박, 운송 및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M&A가 실행되면
서 최대 대상 업종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2000년 초중반 대미 M&A를 주도하
였던 농업 및 식품, 자동차, 소재, 소비재, 전자 등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전체 대미 M&A에서 부동산, 운송 및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1%, 36.4%로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다. 이 두 업종은 2000~17년

그림 2-18. 중국의 업종별 대미 M&A 비중
(단위: %)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2.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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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미 M&A에서도 29.3%와 12.7%로 중국의 최대 M&A 업종임을 확인하
였다. 이와 반대로 과거 대미 M&A를 주도하였던 농업 및 식품(0.5%), 자동차
(1.2%), 소재(0.1%), 전자(0.7%), 소비재(0.1%)의 비중(2017년 기준)은 미미
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 2-18 참고).

4) 실행 주체의 변화
2005년 이후 중국의 대미 M&A 추이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실행 주
체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기업의 대미 M&A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유기업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대미 M&A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2005년 무려 98%에 달했다. 거의 대부분의 대미 M&A가 중국 국유기
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유기업 주도에 의한 중국의 대미 M&A
추세는 2011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2년 중국 국유기업의 대미 M&A 비
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민간기업의 대미 M&A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의 대미 M&A 규모가 100억 달러에 진입하며 가속
화 단계에 접어든 2013년부터 국유기업의 대미 M&A 비중은 20%대로 급락하
그림 2-19. 실행 주체별 중국의 대미 M&A 비중
(단위: %)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2.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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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부터 민간기업이 중국 대미 M&A 실행의 최대 주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2017년 중국 민간기업의 대미 M&A 비중은 96.5%까지 상승한다
(그림 2-19 참고). 이로써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중국 대미 M&A의 최대 실
행 주체의 주인공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
1) 시기별 추이
2013년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대
한 국경간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일대일로 연선국들이
중국 해외 M&A의 중요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Thomson
Reuters가 중국 사회과학원(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칭화대학(Tsinghua University)과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Cross-Border

Merge and Acquisitions in the Belt and Road Regions를 활용하여 중국
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을 살펴본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이 일본, 중국에 앞서 일대일로 대상국들에
대한 M&A를 주도하였다. 2008년 기준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는
6.4억 달러로 미국 210억 달러, 일본 24.5억 달러에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중
국의 M&A 거래 건수도 단 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
기로 이 지역 M&A에 대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점차 일본, 중국
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 추
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M&A
가 2014년 22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98억 달러로 100억 달러
에 육박하였다. 2008년 6.4억 달러에서 8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중국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일대일로 최대 M&A 국가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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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7) 2000~16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누적 M&A는 444억 달러로 이
지역에 대한 전체 국경간 M&A의 3.4%를 차지한다. 특히 일대일로 대상 최대
M&A 실행 국가로 등극한 2016년 한 해만을 본다면 중국의 비중은 11.2%에
달한다.18)

그림 2-20.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의 M&A 추이(2000~16년)

자료: Thomson Reuters, CASS, Tsinghua University(2017), p. 61.

2) 업종ㆍ국가별 현황
중국의 일대일로 M&A 최대 대상 산업은 에너지 및 전력 분야다. 2000년부
터 2016년까지 에너지ㆍ전력에 대한 M&A는 219억 달러로 전체의 49.9%에
이른다.19) 이어 하이테크, 원료(raw materials), 산업재(industrials), 금융
(financial)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은 M&A 건수로도 최대 대
상 업종임을 확인한바,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서 총 36건의 M&A가 완료되었
으며, 이어서 원료(34건), 금융(24건) 순이다(그림 2-21 참고).

17) Thomson Reuters, CASS, Tsinghua University(2017), p. 12.
18) Ibid., p. 61.
19) Ibid.,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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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업종별 M&A 추이
(단위: 건수)

주: M&A 완료 건수 기준
자료: Ibid., p. 62.

국가별로 보면 일대일로 지역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최대 M&A 대상국이다.
2000~16년 기간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의 M&A는 92.6억 달러에 달하는
바,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러시아(19.3%), 이스라
엘(16.9%), 싱가포르(14.8%), 이집트(6.8%) 순으로 M&A가 실행된바,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M&A는 전체 일대일로 국가의 78.7%에 달한다.20)

그림 2-22.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별 M&A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bid., p. 67.
20)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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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외 M&A는 대상 산업 분야에서 국가별로 상
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중국은 국가별로 경쟁력이 있는 중점 산업 분야를 대
상으로 M&A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이집트에 대한
M&A는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
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M&A는 첨단
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의 최대 M&A 대상국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에 대한 중국의 M&A 건수
는 총 68건(2000~16년)으로 전체 일대일로 지역의 34.7%나 차지한다.21) 중
국의 대싱가포르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
탄, 이스라엘, 이집트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
이다(그림 2-23 참고).

그림 2-23. 중국의 주요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업종별 M&A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bid., p. 68.

21) Ibid.,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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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상황은 비교적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한국에서 집계
한 통계를 활용한 장점으로 연간 투자 규모의 추이 및 업종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중국의 투자 위상을 파악할 수 있
는 점을 들 수 있다. 2018년 말 누계 기준 중국은 투자 건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 제3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제7위 투자유치국이다. 2018년 말 현재 중국
표 2-7. 주요국별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건수

2,697 20,910 2,987 21,296 2,774 22,948 2,669 26,901 72,784 339,470

미국

일본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누계(1962~2018)

구분

아주지역

건수

2018년

전체
미주지역

금액

2017년

554

8,446

577

5,257

589

6,303

523

390

5,479

375

3,873

409

4,710

368

1,635
314

금액

건수

금액

7,834 15,528 105,389
5,879 12,169

80,674

8,357 1,863

8,145 1,623

8,238 1,650

9,355 42,725 116,666

1,665

1,246

1,842

1,301 14,496

299

328

335

44,921

중국

685

1,978

770

2,049

564

809

508

2,743 11,769

14,042

홍콩

258

1,515

278

2,118

240

1,792

238

1,503

2,906

16,309

싱가포르

2,477

19,719

149

2,521

180

2,347

166

1,793

213

1,475

구주지역

402

2,700

449

7,490

457

7,300

380

9,040 11,222 111,004

독일

75

536

52

312

79

703

57

466

2,117

13,791

영국

63

259

66

360

88

2,218

77

1,172

1,856

17,140

프랑스

34

103

44

194

41

280

37

687

1,134

8,524

네덜란드

70

476

9 0

1,547

61

1,715

29

1,364

1,701

29,917

중동지역

67

1,381

74

397

70

1,066

69

594

1,473

4,962

아프리카지역

46

26

40

8

62

40

68

76

2,527

1,168

주: 투자 건수와 금액은 신고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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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1,769건, 140억 4,200만 달러22)로 각각 우리나라 전
체 외국인투자의 16.2%, 4.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투자건수가 많은
반면 투자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중국의 건당 투자 규모는 다른 주
요 투자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2-7 참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이나, 본격적인 투자
가 이루어진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이며,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그림 2-24]를 보면, 2000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투자금액에 비해 투자건수가 급증했으나, 이는 주로 무역 관련
유통, 물류 및 요식업에 대한 투자로서 소규모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특히, 무역업에 대한 투자가 944건, 5,510만 달러로 2000년에 한국에 들
어온 중국 투자의 대부분(건수의 81.1%, 금액의 72.3%)을 차지했다. 한편
2004년 투자금액 급증은 중국의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LCD 사업부 등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에 기인한다.

그림 2-24.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2) 2018년 말 누계기준 신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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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투자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건당 평균 투
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9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중국
의 투자가 2013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었으나, 그 이후 증가세가 대폭 확
대추세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투자건수의 증가폭보다 투자액의 증가폭이
커지며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증대하였다. 2018년 말 누계기준으로 산출한 우
리나라 전체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678만 달러인 데 비해 중국의 건당 평균 투
자금액은 221만 5천 달러로서 현재까지의 누계로 본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비
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투자건수 기준으로 2위와 3
위를 기록한 미국(1,125만 달러)이나 일본(565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다. 하지만 누계기준이 아닌 연간 개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표 2-8]에 나타
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부터는 건당 투자 규모가 확대 추세다.

표 2-8. 중국의 대한국 건당 평균 투자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144

52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672 1,607 1,420 1,197 2,265 2,888 2,661 1,435 5,399 2,215

주: 1) 누계는 1989~2018년까지임.
2) 평균 투자금액은 신고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중국의 한국에 대한 건당 평균투자액은 1990년대 14만 4천 달러 수준에서
2000년대에 52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00만 달러대로 확대되며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2011년 161만 달러 수준에서 3년 만인 2014년
에는 1.4배 증가한 227만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2018년까지 539.9만 달러
로 건당 투자규모가 급증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자본의 한국 금융ㆍ
보험, 부동산ㆍ임대 등 서비스업과 일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데 기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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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체 해외직접투자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조업보다
는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2007~18년 누계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농ㆍ축ㆍ수산ㆍ광업에 8,300만 달러, 제조업 30.5억 달러, 서비스업에
85.6억 달러가 투자되어 각각 전체 중국투자의 0.7%, 25.6%, 71.8%를 차지
했다. 즉,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의 약 3배 이상 크게 유입되어 있다.23)

그림 2-25. 제조업 투자 구성

그림 2-26. 서비스업 투자 구성

(단위: %)

(단위: %)

주: 2007~18년 누계 투자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주: 2007~18년 누계 투자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는 전기ㆍ전자(25.5%), 운송용기계(17.4%), 기
계ㆍ장비(17.4%), 금속(14.6%)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ㆍ전자업에
서는 전기기계ㆍ장치, 반도체(전자집적회로, 액정표시장치, 통신기기 및 방송
장치)에 대해 투자되어 있고, 운송용기계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선박
에 대한 투자가 많다. 금속업은 주로 비철금속에 대한 투자가 많다.
한편 서비스업에서 중국은 부동산ㆍ임대(35%), 금융ㆍ보험(25.1%), 비즈니
스서비스(13.4%), 도ㆍ소매업(유통, 8.6%), 음식ㆍ숙박(7.3%)에 주로 투자하
23)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금액 누계
로 업종별 구성 비중을 산출함.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 63

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ㆍ임대업은 임대보다는 부동산공급업을 중심으
로 투자되어 있고, 금융ㆍ보험업은 보험업(63%)에 대한 투자가 금융업(37%)
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은 경영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 전
문ㆍ기술서비스업, 게임 및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IT서비스업, 자연과학
서비스업에 투자되었다. 도ㆍ소매업(유통) 부문에서는 도매업, 무역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백화점)에 대해 투자하고 있으며, 음식ㆍ숙박업은 음식업에 대
한 비중은 적고 90% 이상이 숙박업에 투자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한 것은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부동산ㆍ임대, 금융ㆍ
보험, 비스니스서비스업, 도ㆍ소매(유통) 및 음식ㆍ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하였다. 2015년에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우리나라 동양생명을 인수하면서
금융ㆍ보험업의 투자유입액이 12억 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꾸준히 투자되던 부동산공급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에 대폭 증
가하였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은 2016년 경영 컨설팅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
가했다. 문화ㆍ오락 부문은 2015년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 영화배급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2016년에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 영화배급업 등에 대
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한국 영상제작기업인 초록뱀미디어에 대한 투자는 대표
적인 중국의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로 들 수 있다.
그 외, 2016년 종합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전기발전에 대한 투자도 증가
하였다. 한편 일부 제조업의 투자도 증가했는데 주로 2016년 화학제품에 대한
투자와 비철금속 및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2016년 및
2018년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ㆍ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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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국의 대한국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중국 전체
농・축・수산・광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07~18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70

2,049

564

809

508

2,743

6,275

11,921

13

2

17

12

14

3

116

83

농・축・임업

13

2

15

11

9

2

89

22

어업

0

0

1

0

0

0

15

51

광업

0

0

1

2

5

1

12

10

제조업

107

872

85

226

93

867

770

3,046

식품

20

15

10

2

12

162

81

234

섬유・직물・의류

0

0

1

0

3

0

41

31

제지・목재

1

1

0

0

0

0

5

2

화공

21

118

19

137

29

6

156

311

의약

1

0

1

0

2

7

10

10

비금속광물

4

1

2

0

1

1

22

34

금속

11

115

17

3

10

137

84

444

기계・장비

14

183

6

7

11

171

82

531

전기・전자

14

70

18

35

17

303

160

777

운송용기계

8

287

6

3

7

80

69

529

기타제조

13

81

5

38

1

0

60

141

638

1,022

456

557

391

1,825

5,311

8,561

도・소매(유통)

340

101

266

125

240

83

3,020

740

음식・숙박

77

121

65

19

40

8

898

622

운수・창고(물류)

44

11

11

2

5

102

339

217

통신

2

1

36

167

32

71

75

243

금융・보험

7

281

6

4

5

587

28

2,152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64

122

45

44

46

936

453

2,998

비즈니스서비스업

63

238

13

74

19

38

306

1,151

문화・오락

24

111

7

121

1

0

104

393

공공・기타서비스

17

35

7

2

3

0

88

46

12

154

6

14

10

48

78

231

전기・가스・수도・건설
전기・가스

1

45

0

0

2

42

6

89

종합건설

10

109

1

10

2

5

29

135

전문직별건설

1

0

0

0

1

0

33

3

주: 산업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일부 통계의 업종별 합과 전체 투자액 사이에 편차가 있으나, 전체 투자에서
업종별 구성비를 보기 위해 인용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신고기준)(검색일: 2019. 4. 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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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는 산업재,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첨단
기술에 대한 M&A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단위로 본 중국의 한국기
업에 대한 M&A는 산업재 부문에서 30%대 비중을 보였으며, 2017년까지는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인수합병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첨단기술
표 2-10. 한국 피인수기업의 업종별 건수 및 비중

산업
첨단기술(High Technology)

2003~07

2008~12

2013~17

2018~19 현재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

8%

8

22%

11

10%

4

17%

소비재(Consumer Products)

-

0%

1

3%

4

4%

-

0%

에너지, 전력(Energy & Power)

-

0%

1

3%

1

1%

2

8%

금융(Financials)

2

8%

2

5%

8

7%

3

13%

산업재(Industrials)

8

31%

9

24%

34

30%

7

29%

소재(Materials)

1

4%

0%

3

3%

-

0%

소매(Retail)

2

8%

2

5%

7

6%

-

0%

통신(Telecommunications)

2

8%

1

3%

4

4%

1

4%

2

8%

3

8%

20

18%

-

0%

0%

1

3%

5

4%

3

13%

부동산(Real Estate)

4

15%

-

0%

-

0%

-

0%

정부(Government & Agencies)

-

0%

2

5%

1

1%

-

0%

서비스(Services)

2

8%

7

19%

13

12%

4

17%

비거주(Non Residential)

1

4%

0%

1

1%

전체(Total)

26

100%

100%

112

100%

24

100%

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dia &
Entertainment)
헬스케어(Healthcare)

37

0%

주: High Technology(Computer & Peripherals, Internet Software, Software), Consumer Products(Household
& Personal Products, Paper & Forest Products, Other Consumer Products), Energy & Power(Oil & Gas,
Other Energy & Power), Financials(Banks, Brokerage, Insurance, Other Financials), Industrials(Aerospace
& Defense, Automobiles & Components, Building/Construction, Chemicals, Electronics, Machinery, Metals
& Mining,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Textiles & Apparel, Other Industrials), Materials(Construction
Materials, Other Materials), Retail(Automotive Retailing, Food & Beverage Retailing, Home Improvement
Retailing, Internet & Catalog Retailing, Other Retailing), Telecommunications(Telecommunications
Equipmen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edia & Entertainment(Cable, Casinos & Gaming, Motion
Pictures / Audio Visual, Publishing, Recreation & Leisure), Healthcare(Healthcare Equipment, Healthcare
Providers), Real Estate(Real Estate Management), Government & Agencies(Transportation & Infrastructure,
Water & Waste Management), Services(Educational Services, IT Consulting &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Containers & Packaging, Food & Beverage, Hotels & Lodging, Travel Services).
자료: EIKON(검색일: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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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인수합병 비중이 2018~19년 현재 17%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여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 첨단기술 및 선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
해 진행되고 있음을 한국기업에 대한 M&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헤리티지재단이 제공하는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이하 CGIT)’를 통해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현황
을 살펴보았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CGIT는 건당 투자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의 거래만 집계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2010년 이전까지는 1억 달러를 넘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0년 처음으
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3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M&A 거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가 2014년 Tencent의 CJ Games 인수에 힘입어 5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는 2015년 전년대비 188% 증가한 14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한 이후 2016년 6억 달러로 감소하며 둔화
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중국의 한국기업 M&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8년 6월 말 기준, 건당 1억 달러 규모 이상만 집계.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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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T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가운데 1억
달러가 넘는 거래는 17건이며 전체 투자규모는 11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
데 그린필드 투자는 6건(73억 달러)이며 나머지는 M&A 투자로 파악되는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그린필드 비중(인수 규모 기준)은 65%로 M&A 비중
을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 볼 때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중국 게임 업체인 샨다(Shanda Interactive)와 Tencent가 각
각 아이덴티티게임즈(Eyedentity Games), CJ Games를 인수한 것이 주요 사
례에 속한다.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의 코리아텔넷(KT Net) 제4이동
통신 컨소시엄 지분 인수(40%) 참여, 중국 최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
체인 차이나넷센터(ChinaNetCentre, 왕쑤커지)의 CDNetworks 인수는
ICT 분야의 주요 M&A 사례로 인수 규모는 각각 2억 8,000만 달러, 1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안방보험(Anbang)의 동양생명보험 인수(지분 63%
인수, 2015년 2월), 우리은행 인수(2016년 11월, 우리은행 지분 4% 인수)는
금융부문의 대표적인 M&A 사례다. 특히 안방보험의 동양생명보험 인수 규모
는 10억 3,000만 달러로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단일 거래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M&A에서 동양생명 인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례는 칭다오 더블스타(Qingdao Doublestar)의 금호
타이어 인수(2018년 3월)인바, 인수 규모는 6억 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 소비
재 분야에서도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발생했는데, 중국 쇼핑몰 업체
인 쥐메이(Jumei)가 화장품 업체인 잇츠스킨(It’s Skin)을 인수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표 2-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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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중국의 대한국 주요 M&A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투자 기업

규모

2010. 5

Tianyu Group

990

2010. 9

Shanda Interactive

100

2012. 10

Shanghai Greenland

900

부동산

그린필드

130

에너지

그린필드

2013. 4 China National Aviation Fuel

대상 기업
Lippo Incheon
Development
Eyedentity Games

980

업종

비고

부동산

그린필드

오락

2013. 11

Shanghai Greenland

2014. 2

Anhui Landing

2014. 3

Tencent

2015. 1

Shanghai Greenland

3,220

2015. 2

Anbang

1,030

Tong Yang Life

금융

1,100 Genting Singapore
500

CJ Games

여행

그린필드

여행

그린필드

오락
부동산

2015. 5

Jumei

130

It’s Skin

화장품

2015. 10

China Mobile

280

KT Net

통신

2016. 11

Anbang

260

Woori Bank

금융

2016. 11

Anhui Landing

420

2017. 2

ChinaNetCentre

190

CDNetworks

통신

Alibaba

200

Kakao

기타

180

Arae Auto

교통

600

Kumho Tire

교통

2017. 2
2017. 9
2018. 3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Qingdao Doublestar

그린필드

여행

자료: CGIT DB(검색일: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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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개혁ㆍ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
래 40년간 중국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대외개방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는 외자유입을 의미하는 ‘인진라이(引进来)’이고 둘째는 중국기업의 해
외투자를 의미하는 ‘저우추취(走出去)’이다.24)
개혁ㆍ개방 직후에는 중국이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빠
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인진라이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적
극적인 외자유입으로 빠르게 증가한 외환보유고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는
저우추취 전략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0ㆍ5규획 강요25)에서 ‘저우
추취’ 전략이 정식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가 종합 전략
차원에서 장려되기 시작하였다.26) 중국의 해외투자는 2013년 하반기에 일대
일로 전략이 공표되면서 다시 한 번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급증세를 보였다.27)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은 해외투자 총액이 처음으로 외자유입 총액을 초과하
여 자본 순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왔던 외
환보유고가 2016년 들어 심리적 저지선인 3조 달러선에 근접하자 중국정부는
자본유출 단속의 일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범화 및 관리
감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 양평섭 외(2019).
2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8. 2).
26) 贾秋然(2017), pp. 210~211.
27) 양평섭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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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ODI 추이

그림 3-2.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10. 23).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 DB(검색일: 2019. 10. 23).

룽궈창 외(2017)는 중국 해외투자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
단계는 중국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1979~92년으로 해외투자의 탐색발전 단계
이고, 2단계는 1993~2000년의 조정발전 단계, 3단계는 2001~07년의 안정
적 성장 단계, 마지막으로 4단계는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대규모 발전
단계이다.28)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을 ∆중국 5개년 규획에 따른 해외투자 정
책기조의 변화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 체계의 변화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각 규획시기별 정책문건의 내용에 따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관
련 정책의 변화 및 특징 면에서 분석한다.

28)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p. 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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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5개년 규획 시기별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
전술하였듯이 저우추취 전략은 10ㆍ5규획 기간에 처음으로 정식 제안된 이
후 적극 추진되었다. 2001년 초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여 년간의 대외개
방 경험을 바탕으로 ‘저우추취’ 전략을 정식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10ㆍ5규획’)》29)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0
ㆍ5규획에서 저우추취는 대외무역 및 외자이용과 함께 개방형 경제 발전의 3
대 핵심으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이
후 이어진 100여 개 국가들과의 양자투자보호협정 체결에 따라 중국의 대외직
접투자는 더욱더 원활하고 편리화된 내ㆍ외부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30)
10ㆍ5규획(2001~05년)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해
외투자를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금융ㆍ보험
ㆍ외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제약조
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저우추취에 양호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11ㆍ5규획(2006~10년)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심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투자에 대한 종합 관리 및 리스크 방지를 강조하였으며 중국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협력 및 인프라 건설 참여를 장려하였다. 또한 중국기업
이 글로벌 M&A, 지분 참여, 주식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12ㆍ5규획(2011~15년)은 각종 소유제 기업의 질서 있는 해외투자 추진을
장려하는 한편, 이들의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과학
적 평가 시스템 마련 및 법률ㆍ법규 완비, 투자보호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다자ㆍ양자간 협정의 적극적 체결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이 규획시기의 저우추취 장려 산업으로는 문화, 에
29)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纲要.
30)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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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제조업, 농업이 언급되었다.
13ㆍ5규획(2016~20년)은 ① 외자유입과 해외투자 수준의 제고 ② 해외투자
관리시스템 완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우추취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서비
스업 분야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규획들과는 차별화
된다. 해외투자를 장려한 산업으로는 환경보호, 장비제조, 금융업, 중의약, 문화
부문이 있다. 또한 이 시기 규획에서는 개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적격 국내 개
인투자자 제도를 구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방 장려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주체의 범위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2ㆍ5규획과 13ㆍ5규획의 해외투자 관련 공통점은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양방향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규획 모두 저우
추취와 관련한 장려 산업을 명시하고 해외투자 편리화 시스템 개선 및 관리제
도 정비를 강조하였으며, 이전 규획들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저우추취 발전 전
략을 제시하였다.
12ㆍ5규획과 13ㆍ5규획의 해외투자 관련 차이점은 12ㆍ5규획에서는 해외
투자를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을 강조한 반면, 13ㆍ5규획에서는 해외투자 관
리시스템 완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2ㆍ5규획이 시작되는 시기인
2010년 중국 외환관리국은 《경내기관의 대외 담보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问题的通知)》를 발표하여 국내은행이 국내기업에 담보
를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해외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를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보외대(内保外贷)’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외환관리국이 외화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던 데서 장려하는 방향으
로 방침을 바꾼 데서 기인한 제도다. ‘내보외대’는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장
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실제로 급증하였다.
반면 13ㆍ5규획 시기에는 ‘내보외대’로 확보한 자금을 사용하여 중국의 기
업들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부동산 개발, 오락, 스포츠 등 자신의 주력분
야와 관계없는 분야까지 해외투자를 확대해나가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내보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 75

외대’ 방식으로 중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면 해당 자산은 해외 현지 법률의 적
용을 받으며 중국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부채는 늘어나
도 해외자산에 대한 통제력은 없어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관리시스템 완비를 위해 해외투자 발전 규획을 제정하고 중점
분야ㆍ지역ㆍ국가별 규획체계를 완비하고자 하였으며, 등록 위주ㆍ심사 보완
방식의 해외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투자 회계감사 제도 구축 및 해외
투자 경영실적 심사 및 책임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 12ㆍ5규획 시기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7월 ｢“12ㆍ5” 외자 이용 및 해외투자 규
획(“十二五”利用外资和境外投资规划)(이하, ‘해외투자 규획’)｣을 발표하여, ‘12ㆍ
5’규획의 지도사상을 계승하는 해외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해외투자 규획을 발표하면서 11ㆍ5규획 시기의 ｢“11ㆍ5” 외자이
용 규획(“十一五”利用外资规划)｣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12ㆍ
5규획 시기에는 외자이용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발전계획을 제시하
였으며, 대외 및 대내 개방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해외투자 규획’은 중국
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와 전략적 경제 구조조정 추진에 맞추어 해외투
자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①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및 산업 구조조정ㆍ업그레이드 장려
‘해외투자 규획’은 해외투자 정책의 주요 목표와 임무로서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 업그레이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부간 과학기술
협력 기제를 통하여 중국의 유망기업이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중국 국내 자금이 인수합병, 지분참여 및 해외 연구개발센
터ㆍ합자기업ㆍ산업투자기금 설립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첨단기술 산업
ㆍ선진제조업에 투자하고,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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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국내 자주지식재산
권을 보유한 기술표준의 해외응용 확대를 지지하였다. 이와 함께 통신, 물류 등
생산 및 시장 서비스 영역, 문화 관광 등 개인소비서비스 영역의 투자협력을 장
려하고, 국내 서비스업 공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중국의 유망
기업들이 해외 기업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및 유명 브랜드를
구축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중국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및 시장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 또한 12ㆍ5규획 시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주요 목표이
자 임무였다.

② 해외투자 심사ㆍ비준 권한 이양(승인절차 분권화)
2011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비준권한 이양 업
무에 대한 통지(关于做好境外投资项目下放核准权限工作的通知)｣를 발표하였
다. 위 문건은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자원개발
류 해외투자 프로젝트 또는 중국 측 투자액이 1억 달러 이하인 비자원개발류
해외투자 프로젝트(특수프로젝트 제외)에 대해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
시, 단독경제계획시행도시(计划单列市) 및 신장생산건설병단(生产建设兵团)
등 성급 발전개혁 부문이 심사ㆍ비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관리기업이 실시하는 상술한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
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상의 자원개발류, 중국 측 투자액 1억 달러 이상의 비자원
개발류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 비준하도록 하였다.

③ 투자주체의 다양화: 민영기업의 적극적 해외투자 장려
‘해외투자 규획’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해외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
록 장려함으로써, ‘해외투자 주체의 다양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들31)은 2012년 6월 《민영기업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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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실시의견(关于鼓励和引导民营企业积极开展
境外投资的实施意见)》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첨단기술 및 선진 제
조업 관련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전략 신흥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내 산
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독려하였다. 위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민영기업
의 해외투자 진출을 촉진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지, 민영기업 해외투자 관리의 간소화 및 규범화, 민영기업 해외투자
에 대한 서비스 보장,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시 리스크 방지를 주요 임무로 제시
하였다.
국무원이 2013년 7월 발표한 《금융의 경제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에서는 기업의 저우추취를 장려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이
외에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시범지역(个人境外直接投资试点)을 만들고 자본
시장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13ㆍ5규획 시기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13ㆍ5규획은 2016~20년 동안의 중국 국가발전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는 13ㆍ5규획이 시작된 해인 2016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해외투
자 정책 방향의 유지와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13ㆍ5규획 시
기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은 ‘기업 주체, 시장 원칙, 국제 관례, 정부 인도’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관리에 있어 ‘간정방권(简政放权, 행정간소
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방관결합(放管结合, 권한 이양과 감독관리의 결합), 서
비스 최적화(优化服务)’ 개혁으로의 정책 방향은 변함없다. 중국 당국은 국내
의 능력 있고 조건을 갖춘 기업이 규정에 맞게 해외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국제 생산능력 협력에 참여하고, 국내 경제 업
3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
국,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외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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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 중국과 세계 각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 그러나
13ㆍ5규획 시기에는 이와 동시에 중국 감독관리 부문이 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에서 나타나는 비이성적 해외투자 경향, 주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투자, 합자회사(有限合伙)의 해외투자와 모기업보다 자회사가 더
큰 경우의 투자, 빠르게 설립하고 빠르게 자금을 빼나가는 유형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할 것을 권고
한다.

① 해외투자의 ‘선별적’ 장려
중국이 13ㆍ5규획에서 제시한 해외투자 정책기조는 중국기업의 저우추취를
장려하는 것이고, 큰 방향에서 보면 2017년 이후에도 중국기업의 저우추취를
여전히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16년까
지는 중국정부가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던 반면, 2017년 들어
저우추취에 대한 무조건적 장려가 아닌 ‘선별적’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와 첨단기술 육성과 관련한 해외투자를 장려하였고,
오락, 문화, 부동산 등 민감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해외투자를 제한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국 해외투자
유관 당국은 해외투자의 방향과 규범에 대한 여러 건의 정책 문건을 발표하였
다. 먼저 2017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는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
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은 해외투자 추진에 있어 장려, 제한, 금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각기 다른 지침(분류지도)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장려,
제한, 금지 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3-2] 참고). 장려 분야에 대해서는
세수, 외환, 보험, 세관, 정보 등 방면에서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여 주는 반면,
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중한 참여를 권고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지도
와 지침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금지 분야는 유효한 조치를 통해 해외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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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를 통해 위와 같은 중국 당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선별적 장려 정책이 어
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1,812억 3,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4% 감소한 1,200억 8,000만 달러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32) 2017년 중국기업의 전년대비 해외투자(전
체)는 감소하였지만, 선별적 장려 정책에 따라 중국정부가 투자를 장려하였던
일대일로 및 첨단기술 관련 해외투자는 증가하였다. 반면 오락, 문화, 체육, 부
동산, 호텔 등 중국정부가 비이성적(非理性的) 투자33)로 간주하여 해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업종은 해외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12월에는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 2018
년 1월에는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을 각각 발표하여 해외투자
에 대한 선별적 장려 및 선별적 금지 지침을 더욱 명확하게 밝혔다.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에 포함된 민감산업으로는 ∆무기장비의 연구개발
ㆍ제조ㆍ생산ㆍ유지보수 ∆초국경 수자원 개발ㆍ이용 ∆신문ㆍ매스컴 ∆《해
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
向的指导意见)》에 근거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해외에 설립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없는 지
분투자기금 또는 투자 플랫폼)이 있다.

② 해외투자의 규범화
2017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民
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이하, ‘민영기업 규범’)》을 발표하였고, 같은 시
32) CEIC Database(검색일: 2018. 2. 12).
33) 중국 해외투자 관계자 면담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말하는 비이성적 투자는 ①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투
자 ② 기업의 주력 산업이 아닌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의미하며, 오락, 문화, 체육, 부동산, 호텔
등 실물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분야의 투자가 여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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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유기업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国有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이하,
‘국유기업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단계에 있으며 곧 이 규범 또한 발표하
게 될 것34)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민영기업 규범은 중
국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투자 경험이 부족한 민영기업
들의 해외 경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경영행위
를 규범화함으로써 저우추취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
기업 규범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을 구분하여 해외투
자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해외투자의 규범화를 통한 질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은 공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내용이 발표된 민영기업 규범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제시
된 원칙이 중국은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저우추취를 장려하며, 민영기업의
저우추취와 국유기업의 저우추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민영기업 규범은 민영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규범
을 제시한다. 첫째, 경영관리 체계의 완비다. 해외투자 관리 및 리스크 통제 제
도를 갖추고 실적 관리 추진, 재무감독 강화, 인재양성 등을 해나갈 것을 요구
하였다. 둘째, 법에 의거한 신뢰경영이다. 여기에는 ∆국내 신고 절차의 이행
∆규정에 의거한 대외융자 승인 ∆공평한 경쟁 ∆서면계약 체결 후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준수 ∆프로젝트 및 제품 품질 보증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법에 따른 성실납세 ∆국가이익의 보호 ∆투자상대국
현지 정치, 경제 이익집단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현지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책임의 이행이다. 민영기업이 현지 실정에 맞는
경영활동, 문화 전통의 존중, 사회소통의 강화, 공익사업 활성화, 기술발전 추
진, 사회책임 정보의 정기적 공개를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넷째, 자원환경 보
호다. 자원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 허가를
신청하며 환경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를 마련하며 친환경 생산 기제를 구
34) http://money.163.com/17/1218/11/D5UF6F13002580S6.html(검색일: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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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생태 회복을 중요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리스크 예방 기제
의 구축이다. 법률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보장 및 응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표 3-1. 중국 5개년 규획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내용과 특징
규획ㆍ시기

ODI 관련 주요 내용

특징

- 개혁ㆍ개방의 확대를 통한 강국부민(强国富民) 실현
- 해외자본의 적극 유입(인진라이, 引进来)과 동시에 해외투자
- 저우추취 전략을 최
(저우추취, 走出去) 전략 실시
10ㆍ5규획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ㆍ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초로 정식 제안함.
- 해외투자를 위한 금융ㆍ보험ㆍ외환ㆍ세무ㆍ인재ㆍ법률ㆍ정보ㆍ - 저우추취 전략 추진
(2001
출입국관리 등 방면의 서비스체계 강화로 저우추취 전략에 유 을 위한 환경 조성
~05년)
강조
리한 환경 조성
- 해외투자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내부제약조건을 개선하고, 해
외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범화함.
- 글로벌 M&A, 지분참여, 주식상장 등을 통해 중국기업이 글
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장려
- 비교우위의 상호보완, 상호평등호혜의 원칙하에 해외 자원개발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11ㆍ5규획
해외 자원개발 강조
협력 확대
(2006
- 해외투자에 대한 감
- 중국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 참여 장려
~10년)
독관리 강화 강조
- 해외투자 촉진 및 보장 체계 완비
- 해외투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리스크 관리 및 해외 국유자산
감독 관리의 강화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모두 중시하여, 외자이용과 해외투
자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
- 시장주의와 기업 자주 결정의 원칙에 따라 각종 소유제 기업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
의 질서 있는 해외투자 협력 추진을 장려
의 균형적 발전 강조
- 에너지 자원 개발과 가공산업 부문의 호혜협력
- 해외투자 관련 법제
- 해외에서 R&D 투자협력 촉진
정비 및 투자보호협
12ㆍ5규획 - 제조업 우위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정ㆍ이중과세방지
-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및 유명 브랜드 구축
(2011
협정 등 해외투자 편
~15년) - 중국의 대형 초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이 국제화 경영
리화 수준 제고 강조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에너지 자원개발, 가
- 해외투자 환경 연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과학적 평가 기제
공, 문화 및 농업 부
강화
문의 저우추취 언급
- 저우추취 전략 실시를 위한 거시적 지도 및 서비스 능력 강화
- 해외투자 법률 법규 제도 완비
-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방지 등 다자간ㆍ양자간 협정 적극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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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규획ㆍ시기

ODI 관련 주요 내용

특징

- 해외투자 지원 체계 개선, 기업의 해외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중국기업의 해외에서의 권익 보호 및 각종 리스크 방지

- 각종 소유제 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적
현지 국민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함.
극적인 해외투자 장
- 글로벌 문화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문화산업의 ‘저우추취’ 모
려
델을 혁신함으로써, 중화문화의 글로벌 경쟁력과 영향력을 증

12ㆍ5규획 - 저우추취 기업과 해외 협력 프로젝트는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2011
~15년)

대하고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함.
1) 외자유입과 해외투자 수준의 제고
- 개방분야 확대, 외자 진입 제한 완화, 경외 자금 및 선진 기
술의 적극 유치
- 유아교육, 건축설계, 회계심사 등 서비스 분야 외자 진입 제
- 양방향 개방(외자유입

한 완화
- 은행, 보험, 증권, 양로 등 시장진입 확대

및 해외투자) 강조

- 외국 자본의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감환경보호, 현대서 - 해외투자 관리 시스
비스업 등 분야 및 중서부와 동북 지역 투자 장려

13ㆍ5규획
(2016
~20년)

템 완비
- 개인의 해외투자 장

-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외 융자 장려

려 및 적격국내개인

-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촉진
-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 및 물류 네트워크에 적극 진출
- 대종상품의 해외 생산기지와 협력구 적극 건설
- 해외투자 금융 및 정보서비스 플랫폼 적극 구축

투자자 제도 구축
- 해외투자에 대한 회
계감사 및 업적평
가, 책임 제도 구축

2)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완비

- 환경보호, 장비제조,

- 해외투자 발전 규획 및 중점 분야ㆍ지역ㆍ국가별 규획 체계 완비

금융업, 중의약, 문

- 등록 위주ㆍ심사 보완 방식의 해외투자 관리 체제 구축

화 부문의 양방향

- 해외투자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시스템 개선

개방 강조

- 해외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 개인의 해외투자 촉진, 적격국내개인투자자 제도 구축
- 국유자본, 국유기업 해외투자 회계감사 제도 구축 및 해외투
자 경영실적 심사 및 책임 제도 실시
자료: 각 시기 5개년 규획 강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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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35)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 또는 지침을 제시하는 문건으로는 상무부와 외
교부가 ∆2004년, 2005년, 2007년 각각 발표한 《해외투자 국별 산업 지도목
록》 1, 2, 3편36)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2006년 7월 5일 발표한 《해외투자산업지도정
책》,37) 그리고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38)과 ∆2017년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기
업해외투자관리방법》39)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 31일에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40)을 발표하였다.
먼저 《해외투자 국별 산업 지도목록(이하, ‘지도목록’)》 1, 2, 3편은 중국 정
부당국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
건으로서,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해외투자 서비스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저우추취 전략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건은 각 국가별로 해외투자를 진행할 만한 장려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예
를 들어 1편에 제시되어 있는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장려 산업은 자동차 등
교통운수설비 제조, 화학공업 원료 제조,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등 제조업 분야와 무역, 소매, R&D, 건축, 교통운수 등 서비스업이다. 중
국 당국은 이 지도목록에서 중국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 및 상대
국가의 경제구조, 발전수준과 투자환경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장
려 산업을 선정하였다.

35) 아래의 내용은 양평섭 외(2019)의 pp. 172~176에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 정리한 것임.
36)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一), (二), (三)(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2. 15). 각각 2004년 7월 21일,
2005년 10월, 2007년 1월 31일 발표됨.
37) 境外投资产业指导政策(검색일: 2017. 8. 15).
38)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검색일: 2017. 8. 15).
39)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검색일: 2017. 12. 30).
40) 境外投资敏感行业目录(2018年版)(검색일: 201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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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에 대해 장려 또는 제한하는 산업을 보여주는
정책문건으로서 가장 먼저 발표된 문건은 2006년 《해외투자산업지도정책》이
다. 이 목록이 발표된 2006년은 11ㆍ5규획이 시작된 해로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병행하였던 시기다.41) 중국정부가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였던 11ㆍ5규획 시기에 해외투자에 대한 장
려업종 및 금지업종을 구체화한 《해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처음으로 발표했
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11ㆍ5규획에서 진흥하고자 했던 10대 산업은 자
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섬유), 비철금속, 기계장비, 전자정
보, 물류였다. 해외투자산업지도정책에서 투자를 장려한 업종으로는 농ㆍ림ㆍ
목축ㆍ어업 및 채광업 이외에 제조업(방직, 농업기계장비, 국내에서 선진기술
을 획득할 수 없는 선진기술의 화공제품, 승용차 제품, 가전제품, 전자정보 제
품 등)과 서비스업(글로벌 마케팅, 원양화물운송, 통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및 제품 연구, 초국경 도로 및 철로 화물 운
송,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신문 출판, 광고 영화 TV 및 문화 예술 방송 등)이 있
었다. 자동차, 석유화학, 방직, 기계장비, 전자정보 산업이 11ㆍ5규획과 해외
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장려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해외투자산업
지도정책에 따른 장려업종인 경우 중국정부는 거시적 조정, 다자ㆍ양자간 경제
무역 정책, 외교, 재정, 외환ㆍ세수, 해관, 자원정보, 신용대출, 보험 등의 측면
에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반면 금지업종인 경우 중국 당국은 허
가를 내주지 않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 당시 금지업종에 포함된 업종은 농ㆍ림ㆍ
목축ㆍ어업(중국 특유의 진귀한 양품종의 식물재배업), 제조업(중국 전통 공예
의 녹차 및 특수 차 가공업, 전통 중의약 제조), 사회서비스업(도박ㆍ경마, 퇴폐
영업) 등이었다.42)
이후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해외투자산업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
41) 이현태 외(2017),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p. 41.
42) 양평섭 외(2019),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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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먼저 2014년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에서는 민감
국가ㆍ지역 및 민감 산업을 명시하였으며, 민감 국가 또는 산업으로 분류된 투
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
다. 민감산업은 전신 인프라, 수자원 및 토지 개발 등 주로 국가 기간산업을 포
함하며 뉴스미디어 또한 민감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6년 해외투자산업
지도정책이 제한ㆍ금지 업종을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
나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반면, 2014년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에서는 민감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심사허가 절
차 또한 간소화되었다.43)
2017년 들어 다시 한 번 해외투자 산업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2017년 12
월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과 2018년 1월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
판)》은 중국 정부당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산업 정책을
보여준다.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에서는 민감 프로젝트, 민감 국가 및 지역
과 민감업종을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
은 이 중 민감업종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목록에 따른 민감업종으로
는 ∆무기장비의 연구ㆍ제조ㆍ생산ㆍ유지보수 ∆초국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뉴스미디어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제한업종
으로 분류된 업종(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사업 프
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외 설립)이 포함되었다. 민
감업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들 문건보다 앞서 2017년 8월 발표된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44)에 더욱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표
3-2 참고).45)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해외투자 산업을 장려ㆍ
제한ㆍ금지 등 세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감독관리 방식을
43) 양평섭 외(2019),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p. 173.
44)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검색일: 2017. 9. 1).
45) 양평섭 외(2019),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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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장려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세수, 외환, 보험, 세관, 정보 등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제한업종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중하게 투자에 참여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안내와 지침을 받도록 한다. 금지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엄
격하게 관리 통제한다.46)
2017년 이후 중국정부가 주요 문건들을 통해 제시한 해외투자 산업정책에
서 민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이외에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일대일로, 첨단제
조업, 에너지, 농업,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10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에서 에너지, 농업, 금
융, 테크놀로지, 물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
의 해외투자 및 국경간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
외투자산업정책이 실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47)

표 3-2.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관련 문건

발표 시기

분류

내용

1) 국내에서 부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긴요한 자원 또는 원재료
2) 국내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 설비 및 기술 등의 수출과
장려업종
노무수출
3) 자국 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명백하게 제고할 수 있고, 국제
선도기술, 선진 경영기법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해외투자
산업지도목록

2006년

1)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 공예 또는 기술을 운
용하는 경우
3) 자국 법률에서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분야
금지업종
4) 투자대상국 또는 지역의 법률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산
업. 자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상황

46) 양평섭 외(2019),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p. 174.
47) 양평섭 외(2019),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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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관련 문건

발표 시기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분류

내용

민감국가ㆍ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거나, 국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전쟁
2014년

지역
민감산업

관리 방법

ㆍ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및 지역
기초 전신(电信) 운영, 초국경 수자원 개발 이용, 대규모 토지
개발, 송전 간선, 전력망, 뉴스매체 등
1) 일대일로 건설 및 인프라 연결에 도움이 되는 기초설비
2)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 품질 우위의 장비 및 기술 표준
수출 관련 투자
3) 해외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기업과의 투자협력

장려업종

4) 경제적 효용을 신중히 평가하였다는 전제하에 해외 천연오
일가스, 광산물 등 에너지자원 탐사 및 개발
5) 농업 대외협력 확대, 농림목축어업 등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6)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서의 해외투자. 일정 조
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경외 분점 건설 및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1)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거나 전란이 발생하였거나, 중국이
체결한 양자다자간 조약 또는 협정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민감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2)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2017년
8월

3)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
제한업종

랫폼의 해외 설립
4) 투자목적국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 투자
5) 투자목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표준 등에 부합하
지 않는 해외투자
- 이 중 앞 세 개 항목은 해외투자 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
아야 함.
1) 국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군사공업핵심 기술 및 제품 수
출 해외투자
2)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기술, 공예, 제품의 해외투자

금지업종

3) 도박, 퇴폐영업 등
4)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금지하
고 있는 해외투자
5) 기타 국가이익과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가 될 수
있는 해외투자

88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표 3-2. 계속
관련 문건

발표 시기

분류
민감

내용
민감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민감산업의 투자 프로젝트
1)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
민감국가ㆍ 2) 전쟁, 내란이 발생한 국가 및 지역
기업해외투자

2017년

관리방법

12월

지역

3)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및 협정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가 및 지역
1) 무기장비의 연구ㆍ제조ㆍ생산ㆍ유지보수
2) 초국경 수자원 개발 이용

민감업종 3) 뉴스미디어
4) 중국 법률 법규 및 유관 정책에 근거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산업
1) 무기장비의 연구ㆍ제조ㆍ생산ㆍ유지보수
2) 초국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

3) 뉴스미디어
2018년

민감산업 4)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제한업

(2018년판)

종으로 분류된 업종
: 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사업 프
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외 설립

자료: 양평섭 외(2019), pp. 175~176.

다. 중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48)
1) 행정적 지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1년 이후 각 시기별 5개년 규획의 내용에 따르면 중
국정부의 대외개방 전략은 저우추취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왔다. 가장 최근 발표된 13ㆍ5규획에서도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모두 중
시하여 양방향 개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해외투자 편리화
48) 해외 M&A는 해외직접투자의 하위 범주이므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해외 M&A에 대해
서도 적용됨.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하는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해외 M&A에 대한 지원제도를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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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행정체계도 1990년대 이
후 지금까지 점차 간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1990년대 중국은 외화자금 부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영 노하우 부족으로 인
해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허가제를 실시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중국경제
가 발전하고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관리가 점차 간소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저우추취 전략이 정식으로 등장한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먼저 2004년 7월 국무원은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49)》을 발표하였다.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투자주체ㆍ자금원ㆍ투자
방식의 다원화 및 프로젝트 건설 시장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자원배
치에 있어 시장의 작용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
및 감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문건에서는 몇 가지 투자체제 개혁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2004년판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50)에 따라 투
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2004년 이전에는 중국 측 투자액이 100만 달
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모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문건이 발표되고 난 후부터 해외투자의 경우 심사허가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등록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등록
제와 심사허가제가 병행되는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심사허가제가 적용되는 특
정 조건이란 중국 측이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자원개발형 해외투자 프
로젝트 또는 중국 측이 외화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비자원형 해외투자
프로젝트다. 이 외에 중앙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
부에 등록하고, 여타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유관법률51)에 따른 허
49) 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검색일: 2017. 8. 1).
50)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04年本) (검색일: 2017. 8. 1).
51) 여기서 언급된 유관법률은 1991년 국무원이 발표한 《国务院批转国家计委关于加强海外投资项目管理
意见的通知》(国发〔1991〕13号)을 지칭함. http://wzs.ndrc.gov.cn/zcfg/wszjtzp/200507/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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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로 기업을 창립하는 경우
(금융기업 제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3년 12월, 2014년 11월 및 2016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정부허가
투자 프로젝트 목록 문건들을 통해,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제 적
용 조건이 점차 완화되었다(표 3-3 참고).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해외투자 항목 허가 및 등록 관리 방
법》52)과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투자관리방법》53)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
체제가 ‘심사허가 위주’에서 ‘등록 위주’로 전환되어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
(2016년판)》54)에서도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2014년의 규정을 유지하였다.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 관리는 발전개혁 부문55), 상무 주관 부문56)과 국가외
환 주관 부문57) 등 세 개 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등록 위주, 허가 보완’ 방식의 관리권한을
가진다. 민감 국가와 지역, 민감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허가를 요구하
는 것 이외에 여타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상
무부는 해외투자 기업 설립 시 등록 인가를 담당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등록 위주, 허가 보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투자 기업 설립과 관련된 절차 또한 이전보다 간소화되었다. 외환관리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발표된 《关于进一步简化和改进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
的通知》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경내기업의 경외직접투자 시 외환등기 인
가를 받도록 하던 데서, ‘은행이 처리하고, 외환관리국은 감독’하는 방식으로

0715_36738.html(검색일: 2018. 2. 25).
52)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53) 境外投资管理办法.
54)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6年本)(검색일: 2017. 8. 1).
5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성급 발전개혁위원회를 지칭함.
56) 상무부와 성급 상무위원회 혹은 상무청을 지칭함.
57) 국가외환관리국과 성급 외환관리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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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국 해외투자 관리 방식의 변화
시기
2004년 이전

방식
심사허가제

관리 권한
중국 측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중국 측 투자액 3,000만 달러 이상의 자원개발형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중국 측 투자 외환사용액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자원형 해외투자 프로

2004년 7월

등록+허가 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기업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신고하여 등록하고, 여타 기업의 투자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유관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처리함.
중국 측 투자액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민감 국가 및 지역, 민감
산업의 프로젝트의 경우 국무원 투자주관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함.
상술한 프로젝트 이외의 경우 중앙기업 투자프로젝트 및 지방기업 투자

2013년 12월

등록+허가 액 3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 부문에 등록해야 함.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 민감 국가 및 지역, 민감
산업의 프로젝트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외의 경우 중앙기
업은 상무부에, 지방기업은 성급 정부에 등록해야 함.
민감 국가 및 지역, 민감산업의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 주관 부문의 심

2014년 11월,
2016년 12월

등록+허가

사허가를 받아야 함.
상술한 규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중앙기업의 투자프로젝트와 지방기업
투자 3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 부문에 등록해야 함.

자료: 国家发改委(2017), 中国对外投资报告, pp. 11~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변경되었다. 이로써 해외투자 기업은 은행에 가서 경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환
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외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외
환등록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본래 국가외환관리국이 직접 처리하
던 직능이 점차 ‘사후 관리감독’으로 바뀌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각 정부 부
처가 ‘간정방권(简政放权),58) 방관결합(放管結合)59) 및 서비스 최적화(优化服
务)’ 개혁을 추진하면서 해외투자 편리화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중국 대외협력 가이드(中国对外合作指南)》의 제정, 경제상무 관
련 부처의 주외 분기구 설립, 《국별무역투자환경보고(国别贸易投资环境报告)》
58) 행정간소화 및 권한 하부이양.
59) 권력의 재배치 및 사무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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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투자 국별 산업 지도목록(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ㆍ《경외가공무
역국별지도목록(境外加工贸易国别指导目录)》의 정기적 발표, 저우추취 성과
발표회 및 국제포럼 개최, 정책 교육 및 인재 양성 등 중국 해외투자 서비스 체
계가 완비되었다.60)

그림 3-3. 중국 해외투자 관리 체계

자료: 国家发改委(2017), 中国对外投资报告, pp. 11~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재정금융 지원
2001년 이후 저우추취 전략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 정책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재정금융 측면에서는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
용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기금 및 전용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중국 해외투
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였고, 해외투자 자금 지원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61) 또한 상무부와 유관부처는 경외가공무역 방면에서 재
정ㆍ세무(财税) 및 외환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중국 내 최초로 해외투자 장려
정책 체계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된다.62)

60)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 164.
61) 양평섭 외(2019).
62)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 164.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 93

① 《해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
중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해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이하,‘지도목록’)’ 1
편을 발표하였고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편과 3편을 발표하였다. 지
도목록에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해외투자 산업 및 지역이 명시되어 있
으며 세수 지원 정책에 따른 장려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63) 중국 상무부와 외
교부는 지도목록에 관한 통지에서 각 지방 및 부처가 해외투자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지도목록의 지침에 따라 중국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치하며, 국제 경제기술 협력 및 경쟁에 더 광범위하고 높
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도목록의 지침에 부
합하고 해외투자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은 자금, 외환, 세수, 세관, 출입국 등에
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64) 다만 중국 안팎의 경제 형
세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정부가 대외직접투자 정책의 강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수 지원 정책에 있어 이러한 조정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②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
중국 기업소득세법은 대외직접투자의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을 명시하였다.65) 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중국 경외에
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66)에 의해 취득한 납세대상 소득
중 중국 경외 세수법 및 유관 규정에 따라 납세대상이 되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면제된다. 이중과세가 면제되는 한도액67)은 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이며, 면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3) 张国胜(2015), 『中国对外直接投资战略与政策研究』, p. 158.
64) http://www.mofcom.gov.cn/article/bi/200407/20040700251628.shtml(검색일: 2018. 3. 15).
65) 张国胜(2015), 『中国对外直接投资战略与政策研究』, pp. 158~159.
66) 张国胜(2015)에 따르면 경외에서 직접 통제하는 기업은 중국기업이 해당 경외기업의 지분 20% 이상
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경외에서 간접 통제하는 기업은 중국기업이 해당 경외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67)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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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5년 내68)에 매년 당해연도 이중과세 면제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사
용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69)

3) 경제외교 지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였다. 중국
과 세계경제와의 융합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자유무역시범구의 건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제창을 통해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되
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유리한 대내외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3년 중국 지도부가 제창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는 중국 해
외투자에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되었다.70) 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분야를 지칭
하는 오통(五通) 중 무역원활화(贸易畅通) 분야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와 양자투자보호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극 체결하여 투자원활화를 꾀
하였다.71) 또한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
범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 양자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였
다.72)

68)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9조에 따르면 5년 이내란 기업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 중 중국
경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질의 세액이 면제한도액을 초과한 그 해의 다음 해로부터
연속 5개 연도를 의미함.
69) 중국 기업소득세법(2007년 제정, 2017년 일부 개정) 제23조;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7조.
70)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 166.
71) 이승신 외(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pp. 217~226.
72) 隆国强 外(2017),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中国对外开放40年』,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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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앞 절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2014
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제2조에 따르면, ‘해외투자(境外投
资)’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각 투자주체가 그린필드, M&A, 지분투자, 증자
및 자본등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투자주체가 융자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업 또는 기관에 실시하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 절에서 상술한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은 중국기업의 해외 M&A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
여 본 절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 M&A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및 지원제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의 해외 M&A 정책기조의 변화 및 특징
본 절에서는 앞서 정리한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문건 이외에 중국기업
의 해외 M&A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정책문건의 내용을 분석함으로
써,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의 해외 M&A와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 조치의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3-4 참고).
중국에서 해외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4년
부터였고,73) 정책문건에 해외 M&A를 별도로 언급하며 관련 정책방침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06년 국무원이 발표한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年)》을 통해서였다. 이 문건에서는 해외 연구개발 기관 및 최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를 장려하였는데, 이는 11ㆍ5규획 시기 중
73) 이근, 지만수, 서봉교(2012), 중국자본의 해외 실물 및 금융투자 현황과 전망,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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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글로벌 M&A, 지분 참여, 주식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
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과 맥락을 함께 한
다(1절 가. 참고). 또한 2009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M&A를 장려하는 문건이
발표되었고, 2010년에는 해외 M&A를 통해 산업집중도 제고, 기업 규모의 경
제 달성,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
혔다.
12ㆍ5규획 시기 중국의 해외 M&A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 자원이 밀접한
국가ㆍ지역에 대한 M&A 및 R&D센터 설립 장려 ∆중국 사모펀드기금관리회
사, 신용서비스기관 등 금융기관의 해외 M&A를 장려하고, 이들이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시 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장려 ∆해외 M&A 외환관리 간
소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촉진하고 이들의 해외 M&A 방식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 장려 등이 제시되었다.
13ㆍ5규획 시기에는 주로 중국 정책 금융기관이 중국기업의 해외 M&A 자
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장려하거나, 외환결제 정책을 완비하여 해외 M&A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서비스 무
역 혁신발전 시범구역 추진 동의에 관한 국무원 회답(国务院关于同意开展服务
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에서는 초국경 위안화 업무 및 외환관리 유관 규정
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성 금융기관이 현행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무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등 업무를
지원하며, 서비스무역 중점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지지하였다. 또한 해외
M&A 융자 등 업무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서비스무역 기업의 외환결
제 정책을 완비함으로써 기술, 문화 등 기업의 초국경 우수자산 M&A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국무원 의견
(国务院关于促进外贸回稳向好的若干意见)》은 경제무역발전 자금을 브랜드,
특허 등 방면의 해외 M&A에 사용하도록 하고, 대외무역기업이 해외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인수하는 경우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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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중앙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 추진에 관한 국
무원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中央企业结构调整与重组的指导意见)》에
서는 중국기업의 해외 M&A에 대한 중점업무를 제시하였다. 비즈니스ㆍ산업
ㆍ금융을 결합하는 글로벌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기업이 공동으로 국
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하며 기존 국제협력기금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시장화 방식을 통해 관련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였다.

표 3-4. 중국 주요 정책문건의 해외 M&A 관련 내용 정리
규획

정책문건
国务院关于印发实施《国家中长期
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
2020年)》若干配套政策的通知
(2006.2.7 발표)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
发展的若干意见(2009.9.19)

주요 내용
- 국내기업이 해외에 연구개발 설계 기관을 설립하고
국외 연구개발 기관 또는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지지함.
- 중소기업의 해외 M&A 등 투자 장려
- 자동차, 강철, 시멘트, 기계제조, 전해알루미늄, 희토

11ㆍ5

류 등 산업을 중점으로 하여, 우위기업이 경외 인수

규획

합병과 투자협력을 함으로써 산업집중도, 규모의 경

(2006

제, 집적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함.

~10년)
国务院关于促进企业兼并重组的
意见(2010.8.28)

- M&A 대출을 통해 기업의 초국경 M&A 지원
- 초국경 M&A 전문인력 양성. 대내외 M&A 활동에
대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경내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초국경 M&A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경외 M&A
에 대한 리스크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지원
- 국내기업이 과학기술 자원이 밀집한 국가 및 지역에

12ㆍ5

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等

규획

部门关于加快培育国际合作和竞

(2011

争新优势指导意见的通知

~15년)

(2012.5.24)

M&A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
도록 장려함.
- 금융기관이 해외에 분점 설립, M&A 등의 여러 경로
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여,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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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규획

정책문건

주요 내용
- 해외 M&A 외환관리 간소화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
重组市场环境的意见(2014.3.7)

- 기업의 초국경 M&A를 장려하고, 유관 정책을 완비함.
- 기업의 해외 M&A 절차를 규범화함.
- 기업이 해외 M&A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을 마련하도록 지원
- 주변국가와 인프라 연결 촉진
- 경외 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장려

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外贸稳定
增长的若干意见(2014.5.4)

- 그린필드, M&A 등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산업의 해외전이를 촉진함
- 기업이 해외 브랜드, 기술, 생산라인 등을 M&A함으
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 정책성 금융기관이 유관 부처 및 감독관리기관의 지

12ㆍ5

国务院关于促进服务外包产业加

도하에, 법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快发展的意见(2014.12.24)

지원하고 해외 M&A 등 업무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
이도록 지원함.

규획

- 기업이 해외 M&A 등의 방식으로 선진기술을 받아들

(2011
~15년)

이고, 재혁신하도록 촉진
国务院关于加快培育外贸竞争新
优的若意见(2015.2.12)

- 가전기기, 기계장비 등 산업의 실력 있고 조건을 갖
춘 기업의 경외 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고, 경외 기술
및 마케팅 네트워크 등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
- 해외투자협력 방식의 혁신 촉진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
制造合作的指导意见(2015.5.13)
国务院办公厅关于运用大数据加

- 경내 사모펀드기금관리회사의 ‘저우추취’를 장려하고,
이들이 중국기업의 경외 그린필드, M&A 투자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중국 내 유력 신용서비스기관이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强对市场主体服务和监管的若干意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중국기업의 해외 M&A 등

见(2015.6.24)

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촉진하고, 이들이 해외

国务院关于国有企业发展混合所

M&A, 투융자 협력, 역외금융 등 방식을 통해 글로벌

有制经济的意见(2015.9.23)

시장, 기술, 인력 등 자원과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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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규획

정책문건

주요 내용
- 정책성 금융기관이 서비스무역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
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장려
- 글로벌 M&A 등 업무를 지원하며, 서비스무역 중점

国务院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
新发展试点的批复(2016.2.22)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함.
- 수출신용보험증권융자, 공급망 융자, 해외 M&A 융자
등 업무에 대한 지원 수준 확대
- 서비스무역 기업의 외환결제 정책을 완비
- 기술, 문화 등 기업의 초국경 우수자산 M&A에 유리
한 조건 조성
- 경제무역발전 등을 위한 전용 자금을 브랜드, 특허
등 방면의 해외 M&A 및 국제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国务院关于促进外贸回稳向好的
13ㆍ5

若干意见(2016.5.5)

규획

사용
-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외무역 기업이
해외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등을 인수하는 데 신용

(2016

대출 등의 지원 제공

~20년)

* 중점업무
- 비즈니스, 상업, 금융을 결합하는 플랫폼 및 글로벌
M&A 플랫폼 구축
- 중앙기업이 공동으로 국제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 제고
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中央企业

- 해외 경제협력단지 건설 가속화

结构调整与重组的指导意见

- 저우추취 기업 집단 발전 우위를 형성하고 국제화 경

(2016.6.17)

영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
- 각종 현행 국제협력기금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유관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
- 비국유자본, 우수 관리 인재, 선진 관리 시스템 및
부가가치 서비스 능력 등을 통해 중앙기업의 국제화
경영 수준을 높임.

자료: 각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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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시기별 해외투자 및 해외 M&A 정책 비교
규획

해외투자 정책

해외 M&A 정책

- 중국기업이 글로벌 M&A, 지분 참여, 주식 - 중국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기관 및 최첨
11ㆍ5규획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

단 기술 기업 M&A를 장려함.

(2006

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장려

~10년)

- 해외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 장려

업 규모의 경제 달성, 산업 구조조정 및

-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강조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M&A를 통해 산업집중도 제고, 기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균형적 발전 강조
- 해외투자 관련 법제 정비 및 투자보호협정
12ㆍ5규획
(2011
~15년)

- 과학기술 발전 및 R&D를 위한 해외 M&A
장려

ㆍ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해외투자 편리화 -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M&A 장려, 중국
수준 제고 강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시 이들이 금융서비

- 에너지 자원개발, 가공, 문화 및 농업 부문
의 저우추취 언급

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장려
- 해외 M&A 외환관리 간소화

- 각종 소유제 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적극적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촉진 및 이들
인 해외투자 장려

의 해외 M&A 장려
- 정책성 금융기관의 중국기업 해외 M&A

- 양방향 개방(외자유입 및 해외투자) 강조
-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완비
13ㆍ5규획
(2016
~20년)

- 개인의 해외투자 장려 및 적격국내개인투자
자 제도 구축

외환결제 정책 완비
- 기술ㆍ문화ㆍ브랜드ㆍ특허 등 해외 M&A

- 해외투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업적평가, 책
임 제도 구축

장려, 이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비즈니스ㆍ산업ㆍ금융이 융합된 글로벌

- 환경보호, 장비제조, 금융업, 중의약, 문화
부문의 양방향 개방 강조

자금 지원 또는 융자 확대 장려
- 중국 서비스무역 기업의 해외 M&A 시

M&A 플랫폼 구축
- 기존 국제협력 기금의 활용 및 시장화 방
식을 통한 해외 M&A 관련 기금 조성 장려

자료: 각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2016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중국의 해외 M&A 정책은 위 가.절에서 볼 수 있듯이 12ㆍ5규획 시기와 13ㆍ
5규획 시기에 모두 자금ㆍ외환관리 등 면에서 장려 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 당국의 13ㆍ5규획 시기 전반적인 해외투자 관련
정책 기조는 중국기업의 저우추취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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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건에 따른 지침을 살펴보면 2016년 말까지는 중국정부가 해외투자를 적
극 장려하였던 반면 2016년 말 이후부터는 저우추취에 대한 선별적 장려 정책
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 1월에 발표된 《해외투자 민감산업 목록
(2018년판)》에 따르면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해
외 투자와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해
외 설립을 민감산업으로 분류하여 제한하였다.
2016년 말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
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
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74)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ㆍ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75) 이와 같은 해외투자 촉진 정책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전년대
비 하락세를 보였던 중국기업의 해외 M&A가 2018년 상반기에는 766억 달러
(약 86조 원)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다.76)

74) 이승신 외(2017),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31, p. 14.
75) 이현태 외(2018),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12, p. 15.
76) http://www.chinanews.com/cj/2018/07-05/8557827.shtml(검색일: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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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M&A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
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이 결합하여 중국은 글로벌 생
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 경
제의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 내 자본이 축적되어 외환보유고 규모는 세
계 최대이자 중국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였고, 국유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축
적되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국경제는 ‘신창타이’로 불리는 중
속성장 시대를 맞이하였고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후발 국가의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
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기술의 업그레이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기업의 해외
M&A 전략도 변화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 M&A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
년 전후로 중국 경제발전에 가장 필요한 분야는 해외 자원 및 에너지원 확보였
다. 이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국가 안보 및 경제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
이기도 하다. 이에 캐치업 전략 추진에 있어 초기에는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으
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해외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 전후로 중국정부가 제조업 기술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고급 브랜
드 획득,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목표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
자를 장려하는 해외투자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축적된 자
본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였고, M&A의 주체가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고, 분야도 자원ㆍ에너지 분야에서 제조
업, IT,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 M&A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면
서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안보 위협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기업
의 M&A에 대해 견제하기 시작했고, 2016년 말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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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 등 국가에서는 중국 자본의 자국기업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중국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M&A는 중국 국내적으로도 △자본의 해외유출
△외환보유고 감소 △위안화 환율 절하 등 중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중국정부 또한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해외 M&A는 국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분야에 대해 해외 M&A 허가 및 외환
송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M&A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 기
업의 해외 M&A 규모는 2016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7년에는 하락세를 보
였다.
향후 중국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외국 정부의 우려를
야기하는 해외 M&A는 규제하고,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전략 추진에 있어 국익
에 기여하는 해외 M&A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 M&A 전개과정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M&A를 ①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에너지 분야 ②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고도화
및 브랜드 분야 ③ 부동산ㆍ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정부에서 규제하는 분야 ④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로 주요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분야 ⑤ 일대일
로 등 중국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대표
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
보를 위한 M&A
중국기업의 해외 M&A 초기(2008~13년)에는 중국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
로 에너지, 광업, 유틸리티 분야에서 해외 M&A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3
대 석유업체인 중국 시노펙, 중국 석유, 중국해양석유 및 중국 알루미늄, 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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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등 중국 내 에너지ㆍ자원 관련 국유기업들의 철광석, 석유가스, 광물자원,
희토류, 전력 등 분야의 글로벌 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했다.

표 4-1. 중국기업의 자원ㆍ식량ㆍ에너지 분야 M&A 사례
인수기업

중국석유화공
(Sinopec)

피인수기업

인수규모

인수연도

비고

아닥스
페트롤리엄(스위스)

72억 달러

2009년

서아프리카 유전 개발

스페인 석유회사 렙솔의
브라질 사업 부문

71억 달러

2010년

브라질 지역 유전 개발

셰브런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보츠나와 사업 부문

9억 달러

2017년

미국 석유 메이저업체
남아프리카 석유 시장 진출

10.2억 달러

2009년

중국 공기업의 첫 번째
해외기업 인수 사례

50억 달러

2013년

매장량이 풍부하여 세계에서
개발투자가 가장 활발한 유전

151억 달러

2012년

중국 해외 M&A 2위 규모

싱가포르페트롤리엄
중국석유천연가스 컴퍼니(SPC)
(PetroChina)
카자흐스탄의 대형유전
카샤간
중국해양석유
(CNOOC)

캐나다 넥센

중국국가전망
(SGCC)

브라질 전력기업
CPFL

중량그룹
(Cofco)

중국화공
(켐차이나)

브라질 최대 민영 전력기업,
44.8억 달러
2016년 브라질 신재생에너지 공급 1위
(54.64% 지분)
업체

네덜란드 니데라
(Nidera)

20.5억 달러

2014,
100년 역사의 네덜란드
2016년 곡물거래 업체, 지분 100% 인수

싱가포르
노블(Noble)그룹
농업사업부

7.5억 달러

2014~
15년

이스라엘 막테심 아간
그룹(MakhteshimAgan GroupㆍMAI)

24억 달러

2011년 세계 7위 농화학ㆍGMO 회사

아시아 최대 곡물거래업체

이탈리아 피렐리

78.6억 달러

2015년

세계 5위 타이어 업체
석유화학 분야 기술 확보

스위스 신젠타

430억 달러

2017년

중국 해외 M&A 최대 규모
유럽 최대 농약ㆍ종자기업

자료: 网易财经, 「中石化72.4亿美元完成收购Addax公司」(2009. 8. 18); 新浪网, 「中石化71亿美元认购雷普索尔巴西公司
40%股权」(2010. 10. 8); 财新网, 「中石化9亿美元收购非洲炼油和加油站资产」(2017. 3. 22); 新华网, 「中石油10亿
美元收购新加坡石油公司45.5%股份」(2009. 5. 24); 观察者, 「中石油将以50亿美元入股哈萨克斯坦卡沙甘油田」
(2013. 9. 7); 观察者, 「中海油宣布151亿美元购加拿大公司」(2012. 7. 23); 参考消息, 「外媒：中国国家电网收购巴
西电力巨头助巴西摆脱危机」(2018. 3. 20); 网易, 「重磅：中粮收购Nidera余波未了 向其前大股东索赔超5亿美元」
(2017. 1. 26); 搜狐, 「中粮7.5亿美元拿下来宝农业 后者将更名为中粮农业」(2015. 12. 23); 和讯网, 「中化24亿美
元购农药巨头」(2011. 1. 11); 新浪财经, 「中化71亿欧元收购意大利轮胎公司倍耐力」(2015. 3. 25); 搜狐, 「中化集
团430亿美金并购案震惊欧美」(2017. 2. 21)(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6. 1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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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안
정적인 경제발전 및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및
공급 루트의 다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로 에
너지, 자원을 넘어 식량 안보와 관련된 원천기술 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
세다. 자원ㆍ에너지 분야에서 M&A는 중국정부의 지원하에 중국 대형 국유기
업이 주체가 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인수거래 규모가 거대하여 중국 역대 해외
M&A 인수규모 중 1, 2위가 이 분야에 속한다. 본 절에서는 자원 분야의 대표
적인 사례로 꼽히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와 식량 안
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2017년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건인
중국화공의 신젠타 인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 사례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자원ㆍ에너지 기업 인수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
국해양석유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가 꼽힌다. 동 인수 사례는 2013년 2월
에 인수가 완료되었고, 인수규모는 151억 달러로 2018년 2월 말 기준 중국 해
외 M&A 역대 2위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는 중앙특대형 국유기업으로 중국 내 최대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 중
하나다. 1982년 중국 국무원이 ‘중국 해양 석유자원 개발 대외협력 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를 발표하면서 베이징에 설
립하였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2016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09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미국의 대표적 석유산업 정보지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에서 글로벌 50대 석유회사 중 30위에 랭크되었다. 2016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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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신용평가 등급은 Aa3이고, 스탠다드 푸어스 신용평가는 A+로 평가
되었다.77)
인수기업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자회사인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이하
‘중해유’)로 1999년 8월 홍콩에 설립되었고, 2001년 2월 27일과 28일에 각각
뉴욕 증권거래소와 홍콩연합교역소에 상장되었다. 중해유의 주요 사업영역으
로는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정제 및 판매, 금융서비스, 신에너지 개발 등이 있다.
피인수 기업인 넥센은 1971년에 캐나다 캘거리(Calgary)에 설립한 대형 글
로벌 에너지 업체로 토론토 및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캐나다 서부, 영
국 북해, 미국 멕시코만, 나이지리아, 예멘 등 전 세계에 해상 유전을 가지고 있
다. 중해유는 넥센 인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넥센의 자원 분야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
였다.
인수 과정을 살펴보면, 중해유는 2012년 7월 23일 넥센의 주식을 주당
27.50달러와 26캐나다달러의 가격으로 모든 유통 중인 일반주와 우선주를 현
금지급 방식으로 100% 인수하고, 43억 달러 규모의 넥센 채무를 인계하여 총
15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8월 29일 중해유는 캐나다 정부에 인수
신청을 하였고, 9월 20일 넥센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일반주 주주 99%와 우
선주 주주 87%의 찬성을 얻어 인수를 통과하였다. 12월 8일 중해유는 캐나다
정부당국의 인수 허가를 획득하였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인수를 허가
하였다.78)
넥센의 유전 자원은 미국, 영국, 나이지리아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하여, 국제
관례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2013년 2월 12일 미국 외국투자위
원회는 넥센의 미국 멕시코만 자산에 대한 중해유의 인수를 정식 승인하였고,
77)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集团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s://www.cnooc.com.cn/col/col
661/index.html(검색일: 2018. 6. 12).
78) 人民网, 「中海油151亿美元收购加拿大尼克森」(2013. 2. 27), http://sh.people.com.cn/n/2013/0
227/c176738-18219714.html(검색일: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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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2013년 2월 26일 중해유는 캐나다 넥센 인수
거래 성사를 발표하였다. 동 인수건은 중국의 해외 M&A 규모 중 역대 두 번째
로 큰 거래다.
151억 달러의 자금을 중해유는 보유자산과 외부조달을 통해 마련하였다.
2011년 중해유 회계보고에 의하면 자산부채율은 약 32%로 순익은 702.6억
위안을 기록하여 29.1%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79) 현금과 현금등
가물, 정기예금, 매출채권, 만기도래 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등 모든 유동자산
총액으로 1,319억 2,300만 위안(207억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인수자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해유는 기업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외부 자금
조달 규모를 정하였는데,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80)
중해유는 2005년 미국 Unocal 인수 시 미국 의회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하
여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Unocal 사례와 달리 넥센 인수에 성공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꼽힌다.
첫째,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 세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캐나다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등 인수 성공에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디고, 유가가 낮은 수준
에서 머무르게 되자, 넥센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었다. 2008년 순익은 17.15억
캐나다달러에서 2009년 5.36억 캐나다달러로 급락했고, 2010년에 11.27억
캐나다달러로 회복했다가 2011년에 6.97억 캐나다달러로 하락하였다. 기업
의 현금성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2008년 43.54억 캐나다달러, 2009년 18.86
억 캐나다달러, 2010년 23.92억 캐나다달러, 2011년 24.97억 캐나다달러로
79) 腾讯网, 「中海油去年盈利702.6亿元 再创新高」(2012. 3. 29), https://finance.qq.com/a/201203
29/000879.htm(검색일: 2018. 6. 12).
80) 新浪财经, 「中海油大收购蒙内幕交易阴影 加美审批存疑」(2012. 8. 13), http://finance.sina.com.c
n/chanjing/gsnews/20120813/150012832724.shtml(검색일: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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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였고, 2011년 말 기준 순부채는 이윤의 3.5배에 이르러 주가가 2008년
40달러 수준에서 2012년 초 17달러 수준까지 폭락하게 되자 넥센은 해외 기
업의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해유의 인수 추진 동기로는 중국 내 석유가
스 소비수요의 급증이 꼽힌다. 석유가스 상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되었고 중
국업체들은 미래 공급량을 보장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해외기업 인수를 통
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또한 중해유는 2012년에 2030년까지 글로벌 일류기
업으로 도약한다는 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 인수를 통
한 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상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해유는 7년 전 Unocal 인수 실패 경험을 통해 동 인수 건에서는 실
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넥센의 고위 관계
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인수의 목적에 대해 악의적인 인수가 아니고 우호적인
인수임을 설명하였다. 중해유는 캐나다 정부와 넥센의 캐나다 내 2대 중요 운
영지인 앨버타(Alberta) 주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정부 및 관련 단체도 여러 차례 접촉하여 설득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인수 발표 후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획득했고 2013년 2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나.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 사례
중국 국유기업들은 자원ㆍ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분야
에서도 해외 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중국화공(켐차이
나)의 글로벌 종묘ㆍ농약 전문업체인 스위스 신젠타(Syngenta)에 대한 인수는
중국 해외 M&A에 있어 단일 인수합병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중국화공은 중국 최대 석유화학 업체로 중국 중앙 국유기업에 속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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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의 전신인 란싱(藍星)은 1984년 설립된 이래 1990년대 말까지 100여 개
적자상태의 국유기업을 싼 값에 인수하여 정상화하면서 성장하였다. 2004년
중국 란싱(藍星)총공사, 중국 하오화(昊華)화학공업 총공사 등 과거 화학공업부
직속 기업을 합병하여 중국화공을 설립하였다. 중국화공은 각종 화학제품은 물
론 원유 가공, 농약, 타이어 등 고무제품, 화공 설비 생산 등 6개 분야를 중심으
로 세계 140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다. 2017년 현재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243위, ‘중국 500대 기업’ 51위를 기록했다.81)
중국화공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해외 M&A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
진했다. 2006년 프랑스 식품첨가물업체 아디세오(Adisseo)와 세계 최대 에틸
렌업체인 호주의 퀘노스(Qenos)를, 2007년에는 프랑스 실리콘업체 로디아글
로실리콘을 인수했다. 2015년에는 세계 5위 타이어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피
렐리를 18억 유로에 인수하였고, 2016년에는 스위스 원자재거래업체 머큐리
아, 독일 플라스틱 고무 가공업체인 크라우스마페이를 연이어 인수했다.82)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신젠타는 세계 최대 농약회사이자 제3위 종자업체의 글
로벌 종묘ㆍ농약 업체다. 신젠타는 고급 살충제 및 제초제, 기타 작물보호 상품
시장의 글로벌 강자이며 선진적인 유전자조작(GMO) 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
고, 90개국에 2만 7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종자회사 몬산토
및 듀폰과 더불어 세계 3대 GMO 업체로 꼽힌다.83)
중국화공은 2016년 2월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 4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신젠타 신임 회장에
취임한 중국화공집단 런젠신(任建新) 회장은 10년 내 중국화공의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에서 신젠타 농약과 종자 판매

81) 新浪财经, 「中国化工集团2017年展望:国企混改迎大潮,重组资产加速时」(2016. 12. 27), http://vip.
stock.finance.sina.com.cn/q/go.php/vReport_Show/kind/lastest/rptid/3579060/index.
phtml(검색일: 2018. 6. 17).
82) 위의 자료.
83) 신젠타 글로벌(syngenta Global) 홈페이지, https://www.syngenta.com/(검색일: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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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2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84) 중국화공의 신젠타 인수로
인하여 글로벌 종자ㆍ농약 업계는 미국 몬산토 인수를 결정한 독일 바이엘, 미
국 다우케미컬-듀폰 연합, 중국화공-신젠타 3강 구도로 재편된다.
중국화공이 글로벌 메이저 종자업체인 신젠타 인수에 성공한 배경으로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신젠타의 경영악화, 중국업체의 높
은 프리미엄85) 및 현금 지급, 기존 경영권 보장 등의 파격적인 조건 제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신젠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곡물가
격이 하락하였고 신젠타 매출 및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주주들의 매각 요청
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글로벌 종자시장도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합
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였다. 중국화공은 높은 인수 가격과 100% 현금인
수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신젠타 주주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중국화공 기업 차원에서는 신젠타 인수를 통해 중국이 유전자 조작 종자부
터 살충제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GMO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여
곡물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농화학산업 내 영향력도 확대하여 인
도와 아프리카의 종자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중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신
젠타의 종자기술 확보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량 안보 전략과도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중국 종자시장은 미국에 이어 2위 규모이지만, 중국 종자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 식량 안보를 위
해 중국화공의 인수를 허가하고 자금조달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화공은 신젠타 인수 자금 430억 달러 이외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504억
달러를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 중 250억 달러는 자기자본으로, 254억

84) 新浪财经, 「日媒：中国化工收购先正达后跻身业界三强」(2017. 6. 28), http://finance.sina.com.c
n/stock/usstock/c/2017-06-28/doc-ifyhmtcf3006906.shtml(검색일: 2018. 7. 18).
85) 전 세계 인수금액(1999. 1~2016. 2)의 평균 EBITDA(이자세금 상각전 이윤)는 8.7배 수준인 반면, 중
국화공은 신젠타 EBITDA의 19.3배에 달하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함. 션지아(2016), ｢중국의 거침
없는 해외 M&A 최근의 특징과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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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부채 금융으로 국유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등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이 있었다.86) 또한 GMO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도 GMO 농산물 수입 불허
에서 2015년 식량 자급률 제고를 이유로 GMO 대거 수용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중국정부 등의 상호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
지면서 인수가 성사되었다. 다만 EU와 미국은 농약 시장에서 신젠타의 독점적
인 지위를 우려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2월 5일 중국화공이 농약 사
업부문에서 농약 계열사인 미국 아다마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고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무역위원회(FTC)도 중국화공의 신젠타
M&A를 승인했다. 또한 중국화공은 인수 후에도 신젠타의 본사는 스위스 바젤
에 그대로 두고 최고경영자도 에릭 피어왈드의 유임을 보장하는 등 신젠타 주
주들의 중국기업 인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중국정부가 해외투자 장려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에너
지, 자원 분야에서 추진되었던 중국 해외 M&A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우선 인수 주체가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성공사례 중 하나로
레노버의 IBM PC 인수를 꼽을 수 있는데, 레노버는 2005년 5월 1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IBM PC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 레노버는 IBM의 글로벌 브
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고 선진경험을 획득하며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 인수를

86) 중국화공은 비상장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가개발은행 등이
공동 출자한 실크로드 펀드(絲路基金), 국부펀드(CIC),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중국궈신(國
新)홀딩스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션지아(2016), ｢중국의 거침없는
해외 M&A 최근의 특징과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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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다. 동 인수를 통해 레노버는 세계 PC 시장에서 2013년 2/4분기부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다. 2014년 레노버는 모토로라 스마트폰
사업과 IBM의 서버사업부를 각각 29억 달러, 23억 달러에 인수하여 PC, 스마

표 4-2. 중국 민영기업들의 기술ㆍ브랜드ㆍ시장 확보를 위한 M&A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IBM PC 사업부문

인수규모

인수연도

17.5억 달러 2005년

모토로라 스마트폰

29억 달러

2014년

IBM의 서버사업부

23억 달러

2014년

하이얼

GE 가전사업

54억 달러

2016년

솽후이

미국 육가공업체

(雙匯)

Smithfield Foods

레노버

메이디
(美的)

48.85억

쿠카(Kuka)

달러

컨소시엄
중국 산동
루이(Ruyi)
지리(吉利)
자동차

2013년
2016년

브랜드 확보 및 시장 진출
스마트폰 사업 진출 및 브랜드 확보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 및 글로벌
시스템업체로 도약
브랜드 및 가전 기술 확보
소득 증대에 따른 중국 식품소비 고급화
및 해외시장 진출
생산 로봇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
동작 제어ㆍ자동화 솔루션 업체 인수를

미공개

2017년

렉스마크

36억 달러

2016년

프랑스 SMCP

15억 달러

2016년

스위스 발리(Bally)

미공개

2018년

고급 브랜드 확보

스웨덴 볼보 승용차

18억 달러

2010년

고급 브랜드 확보, 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

다임러

90억 달러

2018년

미국 매직립

2억 달러

2016년

Servotronix
에이펙스

71억 달러

독일 생산로봇업체
이스라엘

인수 목적

통해 로봇제조 밸류체인 구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린터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산드로, 마주, 끌로디 피에로 등 고급
브랜드 확보

확보, 해외 판매망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미국 실리콘밸리 증강현실(AR)
스타트업업체
기존 사업과 신기술 융합

알리바바
인도네시아 라자다
미국 컴퓨터 화면
기술업체 엑스퍼셉션
바이두

10억 달러
(51% 지분)
미공개

2016년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2017년
AI 기술 확보,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기존

미국
음성기술인식업체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인수를 통해

미공개

2017년

레이븐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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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ㆍ지도 기반 서비스 확대

표 4-2. 계속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인수규모

인수연도

미국 라이엇 게임즈

미공개

2011년

86억 달러

2016년

미공개

2016년

핀란드 게임회사
수퍼셀

인수 목적
글로벌 PC 게임업체로 도약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대 온라인ㆍ모바일 게임업체로
도약(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태국 최대 검색 포털 인수를 통해 태국

텐센트

태국 사눅(Sanook)

온라인ㆍ모바일 시장 진출, 인수 후
‘텐센트 태국’으로 개명

미국 전기차업체

17.8억 달러

테슬라

(5% 지분)

카카오톡

720억 원
(13.3% 지분)

2017년
2012년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 진출
한국 게임시장 진출 및 투자

자료: 牛华网, 「路透社：联想以23亿美元收购IBM低端服务器部门」(2014.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5. 12);
人民网, 「快速切入智能手机关键市场 联想将收购摩托罗拉移动」(2014.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5. 16);
新浪财经, 「海尔以54亿美元收购通用电气旗下电器业务」(2016. 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16); 新浪财
经, 「双汇71亿收购钱从何来：隐现中资商业银行身影」(2013. 6.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17); 搜狐,
「美的45亿欧元收购库卡重大进展」(2016. 6.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18); 每日经济新闻, 「美的集团与以
色列Servotronix达成战略合作 围绕库卡深度布局机器人业务」(2017. 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18);
腾讯科技, 「中国财团以36亿美元现金收购美国打印机制造商利盟」(2016. 4. 21); 东方网, 「山东企业13亿欧元收购
法国轻奢品牌 董事长:值！」(2016. 4. 2); 搜狐, 「一周全球十大并购：山东如意收购瑞士皮具品牌Bally(2.5- 2.11)」
(2018. 2. 12); 华声在线, 「吉利收购沃尔沃的18亿美元从哪里来?」(2010. 3. 30); 新华网, 「吉利收购戴姆勒9.69%
股份 成最大股东」(2018. 2. 24); 搜狐, 「阿里巴巴再投Magic Leap，竟然是2亿美元」(2016. 5. 26); 新浪财经,
「阿里巴巴以约10亿美元收购Lazada控股股份」(2016. 4. 21); 新华网, 「增强机器视觉核心能力 百度收购硅谷科技公
司xPerception」(2017. 4. 13); 环球网, 「百度收购智能家居公司Raven Tech 创始人加盟百度」(2017. 2. 17); 腾讯
科技, 「腾讯斥资86亿美元收购芬兰手游开发商Supercell 84.3%股权」(2016. 6. 21); 新华网, 「腾讯17.8亿美元收
购特斯拉5%股份」(2017. 3. 29); 人民网韩国频道, 「韩国Kakaotalk进军中国市场 联手腾讯打造超级游戏平台」
(2013. 7. 16)(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6. 19); 36Kr, 「Sanook 更名为腾讯(泰国)，马化腾想在泰国布什么
棋？」(2016. 12.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20)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트폰, 서버 사업을 구축하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6년 중국 가전
업체인 하이얼은 54억 달러에 미국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하였다. 중국 민영기
업의 해외 M&A는 가전 분야뿐만 아니라 식료품, 의류, 자동차, 기술ㆍ미디어ㆍ
통신(TMT), 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인수 목적도 산업구조 고도화, 선
진기술 확보, 고급 브랜드 확보, 시장 다변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
는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3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IT, TMT 및 AI 분야 M&A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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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사례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 M&A 대표 사례로는 2016년 6월 6일 중국 하이얼 그
룹의 미국 GE사 가전사업부 인수가 꼽힌다. 중국의 중저가 가전제품을 생산하
던 하이얼은 글로벌 가전업체의 선두주자인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고급 브랜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하이얼의 GE 가전부
문 인수는 가전 분야에서 중국업체들의 해외 M&A 규모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인수기업은 하이얼 그룹이 4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자 하이얼 그
룹 내 가전사업을 담당하는 칭다오하이얼(이하 ‘하이얼’)이다. 하이얼은 1984
년 12월 칭다오냉장고공장이 그 전신으로 1992년 세탁기와 TV를 생산하는
가전업체로 발전하였다. 중국 내수 가전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30% 이
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업체 M&A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
고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일본의 산요 백색가전(세탁기,
냉장고) 사업부를 100억 엔에 인수하였고, 2012년 하이얼 그룹은 뉴질랜드 피
셔앤페이켈(Fisher&Paykel) 가전사업을 7.66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2016
년 미국 GE 가전사업부를 5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성장하였다. 2016년 하이
얼의 매출액은 1,190억 6,600만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2.59% 성장하였
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는 하이얼을 2009년부터 9년 연속 글
로벌 가전브랜드 1위로 선정하였고, 2017년 하이얼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10.5%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했다.87)
피인수기업인 미국 GE(General Electric) 사는 1892년 설립된 세계적인
미국 제조업체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가전업체다. 현재 사업
은 발전, 수처리, 에너지, 항공, 운송,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조명 등 다양한 분
야로 확대되었다. 2017년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중 13위를 차지

87) 하이얼(Haier) 홈페이지, http://www.haier.net/cn/about_haier/history/(검색일: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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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수년간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88)
GE가 가전사업을 부분 매각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신
흥국 가전업체들의 부상 등으로 GE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수익성과 성장 잠재
력이 낮은 가전, 금융, 부동산 등 일부 사업부문과 자산을 매각하고 ‘산업적 인
터넷 혁명’ 전략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GE가 추구하는 ‘산업
적 인터넷 혁명’은 공장, 도시, 에너지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장, 도시, 국가, 에너지 공급 등 오류가 없는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얼의 GE 인수 성공 배경은 양 사의 발전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아 떨
어졌기 때문이다. 하이얼은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 글로벌 가전업체들
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이었다. GE는 ‘산업적 인터넷 혁명’ 전략 추진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였
고, 하이얼에서 유럽 업체들보다 높은 인수액을 제시하였다. 하이얼이 인수액으
로 제시한 54억 달러는 2015년 9월 말 기준 GE 자산총액인 35.35억 달러와 순
자산, 순익 등을 고려하면 85.4%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다.89)
인수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14일 하이얼 그룹과 GE는 ‘지분 및 자
산 인수 협의’를 체결하였고, 2016년 6월 6일 양 사는 54억 달러의 인수 계약
을 마무리지었다. 인수금액 지불과 관련하여서 40%는 하이얼이 보유한 자금으
로 지불하고 60%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90) 경영
권과 관련하여 GE 가전 본사는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빌에 그대로 남아 현 경영
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하이얼과 GE 가전의 고위 경영진과 양 사의 이사
회로 조직된 별도의 이사회가 GE 가전사업의 전략 방향과 비즈니스를 운영하
88) 财富(2017), 「通用电气公司」, http://www.fortunechina.com/america500/6/2017(검색일: 20
18. 6. 19).
89) 中国家电网, 「海尔54亿收购GE家电后 业绩并表难度不小」(2016. 2. 14), http://news.cheaa.com
/2016/0214/469649.shtml(검색일: 2018. 6. 20).
90) 中国家电网, 「青岛海尔股东会高票通过收购GE家电方案」(2016. 4. 5), http://news.cheaa.com/2
016/0405/474291.shtml(검색일: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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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인수 자산은 GE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전사업의 자산으로 명시하였
다. GE 가전부문 자산은 지분과 비주식 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지분 부분은 10
개의 GE 완전출자 자회사의 100% 지분, 3개 합자회사의 일부 지분 및 3개 자
회사의 소수지분을 포함하고, 지주식 자산은 GE 가전부문이 보유한 부동산,
지적재산권(GE 브랜드 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 관련 정부허가증과 GE 가
전사업부가 보유한 세금, 환경보호 비용, 인건비 등의 부채를 포함한다.91)
赵丹铜(2017)의 분석에 의하면, GE가 최고 인수액을 제시한 업체에 매각하
지 않고 하이얼을 선택한 이유는 인수 후 GE 가전사업부에 높은 수준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고 본사 및 R&A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GE의 중국시장 진출 및 하이얼의 미국시장 진출 등 상호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인수액과 40% 현금지급 및 60% 대
출은 하이얼에 재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92)

나. 메이디의 독일 로봇업체 쿠카 인수 사례
중국 가전업체인 메이디(MEIDI, 美的)는 2017년 1월 6일 메이디의 해외 완
전출자자회사인 MECCA를 통해 현금 지급방식으로 48.85억 달러에 독일 산
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쿠카(Kuka)를 인수하였다. MECCA는 이번 인수를 통
해 81.04%의 지분을 인수하여 기존의 13.51% 지분을 합쳐 총 94.55%의 지분
을 소유하게 되었다.93)
인수업체인 메이디는 2000년에 설립한 중국 최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91) 新浪财经, 「青岛海尔股份有限公司公告(系列)」(2016. 1. 16), http://finance.sina.com.cn/stock/t
/2016-01-16/doc-ifxnrahr8367666.shtml(검색일: 2018. 6. 19).
92) 赵丹铜(2017), ｢海尔集团并购通用家电的案例分析｣, pp. 42~43.
93) 搜狐, 「中德兼并重组案例分析——美的&库卡收购案」(2018. 8. 28), http://www.sohu.com/a/250
425961_100023013(검색일: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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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생산하는 가전업체로 2013년 9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메이디
는 2016년 3월 일본 도시바 가전사업부를 4.73억 달러에 인수하여 해외 인수
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94)
쿠카는 1889년 설립된 독일의 생산용 로봇 제조업체로 1980년 독일 프랑크
푸르트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일본의 화낙, 야스카, 스웨덴ㆍ스위스의 ABB
와 함께 글로벌 4대 산업용 로봇업체이자, 독일정부가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
적으로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상징적인 업체이기도 하다. 쿠카의
주요 사업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 등이다. 쿠카의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로보틱스’,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생
산하는 ‘시스템스’, 창고 및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위스로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95)
메이디가 독일의 미래 성장동력의 대표업체로 꼽히던 쿠카 인수를 성공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이디와 쿠카 양 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상
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쿠카의 주요
시장은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 경기둔화로 인해 2015년 쿠카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쿠카 주주들 입장에서 메
이디의 인수 제안은 높은 인수금액을 통해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고, 쿠카의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도 유리
하다고 보았다. 메이디는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
웠다. 메이디는 로봇 분야에서 단기간 내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
량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얻은 수익과 자산을 기
반으로 글로벌 선도업체 인수를 통한 로봇 첨단기술과 인력 확보가 필요했다.

94) 和讯网, 「美的4.73亿美元入主东芝」(2016. 4. 1), http://news.hexun.com/2016-04-01/183092
902.html(검색일: 2018. 9. 1).
95) 쿠카(KUKA) 홈페이지, https://www.kuka.com/(검색일: 2018. 9. 1).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 119

두 번째로 독일과 미국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국이 요구하는 인
수조건을 수용하였다. 메이디는 2016년 6월에 쿠카 인수 계획을 발표하였는
데, 독일정부는 중국기업의 독일 첨단기업에 대한 인수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메이디는 쿠카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2023년까지는 고용을 유지하
는 조건을 받아들여 인수가 추진되었다. 2016년 10월 13일 EU의 반독점 규정
조건을 충족하여 EU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국 당국의 승인이 미뤄졌으
나, 쿠카가 미국 자회사인 쿠카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노스아메리카를 미국 자
동화 시스템업체인 Advanced Integration Technology에 매각한다고 합의
하여 2016년 12월 30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무부 방위
무역통제국(DDTC)의 승인을 획득하였다.96)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다. 로봇산업은 중국정부가 추진
하는 ‘중국제조 2025’의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중국정부는 ‘로봇산업발전계획
(2016~20)’, ‘제13차 5개년 과학혁신계획’ 등을 마련해 10대 핵심 로봇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메이디는 인수자금을 메이디가 보유한 자산과 국유은행
(중국공상은행 파리분행과 중국공상은행 프랑크푸르트분행) 대출을 통해 마련
하였는데, 이 시기는 중국정부가 해외 M&A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시기인 점
을 감안할 때, 국유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는 점은 중국정부의 직간접
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정부는 외국인의 자국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지지했다. 메이디의 쿠카 인수 시에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
근 독일 대표기업인 쿠카, 다임러 등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자 에너지ㆍ운송ㆍ
인터넷 등 전략적 사회기반 산업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96) 中财网, 「[收购]美的集团:要约收购KUKA AKTIENGESELLSCHAFT实施情况报告书」(2017. 1. 1
1), http://www.cfi.net.cn/p20170111001793.html(검색일: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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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해외 M&A의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일부 중국 민영기업들은 중국 국내 사업에서 벌어
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였다. 2015년 8월 위안화 환율
개혁 이후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돌아서자 중국기업들은 해외자산 매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특히 2015~16년 중국의 해외 M&A가 급속도로 증가
하는 시기에 안방보험, 완다그룹, 하이난항공, 푸싱그룹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
탕으로 공격적인 해외 M&A를 추진하였다.
중국기업들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부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가 우려하는 인수 사례는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와 관계없는 문어발식 확장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
한 차입에 의한 인수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인수
등이다. 2016년까지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했던 중국정부의 기
조가 변화한 것은 중국기업들의 M&A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2017년 1월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이하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위안화 환
율이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중국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차입을 시행하여 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해외자산 부실화 → 중국 은행 부실채권 증가 → 중국
내 금융 리스크 발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기업들의
무분별한 M&A가 일부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자금 해외도피 수단으로 활용되
는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8월 중국 당국(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은 해외투자 범위 규제를 발표하여 부동산, 호텔, 영화, 스포츠, 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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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야의 해외 M&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97) 발전개혁위원
회는 2017년 12월에도 △전쟁 중인 국가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 △
중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이나 합의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국가 등 특정국가
에 대한 역외투자를 제한했다.98) 또한 발개위는 2018년 1월 해외투자 시 민감
분야에 대한 규제를 추가 발표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해외 언론사, 무기개
발, 수자원 개발 관련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였다.99)

표 4-3. 중국 민영기업의 문어발식 M&A 사례
인수업체 피인수업체

인수액

인수연도

비고

미국 AMC엔터테인먼트

26억 달러

2012년

북미 최대 영화관 체인

영국 선시커인터내셔널
(Sunseeker)

3억 파운드

2013년

럭셔리 요트 제작업체

35억 달러

2016년

미국 메이저 영화제작사

12억 달러

2016년

미국 4위 영화관 체인

11.96억 달러 2016년

유럽 최대의 극장 체인

미국 레전더리픽처스
완다
미국 카마이크 시네마
(Wanda)
(Carmike Cinemas)
영국의 오디언 앤드
(UCI Odeon & UCI)

안방보험

노르딕 시네마 그룹

9.3억 달러

2017년

북유럽 최대 영화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Waldorf Astoria Hotel)

19.5억 달러

2014년

미국 최고급 호텔

미국 피델리티 앤드 개런티
라이프

16억 달러

2015년

미국 보험사

네덜란드 비바트(Vivat) 보험

17억 달러

2015년

네덜란드 4위 금융그룹인 국영
SNS레알(Reaal)의 보험부문
자회사

스트레티직 호텔 & 리조트
(Strategic Hotels & Resorts)

65억 달러

2016년

미국 고급 호텔ㆍ리조트 체인

한국 동양생명

9.5억 달러

2014년

중국 자본의 한국 금융업 투자
최초 사례

한국 ABL생명

300만 달러

2016년

구 한국 알리안츠생명

97)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 人民银行, 外交部,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98) 国家发展改革委,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99) 国家发展改革委, ｢关于发布境外投资敏感行业目录(2018年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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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인수업체 피인수업체

인수연도

비고

스위스 듀프리(Dufry)

14.4억
스위스프랑

2017년

세계 최대 면세점
17% 지분

힐튼 월드와이드홀딩스

65억 달러

2016년

25% 지분(최대주주)

76억 달러

2015년

세계 최대 항공사 임대업체
뉴욕증시 상장사

27억
스위스프랑

2015년

세계 최대 지상ㆍ항공
화물처리업체

아일랜드 아볼론(Avolon)
하이난
항공그룹 스위스포트
(HNA)
레지도르 칼슨 호텔그룹

인수액

미공개

2016년

51.3% 지분

10억 파운드

2016년

글로벌 환전 리테일기업

미국 잉그램마이크로

60억 달러

2016년

IT 유통업체

스위스 게이트그룹

14억
스위스프랑

2016년

항공 기내식업체

101억 달러

2016년

영국 ICE

미국 CIT
싱가포르 CWT
하이난
항공그룹 브라질 아줄항공
(HNA)
포르투갈 TAP 항공

14억 싱가포르
2017년
달러
4.5억 달러

항공기 리스업체
일대일로 전략 관련 인수건,
물류기업

2016년

3,000만 유로 2016년

전 세계 저가항공사 인수
전 세계 항공노선 확보

1.59억
호주달러

2016년

그리스 폴리폴리에그룹

미공개

2011년

보석업체, 10% 지분

이탈리아 카루소(Caruso)

미공개

2013년

남성복업체, 35% 지분

호주 버진 오스트레일리아항공

원 체이스 맨해튼 플라자
7.25억 달러
(One Chase Manhattan Plaza)
포르투갈 카이샤헤랄데데포지투스
푸싱
(Caixa Geral de Depositos)
(復星,
보험사업
FOSUN)
프랑스 클럽메드(ClubMed)
인도 글랜드파마
(Gland Pharma)
프랑스 랑방(Lanvin)

2013년 미국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

10억 유로

2014년

포르투갈 국영은행

9.39억 유로

2015년

세계 고급 리조트 체인

10.9억 달러

2017년

제약회사
중국기업의 인도기업 M&A
최대 규모

미공개

2018년

명품 패션 브랜드

자료: 创投时报, 「万达12亿美元收购欧洲最大院线Odeon&UCI」(2016. 12. 2); 和讯网, 「万达三亿英镑收购英国最大豪
华游艇制造商」(2013. 6. 7); 每经网, 「万达旗下AMC9.3亿美元并购北欧最大院线集团 据全球1/5份额再近一步」
(2017. 1. 24); 一点网, 「中国政府可能出售安邦资产, 投行家们蠢蠢欲动」(2018. 4. 18); 东方资讯, 「安邦或将出售
海外多家酒店投资组合」(2018. 4. 16); 环球网, 「安邦300万美元收购韩国安联保险 远低当初估价」(2016. 4. 8);
民航资源网, 「海航收购Dufry16.8%股份 市值14.4亿瑞士法郎」(2017. 4. 27); 搜狐, 「海航斥资65亿美元成为希尔
顿最大股东」(2016. 10. 25); 搜狐, 「海航在海外百亿美元收购CIT飞机租赁业务」(2016. 10. 8); 搜狐, 「海航集团已提
议收购新加坡CWT 估值近14亿新元」(2017. 4. 12); 赢商网, 「复星5.12亿入股中国国旅 持股比例1.97%成第三大
股东」(2013. 7. 17); 搜狐, 「【资讯】中国复星国际收购意大利奢侈男装品牌Caruso控制性股权」(2017. 11. 14); 搜
狐, 「复星医药：收购GlandPharma74%股权 拓展印度市场业务」(2017. 9. 18); 欧洲时报网, 「中国复星成功收购
法国奢饰品牌浪凡」(2018. 2. 23)(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9. 1); 赢商网, 「复星国际斥资7.25亿美元收购
美国纽约A级办公楼」(2013. 10. 18); 中证网, 「复星宣布10亿欧元收购葡萄牙最大保险公司」(2014. 1. 10)(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8. 1); 新浪财经, 「餐饮旅游行业评论周报:复星9.39亿欧元成功竞购Club Med,2014
年美团酒店交易额同比增长175%」(2015. 1.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6. 1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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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M&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안방보험, FOSUN, 하이난항공, 완
다 등 4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했다.100) 2016년 중국기업
들의 M&A 규모는 2,210억 달러로, 이 중 상술한 4개 기업은 240억 달러의
M&A를 거래했고, 4개 기업의 2011~15년 5년간 인수금액이 560억 달러에
이르렀다.101)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자본금 잠식 등의 우려가 있는 안방보험에 대해 경영권을 2019년
2월 22일까지 1년 동안 중국인민은행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중국정부로 이관
한다고 발표하였다.102)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2018년 말까지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인적자원관리, 경영지원, 자산구조조정 등 분야에서 그룹 전체 직원
의 25%에 해당하는 직원 10만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의
자본유출 통제로 인하여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103) 완다 그룹 또한 중국정부의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M&A 규제에 따라 해외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가. 완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인수 사례
완다그룹은 1988년 랴오닝성 다롄시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전국 주
요 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종합 대형 쇼핑몰인 완다프라자를 건설하여 전국적
인 부동산 업체로 발전하였다. 완다프라자는 2018년 6월 기준 베이징에 7개,
상하이에 8개, 톈진에 2개, 충칭에 6개 등 전국에 246개 지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완다그룹은 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상업, 문화, 부동산, 금융 등 4대
100) Financial Times, “Big China companies targeted over ‘systemic risk’”(2017. 6. 22),
https://www.ft.com/content/23c8ba54-5710-11e7-9fed-c19e2700005f(검색일: 2018. 3. 12).
101) Financial Times, “China probe shines light on top dealmakers”(2017. 6. 23), https://ww
w.ft.com/content/ba7fc7b4-575e-11e7-9fed-c19e2700005f(검색일: 2018. 3. 12).
102) 中研网, 「保监会对安邦集团接管 自2018年2月23日起至2019年2月22日止 附接管工作组名单」(201
8. 2. 23), http://www.chinairn.com/news/20180223/141955467.shtml(검색일: 2018. 9. 1).
103) 新浪财经, 「外媒:海航集团计划今年大幅“瘦身”或将裁员10万人」(2018. 3. 1), http://finance.sina.
com.cn/stock/usstock/c/2018-03-01/doc-ifwnpcns7221964.shtml(검색일: 2018. 9. 1).

124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2017년에 기업자산은 7,000억 위안, 매출액은 2,273
억 위안을 기록하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80위를 차지하였다.104)
완다그룹은 2009년에 문화ㆍ관광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10개년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글로벌 업체로 발전을 도모하였
다. 완다그룹 왕졘린 회장은 완다의 영화사업을 발전시켜 2020년까지 전 세계
영화 시장점유율 20%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완다의
글로벌 전략은 주로 해외 문화ㆍ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다. 완다그룹의 해외투자액은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451억 위안
에 이르렀는데, 2012년 9월에 세계 2대 영화관 체인업체인 미국 AMC를 2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영국 호화 요트업체인 선시커를 3.2
억 파운드에, 2015년 12월 미국 4위 영화관 체인업체인 Starplex Cinemas
를, 2016년 1월 미국 레전더리픽처스를 35억 달러에, 2016년 3월 미국
Carmike 영화관을 12억 달러에, 2016년 7월 유럽 최대 영화관 체인업체인
Odeon & UCI를, 2017년 1월 북유럽 최대 영화관 체인업체인 Nordic
Cinema Group을 인수하였다.
2015~16년은 중국 민영기업들의 해외 M&A가 활발하게 추진되던 시기였
는데 중국정부는 이러한 민영기업들의 해외 M&A가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비
이성적인 해외투자가 만연하여 중국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7년부터 민영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M&A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구조 고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본유출 및 기업 자산건
전성 악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 확대를 야기하는 부동산, 호텔, 영화관, 엔터테
인먼트, 스포츠 클럽 등 분야에서의 비이성적 해외 M&A를 규제하였는데, 완
다그룹이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대부분 중복되었다. 중국 은
행감독관리위원회는 완다의 AMC, Carmike, 선시커, 레전더리픽처스, Odeon
& UCI, Nordic Cinema Group 등 문화ㆍ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인수 6건이
104) 완다그룹 홈페이지, http://www.wanda.cn/(검색일: 201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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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주요 국유기업의 대출 중단과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지시하였다.105)
완다그룹은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정부의 감독 강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 상환 압박에 대응하고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완다는 2017년 7월 77개 완다호텔을 푸리(富力)그룹에 매각하였
고(199.06억 위안), 13개 완다테마파크의 지분 91%를 룽촹(融創)그룹에 매각
하였다(438.44억 위안). 2018년 2월에는 완다 영화관 체인사업을 하는 완다필
름 지분 12.77%를 알리바바와 문화투자홀딩스에 매각하였다(78억 위안).106)

나.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수
안방보험은 2015~16년 중국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M&A를 이끌었던 기
업 중 하나다. 안방보험은 2004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에서 자기자본금
5억 위안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안방손해보험’으로 시작하여 창업 초기부터 중
국 최대 석유업체인 시노펙 및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상하이 자동차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2010년에는 보험관리감독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생명보험, 건
강보험 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10월 미국 뉴욕의 최고급 호텔인 월
도프 아스토리아를 인수하였다. 2017년에는 자본금 기준 중국 1위, 자산 기준
3위의 보험사로 성장하였으며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39위를
차지하였다.107)
안방보험이 단기간 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반 은행예금보다 높
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자산관리상품(WMP)을 판매하여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
105) SCMP, “China’s banking regulator orders loan checks on Wanda, Fosun, HNA, others”
(2017. 6. 22), http://www.scmp.com/business/banking-finance/article/20995 65/china
s-banking-regulator-orders-loan-checks-wanda-fosan-hna(검색일: 2018. 6. 10).
106) 搜狐, 「1000多个“小目标”飞走了！2017王健林和他的万达血泪史」(2018. 3. 1), http://www.soh
u.com/a/224685780_363549(검색일: 2018. 9. 1).
107) 안방보험 홈페이지, http://www.anbanggroup.com/index.htm(검색일: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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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2015년에는 600억 위안을 초과하는 등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
방보험 회장인 우샤오후이가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로서 중국 고위급 인적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분야 사업 인허가 획득 및 국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에서 정치권의 지원 및 특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
다. 2014년 이전까지 안방보험의 지분구조는 시노펙과 상하이자동차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 말에 31개의 법인이 새로운 주주로 등록되었다. WSJ에
의하면, 안방보험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회사, 부동산회사 등을 포함한 31
개 회사가 복잡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치권과 연결고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08)
안방보험의 해외 M&A는 2014년 10월 19.5억 달러에 뉴욕의 월도프 아스
토리아 호텔을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2.56억 달러에 벨기에
델타로이드 은행(Delta Lloyd Bank)을 인수하였고, 2015년 2월 15.38억 달
러에 네덜란드 보험사 비밧(Vivat)을 10.61억 달러에, 같은 해 9월 1조 1,319
억 원에 동양생명보험 지분 63.01%를, 2016년 65억 달러에 스트레티직 호텔
&리조트를 인수하였다.
2016년 5월 중국 금융당국의 안방보험 해외투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서
안방보험의 해외 M&A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안방보험은 스타우드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140억 달러의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하였으나, 안방보험의 불투
명한 지배구조와 인수자금 마련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중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착수되자 인수를 철회하였다.
중국정부가 해외 인수합병 규제를 시작하면서 완다그룹, HNA(하이난항공),
푸싱그룹, 안방보험 등 민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기업에는

108) WSJ, “Starwood’s Chinese Bidder Remains Opaque Both at Home and Abroad”(2016. 3.
28), https://www.wsj.com/articles/chinese-bidder-for-starwood-has-mysterious-own
ership-structure-1459203527?mod=searchresults&page=1&pos=2(검색일: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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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기 상환을 지시한 반면, 안방보험의 경우 우샤오후이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109)하고 안방보험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중단시켰으며, 2019년
2월 22일까지 1년간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위탁경영조가 법인 대표를
맡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110)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모든 자금거래, 자산거
래, 정보공개는 물론 기본적인 보험 업무 외 계약 체결 등은 모두 위탁경영조의
승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허샤오펑(何肖鋒)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발전개혁
부 주임이 위탁경영조 조장으로 임명됐다.111)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안방보험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안방보험
이 보수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한 보험업계에서 고수익의 자산관리상품을 보험
상품으로 포장하여 자금을 모집했고, 보험수입료를 안정적인 자산이 아닌 공격
적인 투자에 활용하였고, 순환출자 및 교차소유를 통한 허위증자를 통해 자금
을 조달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와 규제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112) 또한 공격
적인 M&A를 통해 해외 자산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도 하여 안방보험이 자산매각 등을 통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해외 리스크가
국내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채널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9)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8년 5월 10일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652억 위안의 자금을 불법 모집
하며 사기, 배임, 횡령 행위를 벌인 혐의로 우샤오후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였음
(http://www.xinhuanet.com/2018-05/10/c_1122811094.htm, 검색일: 2018. 6. 13).
110) 21经济网, ｢中国保监会依法对安邦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实施接管｣(2018. 2. 23), http://www.2
1jingji.com/2018/2-23/wNMDEzODBfMTQyNTIwNg.html(검색일: 2018. 6. 13).
111) 21经济网, “保监会发改部主任何肖锋任安邦接管组组长”(2018. 2. 23), http://finance.sina.co
m.cn/money/insurance/bxdt/2018-02-23/doc-ifyrvspi0965649.shtml(검색일: 2018. 6.
13).
112)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에 따르면,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2017넌 6월 안방보험의 보험자금 운
영상황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했고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보험자산 배치ㆍ관리 임시방법’과
‘보험자금 투자ㆍ부동산임시방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함(http://finance.sina.com.cn/roll/201
8-02- 23/doc-ifyrvaxe9110360.shtml, 검색일: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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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분야도 자원ㆍ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업, ICT, TMT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견
제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
이 중국자본의 인수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기업들
은 이러한 인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인수 후 경영권 및 고용을 보장하여 상
호 윈윈 전략을 제시하고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등 피인수기업의 주주 및
정부들과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캐나다 넥센, 스위스
신젠타, 독일 쿠카 등 업계 선두기업의 인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
IT 분야 등 민영기업들의 M&A에서도 과거의 해외 우수업체들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저부가가치의 사업부문 인수에서 벗어나, 각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최
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 그 대상이 바뀌
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업계 선두업체들에 대한 M&A가 활발히 진행되자, 미
국정부는 국가안보 위협과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ㆍ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자
본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의 심사를 강화하여 중국 자본의 미국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를 견
제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유럽, 호주,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기업
은 미국기업 인수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견제가 덜하고 상호 윈
윈 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유럽 우수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확대하려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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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기업에 대한 M&A 견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및 심의 절차를 살펴보고,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를
첨단 기술ㆍ정보의 유출 및 군사기지ㆍ국방시설과의 근접성으로 분류하여 유
형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4-4. 해외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국가 피인수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웨스턴디지털

중국 인수기업
칭화유니그룹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3 leaf systems

화웨이

래티스반도체

캐니언브리지캐피털
(중국계 사모펀드)

머니그램
(송금서비스업체)

앤트파이낸셜

연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우려

2015년
2016년

국가안보 위협

2010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우려

2017년

국가안보 위협

2018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우려

2018년

국가안보 위협

2016년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왕(忠旺)그룹

방산업체의 민감한 기술
유출 우려

2017년

시카고증권거래소

충칭카이신그룹 컨소시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불허
인수자들의 관계에 대한
SEC 요청 문서 미제출

2018년

오스그리드(최대 전력업체)

중국국가전략망공사(SGCC)

국가안보 위협

2016년

키드먼(초대형 목장)

상하이펑신그룹

국가안보 위협

2015년

엑세라(Xcerra)
미국 (반도체 테스트장비업체)

신옌자산투자 컨소시엄
(시노IC캐피털+
후베이신옌 자회사
유닉캐피털매니지먼트)

그랜드 칩 투자 펀드
아익스트론(Axitron) 미국지사
(Grand Chip
(독일 반도체 장비업체)
Investment Fund)
알레리스
(알루미늄 기업)

호주

사유

자료: 网易, 「华为撤销美国3Leaf公司收购」(2011. 2. 21); 观察者, 「美国国会一委员会建议禁止中国国企收购美国公司」
(2016. 11. 17); 新浪财经, 「蚂蚁金服并购美国MoneyGram未能获批 付分手费近2亿」(2018. 1. 3); 搜狐, 「国家电
网遭澳洲政府禁购Ausgrid背后的谜团」(2016. 8. 15)(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9. 1); 腾讯财经, 「企业并
购：美国CFIUS阻止中国国有基金收购半导体测试企业Xcerra」(2018. 2. 23); 财新网, 「美国CFIUS否决中资收购
德国半导体公司爱思强」(2016. 11. 23); 第一财经, 「在美巨资并购遭参议员反对，忠旺称将提交备案并解答疑问」
(2016. 11. 4); 新浪财经, 「美国SEC否决中资财团收购芝交所交易」(2018. 2. 16)(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9. 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30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심의 절차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대미 M&A는 2017년 들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미 M&A 감소 배경에는 양국 정부의 정
책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중국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조치와 미국정부의 중국 대미 M&A 규제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여
기서는 후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정부의 중국 대미 M&A 규제 사례
를 살펴본다. 미국은 자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다. 따라서 논
의 전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 CFIUS 구성ㆍ운영절차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FIUS는 1975년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처음
창설되었으며, 1988년 ｢엑슨-플로리오 수정법(Exon-Florio Amendment)｣
의 제정을 계기로 미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13) 이후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의 제정으로 CFIUS의 체계와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114) 이와 같이 관련 법의 개정을 거쳐 확립된 CFIUS의 주요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115) △ CFIUS는 미국의 기업(사업)을 지배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인수, 합병)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심의(검토ㆍ조사)하며, 이를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113) ｢엑슨-플로리오 수정법｣은 1988년 상원 James Exon 의원(민주당)과 하원의 James Florio 의원
(공화당)이 주도하였다. 동법은 최종적으로 ｢1988 종합무역법｣ 제5021조로 편입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기존 ｢방위생산법｣ 제721조도 개정됨으로써 넓은 의미의 ｢엑슨-플로리오 수정법｣은 개정된
｢방위생산법｣ 제721조를 포함한다. 이한영, 강하연, 여혁종(2006), p. 125.
114) Hanemann and Rosen(2016), p. 89.
115) https://www.treasury.gov/connect/blog/Pages/CFIUS-at-a-Glance.aspx(검색일: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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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투자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CFIUS는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를 비롯, 총 16개 연방정부 부처와
백악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장들로 구성된 합동기관이며, 재무부 장관이 의장
직을 맡는다. CFIUS의 심의는 심의 개시, 검토, 조사, 대통령 조치(결정)의 단
계를 거쳐 이루어진다.116)117) CFIUS 심의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심의 개시는
기본적으로 심의 대상 투자 거래 당사자들의 자발적 통지(신고)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러나 CFIUS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투자에 대한 심의 개
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 대상으로 통지된 투자
거래는 30일간의 검토(review)와 45일간의 조사(investigation) 단계를 통해
CFIUS로부터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받는다. 30일간의
검토만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5일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심의를 통해 심의 대상 투자 거래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CFIUS는 해당 투자를 승인한다. 반대로
CFIUS가 심의 결과 대상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타 조치로도
그러한 위협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진행 중인 심의 대상 투자 거래
를 중지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
는 투자철회(divestiture)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
대부분의 경우 심의 과정 중 CFIUS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 해
당 투자 당사자들은 대통령의 조치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자신들의 거래를
116) Ibid.(검색일: 2018. 2. 12).
117) CFIUS(2017),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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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거나 포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대미 M&A 거래가
중단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CFIUS 설립 이후 현재까지 CFIUS 권고에 따라 국
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대통령이 직접 대미 M&A 투자거래를 저지한 사
례는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대통령 조치에 의한 중국의 대미 M&A
중단(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CFIUS 우려 제기에 따른 거래 당사자
들의 인수 포기(취소) 및 투자 철회 사례는 다음 절에서 파악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근거한 대미 M&A 규제 조치는 1990년 부시 대
통령, 오바마 대통령(2012년, 2016년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2017년, 2018
년 두 차례)에 의해 취해졌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다섯 차례 사례가 모두 직간
접적으로 중국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 건은 직접 중국기업의 M&A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도 M&A 결과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아래에서 이 다섯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1990년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은 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
공사(CATIC: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의 MAMCO Manufacturing Inc(시애틀 소재, 항공기 조립 및
부품 생산업체) 인수에 대해 투자 철회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의 미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목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
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18)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는 두 차례에 걸쳐 대미 M&A 중단 조치가 취해졌
다. 첫째, 2012년 9월 28일 CFIUS의 권고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Sany
그룹 자회사인 Ralls Corp(Sany그룹 이사 2명이 소유)의 오레곤주 4개 풍력
발전소 인수에 대해 투자 철회 명령을 내렸다.119) 철회 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118)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Divestiture of MAMCO Manufacturing, Incorporated”(February 1, 1990),
https://fas.org/nuke/guide/china/contractor/90020112.html(검색일: 2018. 2. 9).
119) “Order Signed by the President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Four U.S. Wind Farm Project
Companies by Ralls Corporation”(September 28, 2012), https://obamawhitehouse.
archives.gov/the-press-office/2012/09/28/order-signed-president-regarding-acqu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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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수대상 풍력발전소가 해군 무기시스템 시설을 갖춘
Boardman 해군기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된
다.120) 즉, CFIUS는 중국이 군사기지 인근 풍력발전소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의 첨단 무기시스템에 관한 정보 수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
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에도 중국기업의 대미 M&A 시도를 무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2월 2일 중국계 투자회사인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의 Aixtron US(캘리포니아 소재 반도체 업체, 독일 Aixtron
SE의 미국 자회사) 인수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121) 오바
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의 Aixtron US 인수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
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122) 미 재무부의 관
련 성명(2016)에 따르면 인수건을 중단시킨 근거로 작용한 국가안보 위험의
배경이 Aixtron 기술의 군사적 적용 가능성과 중국정부의 인수기업 지원 관련
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23)
네 번째 사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3일 중국 사모펀드사인 Canyon Bridge Capital의 Lattice 반
도체 인수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해당 인수
ion-four-us-wind-farm-project-c(검색일: 2018. 2. 12).
120) “Obama blocks Chinese purchase of small Oregon wind farm project”(September 28, 20
12), http://www.oregonlive.com/environment/index.ssf/2012/09/oregon_wind_farm_
purchase_by_c.html(검색일: 2018. 2. 12).
121) “Presidential Order --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a Controlling Interest in
Aixtron SE by Grand Chip Investment GMBH”(December 2, 2016), https://obamawhite
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6/12/02/presidential-order-regarding-propo
sed-acquisition-controlling-interest(검색일: 2018. 2. 19).
122) “Following CFIUS Recommendation, President Obama Blocks Chinese Acquisition of
US-German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er”(December 15, 2016), https://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36516a2-f1fa-4c59-b1c1-a666bb7310f7(검
색일: 2018. 2. 20).
123) U.S. Dep’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 “Statement on the President’s Decision Regard
ing the U.S. Business of Aixtron SE”(Dec. 2, 2016), https://www.treasury.gov/press-cent
er/press-releases/Pages/jl0679.aspx(검색일: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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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의 래티스 반도체 인수 금지 조치는 중국정부의 거래 지원 및 지재권 이전 가능
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공급망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에서 비롯되었다
는 의혹이 짙다.124)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
은 2018년 3월 12일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인 Broadcom의 Qualcom 인수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번 인수거래 금지 결정에도
CFIUS의 권고가 있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험이 그 근거로 작용하였
다.125) 이에 Broadcom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Qualcom 인수
표 4-5. 미 대통령의 대미 M&A 저지 사례
시기
1990.2

2012

2016.12.2

인수 기업
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
책임공사(CATIC)
Ralls
(중국 Sany그룹 자회사)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피인수기업(미국)

관련 산업

MAMCO

항공(국방)

오레곤주 4개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Aixtron, Inc(독일 Aixtron
SE의 미국 자회사,

반도체

캘리포니아 소재)

Canyon Bridge
2017.9.13

Capital

Lattice Corp

반도체

Qualcom

반도체

(중국계 사모펀드)
2018.3.12

Broadcom

조치
부시 대통령
투자 철회 명령
오바마 대통령 투자
철회 명령
오바마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트럼프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트럼프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자료: KIEP(2019. 1), p. 37의 [표 2-7] 재인용 및 Jackson(2018, p. 7)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4)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Lattice Semiconductor Corporation by
China Venture Capital Fund Corporation”(2017. 9. 13), https://www.whitehouse.
gov/presidential-actions/order-regarding-proposed-acquisition-lattice-semiconduct
or-corporation-china-venture-capital-fund-corporation-limited/(검색일: 2018. 2. 22).
125) Presidential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Takeover of Qualcomm Incorporated by
Broadcom Limited,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orderregarding-proposed-takeover-qualcomm-incorporated-broadcom-limited/(검색일: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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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Qualcom 인수 금지 결정 배경에는
Broadcom의 Qualcom 인수 결과, 5G 무선기술 분야에서 Qualcom의 약화
를 초래하여 결국 중국 화웨이의 시장지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우
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26) 즉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경계 심리가 이번 인수 거래 금지의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추측
된다. 특히 이번 인수거래에 중국기업이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인수로 인한 중국기업의 영향 및 접근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5개 사례는 법 규정에 근거한 CFIUS 심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진 대통령의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중국에 집중된
배경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M&A 급증에 따라 미국 내 우려의 시각과 규제 강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5개 사례가 해당된 산업이 항공ㆍ에너지ㆍ
반도체 분야로 국방 및 첨단기술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
CFIUS의 국가안보 심의로 거래 당사자들이 중국의 대미 투자(M&A)를 취소
또는 철회한 주요 사례는 [표 4-6]에 정리하였다. 국가안보라는 특성상 CFIUS
의 심의 내용과 우려 제기의 근거, 이로 인한 거래 당사자들의 취소ㆍ철회의 이
유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국가안보에 의한 M&A 규제 사
례는 관련 언론 보도 및 전문자료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CFIUS 심의에 의해 당사자들이 M&A 투자를

126) Trump Blocks Broadcom Takeover of Qualcomm on Security Risks,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12/trump-issues-order-to-block-broadcoms-takeover-of-qualcomm-jeoszwnt(검색일: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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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거래 당사자의 중국 대미 M&A 중단 사례

시기
2009
2010
2010
2012
2013
2015
2016
2016

인수기업(중국)

피인수기업(미국)

Northwest Nonferros
3Leaf

ICT

투자 철회

Emcore

광업

투자 철회

Nevada Gold Holdings

광업

투자 철회

Lincoln Mining

광업

투자 철회

Lumileds(Royal Philips NV)

반도체(전자)

투자 철회

반도체

투자 철회

호텔

인수 포기

Huawei

Far East Golden Resources
Investment Limited
Procon Mining and
Tunneling Ltd.
GSR Ventures/
Go Scale Capital

조치
취소

Firstgold

Investment Corporation

산업
광업

International Investment Co.
Tangshan Caofeidian

관련 업종 및

Sanan Optoelectronics

Global Communications

Co. Ltd.

Semiconductors

Anbang Insurance Group

Hotel del Coronado

2017

Zhongwang

Aleris Corp

알루미늄

인수 포기

2017

Orient Hontai Capital

AppLovin Corp

모바일 광고

인수 포기

2017

HNA 그룹

Global Eagle Entertainment

ICT

인수 포기

자료: Hanemann and Rosen(2016, p. 92)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취소ㆍ철회한 사례는 국가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미국기업의 첨단(선진) 기술ㆍ정보의 유출
우려 및 군사적 용도 적용 가능성이 그 첫째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인수 대상
업체(자산)의 군사기지 및 국방시설과의 거리적 근접성이다. [표 4-6]에 제시
된 주요 사례들도 대부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 첨단 기술ㆍ정보의 유출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Huawei의 3Leaf 인수 철회, Phillips사의
Lumileds 지분 매각 철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Huawei는 2010년 5
월 3Leaf의 지재권을 포함,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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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의 3Leaf 인수는 CFIUS에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CFIUS는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127) 투자 철
회의 사유로는 첨단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생 IT
업체인 3Leaf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중국정부 및 군부와의 관련성 의혹을
받고 있는 Huawei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128) 결국 2011년 2월
Huawei는 3Leaf에 대한 인수 투자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2016년 1월 독일 Phillips사는 미국 자회사인 Lumileds의 중국 컨소시엄
(Go Scale Capital과 GSR Ventures 등 중국계 투자사로 구성)에 대한 지분
매각 인수를 철회하였다. 이는 Lumileds의 질화칼륨(gallium nitride) 생산
기술(반도체 신소재)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CFIUS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129) 2017년 11월 중국계 Zhongwang USA LLC의
Aleris Corp(알루미늄 제조업체) 인수 포기도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2016년 양측간 인수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미국의 기술 유출 우려와
Zhongwang USA LLC의 중국 군부와의 관련설 등으로 미 의회 내 반대 여론
이 표출되었으며, CFIUS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130)
이 밖에 2017년 7월 중국 HNA 그룹의 Global Eagle Entertainment(기
내 인터넷 서비스공급업체)에 대한 인수 포기도 기술ㆍ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131) 이와 같이 첨단 기술ㆍ정보 유출 우려, 군사적 용도 적
127) “CFIUS disapproval of Huawei-3Leaf Systems deal puts new focus on US controls over
cloud computing techn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9b6d
fbb-d45e-44ff-9d73-934415753a9c(검색일: 2018. 2. 23).
128) “Huawei backs away from 3Leaf acquisition,”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3leaf/huawei-backs-away-from-3leaf-acquisition-idUSTRE71I38920110219
(검색일: 2018. 2. 23).
129) Jackson(2018), p. 63.
130) “Aleris’s Chinese Sale Gets Held Up by U.S. Security Concerns”(2017, 8. 10), https://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09/aleris-s-chinese-sale-held-up-by-u
-s-national-security-concerns(검색일: 2018. 2. 24).
131) “U.S. regulatory scrutiny scuppers deal for unit of China’s HNA”(July 26, 2017), https://
www.reuters.com/article/us-global-eagle-ent-m-a-hna-group/u-s-regulatory-scrutin
y-scuppers-deal-for-unit-of-chinas-hna-idUSKBN1AB0BE(검색일: 201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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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으로 인한 인수 철회 및 포기 사례는 대부분 반도체ㆍ인터넷, 첨단 소
재와 관련된 거래가 많다. 앞서 설명한 대통령 조치에 의한 사례 중 1990년
MAMCO, 2016년 Aixtron, 2017년 Lattice 반도체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규제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2) 군사기지ㆍ국방시설과의 근접성
군사기지 및 국방시설과의 거리 근접성에서 비롯된 국가안보 우려로 대미
M&A가 중단된 대표적인 사례는 Firstgold에 대한 인수 철회다. 중국 알루미
늄 생산업체인 Northwest Nonfer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Co.는
2009년 12월 미국의 광산업체 Firstgold(네바다주 소재)에 대한 인수를 철회
하였다. 당초 Northwest Nonfer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Co.는
Firstgold 지분 51%를 사들여 광산개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Firstgold가 해군 비행기지 및 훈련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CFIUS의 우려 속에 무산되었다.132) 이 외에도 인수자로 참여
한 중국기업의 광산업체 인수가 같은 이유로 철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소재 광
산업체인 Nevada Gold Holdings, Lincoln Mining의 주요 자산에 대한 중
국기업의 인수가 이들이 군사기지와 인접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CFIUS의 반대 속에 각각 2012년, 2013년 불발로 끝났다.133)
2016년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호텔 인수 계획 역시 CFIUS의 국가안보 우려
제기로 취소되었다. 안방보험은 미국의 부동산 전문 투자사인 Blackstone
Group으로부터 샌디에고 소재 코로나도 호텔(Hotel del Coronado)을 인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호텔 소재지가 네이비실 훈련장 및 주요 군사시설을
132) “Chinese miner backs out of deal after U.S. objects”(December 22, 2009), https://www.
reuters.com/article/us-usa-china-investment/chinese-miner-backs-out-of-deal-after
-u-s-objects-idUSTRE5BK32G20091221(검색일: 2018. 2. 26).
133) “CFIUS Forces Chinese Government-Backed Firm to Divest Interest in Canadian Mining
Company With U.S. Operations”(June 25, 2013), https://www.wileyrein.com/news
room-articles-2752.html(검색일: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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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해군기지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CFIUS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
다.134) 위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계 Ralls
사의 오레곤주 풍력발전소 인수에 대해 철회 명령을 내린 것도 해당 발전소가
미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신 대외전략인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주요 대외경제 협
력국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 확대되었고, 협력 분야도 무역ㆍ투자ㆍ물류ㆍ에너지ㆍ산업 등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에 개최한 19차 당대회에서 일
대일로 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에 포함되어, 향후 장기간 중국의 대외 경제협
력 정책으로 추진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대일로의 추진은 중국 해외기업의 M&A에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Thomson Reuters, 중국사회과학원, 칭화대학에서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2017)에 따르면, 2013년 이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주요 M&A는 미국기업
이 주도하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중국기업이 M&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35) 2017년은 중국정부의 M&A 규제가 강화된 한 해이자 해
외정부의 견제가 심화된 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2016년 정점을 찍고 2017년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일대일로 국가
134) “Anbang Insurance takeover of Fidelity & Guaranty Life in US fails as deal is terminated,”
http://www.scmp.com/business/companies/article/2088225/anbang-insurances-fidel
ity-guaranty-acquisition-likely-fail(검색일: 2018. 2. 27).
135) Thomson Reuters, CASS, Tsinghua University(2017),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s in the Belt and Roa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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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외 M&A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EY 보고서(2018)에 의하면 2017
년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4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M&A가 크게 증가하여 중국 해외 M&A 총 규모의 25%를 차지했다.136)137) 이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된 국유기업 중심의 전략적 M&A를 독려하
고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8월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이성적인
M&A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는 한편 일대일로 추진 및 경제ㆍ산업구조 고
도화와 기여하는 M&A는 장려한다고 명시함138)으로써 향후 중국기업의 일대
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 국가
에 대한 중국기업의 M&A는 자원ㆍ에너지에 편중되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물
류ㆍ금융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수 주체는 2015~16년 중
국 민영기업들이 주도하였다면 2017년 이후부터는 국유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는 에너지ㆍ자원 분야, 하이테크 제조업 분
야, 물류ㆍ금융 분야, 항만 등 인프라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육상 실크로드(一
帶) 연선국가 중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는 에너지ㆍ자원 분야 M&A가 많고,
유럽 지역은 하이테크 제조업, 물류ㆍ금융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상 실
크로드(一路) 연선국가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류, 인프
라 분야의 M&A가 주를 이루며 2017년에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136) 安永(EY)(2018. 4), ｢一带一路”扩展宏图海外投资稳步前行｣, 《中国走出去》第七期, https://www.ey.
com/Publication/vwLUAssets/EY-china-overseas-investment-report-issue-7-cn/$FIL
E/ey-china-overseas-investment-report-issue-7-cn.pdf(검색일: 2018. 6. 16).
137)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및 M&A 규모 관련 통계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딜로이트(德勤)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59개국에 대한 비금융분야
해외투자액은 143.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일대일로 59개국에 대한 M&A
는 총 62건으로 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2.5% 증가하였다고 발표함(http://m.sohu.
com/a/240393741_ 282697, 검색일: 2018. 7. 18).
138)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 人民银行, 外交部.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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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육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에 대한 에너지ㆍ자원 및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사례는 앞의 1, 2절에서 분석한 사례와 중복되므로,
본 절은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에 대한 물류, 인프라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 일대일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A
2017년 중국기업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의 인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
체인 완커(万科)와 사모펀드 업체인 Hillhouse Capital Group(高瓴资本) 등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싱가포르 물류기업 Global Logistic Properties(普
洛斯, GLP)를 160억 싱가포르달러에 인수한 거래이다. 이는 중국 일대일로 추
진에 따라 연선국가 간의 물류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중국 컨소시엄이 전
세계, 특히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 간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인수한
것이다.
2017년은 중국 외환보유고의 급감, 중국기업들의 자산건전성 악화, 금융 리
스크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 장려 기조
에서 벗어나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재정립한 한 해였다. 이로써, 중국 민영기
업 주도로 추진된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중국기업
의 해외 M&A가 크게 위축되는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였는데, 동 인수 사례는
향후 중국기업들의 해외 M&A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수업체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Vanke(万科), 사모펀드 업체인 Hillhouse
Capital Group(高瓴资本), HOPU Investment Management(厚朴投资),
BOCGI(中银集团投资有限公司) 등으로 구성된 중국 컨소시엄이다.
완커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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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포춘 356위 업체로 선정되어 최초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2017년 매출액은 2,429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포춘 307위 기업으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2014년부터 아파트 공급업체에서 도시 기반시설 서비스업체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물류 서비스 사업 강화를
위해 동 인수건에 참여하였다.139)
Hillhouse Capital Group은 2005년 Zhang Lei 대표이사가 설립한 투자
회사다.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일류대학의 기부금펀드, 국부펀드, 양로기금 등
이며, 주요 투자방식은 장기적인 가치투자다. 동 사는 10여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주요 투자분야는
소비, 과학기술, 바이오건강, 핀테크, 기업서비스, 첨단제조업이며, Baidu(百
度), Tencent(腾讯), JingDong(京东), Qunar(去哪儿), Ctrip(携程), Airbnb,
Uber, Midea(美的), GREE(格力), DiDi(滴滴出行), MeiTuan(美团) 등 중국
및 해외 유수업체에 투자하였다.140)
HOPU Investment Management는 2007년 25억 달러의 초기자본으로
창립자 Fang FengLei 회장에 의해 설립된 사모펀드 업체이다. Fang 회장은 미
국 골드만삭스의 중국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중국 내 합작사인 Gaohua(高華)증
권사의 설립자이며,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를 설립해 부총재도 역임하였
다.141)
중인그룹투자공사는 중국은행의 해외 직접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1984년 홍콩에 설립되었다. 주요 투자대상 분야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산업, 에너지, 교통, 미디어, 관광ㆍ호텔, 금융 등이다.
피인수기업인 싱가포르 Global Logistic Properties Limited(GLP)는 유
럽과 북미 등 전 세계 119개국 주요 거점지에 1,095곳의 도매창고와 물류센터
139) Vanke 홈페이지, http://www.vanke.com/about.aspx(검색일: 2018. 6. 17).
140) Hillhouse Capital Group 홈페이지, http://www.hillhousecap.com/(검색일: 2018. 6. 17).
141) 和讯网, 「方风雷翻云覆雨 厚朴资本要做中国版KKR(图)」(2009. 5. 19), http://futures.hexun.co
m/2009-05-19/117823854.html(검색일: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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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2위 메이저 물류업체다. 주요 고객사로는 미국의 아
마존, 물류기업 DHL 등이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
5,200만 m2 면적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이며, 보유한 물류자산(Logistics
assets)이 400억 달러에 이른다.142)
동 인수가 성사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업체들이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하였
기 때문이다. 중국 컨소시엄은 GLP 인수가로 주당 3.38싱가포르달러, 총 160
억 싱가포르달러를 제시하였다. 이는 전날 GLP 주식 거래 중단 직전가인 2.7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25%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한 것이다.143)
중국정부는 2013년 일대일로 추진 이후 물류 분야에서 대형 M&A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 물류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회사를 M&A를 통해 통폐합하여 대형화를 추진
하였다.144) 중국 13차 5개년에서는 전 세계에 중국의 주요 산업기지 및 무역
거점 건설을 통해 중국 자체의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동
인수건은 중국 일대일로 추진의 한 축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
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물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2017년 6월 유럽 물류업체인 영
국 로지코(Logicor)를 125.5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중국기업 해외 M&A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로지코는 유럽 전역에 630곳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거대 물류업체로 보유한 창고면적이 1,300만 m2에 이른다.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도 2017년 6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업체이자 물

142) 搜狐, 「10年1.2万亿美元：“一带一路”投资新启示」(2017. 12. 20), http://m.sohu.com/a/21115
8839_415484(검색일: 2018. 9. 1).
143) 搜狐, 「万科790亿组团收购新加坡物流地产商普洛斯」(2017. 7. 14), http://www.sohu.com/a/15
7139148_157267(검색일: 2018. 9. 1).
144) 2015년 COSCO와 차이나쉬핑이 합병되어 중국COSCO쉬핑이 탄생하였고, 시노트란스CSC그룹
과 초상국 그룹이 합병되어 해운물류 분야에서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박성준 외(2016), ｢중국 물류
기업의 M&A 동향과 대응방향｣.

144 •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류업체인 라자다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보유 지분을 83%로 확대하
였다. 라자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13만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에 14개의 도매창고와 130여 개의 소규모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
다. 알리바바는 2017년 9월 향후 5년간 1,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물류 네트
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알리바바의 경우는 물류 네트워크 확장이
라는 목적 이외에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대비한 물류기술 혁
신,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145)
중국기업들의 글로벌 물류업체들에 대한 활발한 M&A 추진은 해상 물류 네
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해상 실크로드 추진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의 미얀마 짜욱퓨(Kyaukpyu)146)
항구 인수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실현을 위해 앞 절에서 살펴본 해운물류 분야
에서의 M&A뿐만 아니라 항만물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M&A를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인도ㆍ태평양 주요 해상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주요 항만 인프라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운영권 인수를 통해 해외 물류 거점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전략적인 거점지로 고려하는 항구는 파키
스탄 과다르 항구,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미얀마 짜욱퓨 항구 등이 있다. 특
히 미얀마의 짜욱퓨 항구는 중국의 원유 및 자원 등의 주요 해상운송 루트인 말
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운송루트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적으
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전략 거점지이다. 미얀마 북서부에 위치한 짜욱퓨 항

145) 박성준 외(2016), ｢중국 물류기업의 M&A 동향과 대응방향｣.
146) 본문에서는 미얀마어 발음에 가장 가까운 ‘짜욱퓨’로 표기함. 일부 문헌이나 언론기사에서는 ‘차우
퓨’, ‘차우크퓨’로 표기하기도 함.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 145

구는 수심이 30m로 심해항구 건설이 가능하여 최대 3만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 2009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빈곤 지역 중 하나인 여카잉주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짜욱퓨 경제특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2008년에는 중
국과 미얀마 양국 정부가 송유관 건설에 합의하였고 2013년 5월 짜욱퓨 항구
에서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도시인 윈난성 루이리를 거쳐 쿤밍으로 연결되는
1,100km의 석유ㆍ가스 파이프가 완공되어 매년 2,200만 톤의 석유와 120억
m3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147)
2017년 10월 중신그룹 등으로 구성된 중국 컨소시엄은 미얀마의 짜욱퓨 항
구 운영권 지분을 330억 위안에 인수하여, 2017년 중국기업이 추진한 해외
M&A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되었다.148)
인수기업은 중국 중신그룹(中信集团, CITIC Group), 중국항만공정(中国港
湾工程), 초상국인터내셔널(招商局国际), 톈진친다(天津泰达), 윈난졘궁(云南
建工) 등 5개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중신그룹149)은 1979년 중국 베이
징에 설립된 국유기업으로 현재는 금융, 자원ㆍ에너지, 제조업, 부동산, IT, 관
광 등 다양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업체로 발전했다. 2017년 12월 31
일 기준 중신그룹의 총자산은 7조 5,207억 홍콩달러이고, 매출액은 4,505억
홍콩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는 149
위를 차지했다.150)
중신그룹은 중국 경제개혁 및 대외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ㆍ개
방 초기에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외국의 선진 기술 및 설비, 경영 및 관리 노
하우를 들여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신그룹은 은행, 증권, 신탁, 보험, 펀드,

147) 김미림(2017), ｢미얀마-중국, 송유관 가동과 짜욱퓨 경제특구 건설 합의｣, EMRICs 이슈분석,
2017-126.
148) 易界DealGlobe&胡润研究院《2018中国企业跨境并购特别报告, http://www.hurun.com/CN/
Article/Details?num=A7A3C2A15959(검색일: 2018. 7. 17).
149) 1979년 설립 시에는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로 출범하였고, 2011년 12월 국무원 비준을 받아 현재
의 ‘중신그룹유한공사’로 개명함.
150) 중신그룹(CITIC Group) 홈페이지, https://www.group.citic/(검색일: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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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 영역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 기계
제조, IT 등 실물 영역에서도 자회사를 두고 있다. 2013년 중국 일대일로 제창
이후 중신그룹은 중국 정부 및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신
그룹, 중신은행, 중신증권 등 금융 자회사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
으로 제공한 자금은 2017년 말까지 약 150억 달러에 이른다. 중신그룹 산하
자회사들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에너지, 장비제조, 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
실시한 총 투자액은 2017년 말 기준 25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였는데, 중국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미얀마 짜욱퓨 심해항 및 산업단지 사업으로 구성된 미얀마 짜욱퓨 경제특
구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151)
동 인수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중국 국영기업 중신그룹이
주도하는 중국 컨소시엄이 미얀마 최대 항구인 짜욱퓨 항구 인수 협상을 벌여
약 73억 달러를 투자하여 항구 지분의 70~85%를 확보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
해졌다. 2017년 10월 중국과 미얀마 정부는 중국 중신그룹 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짜욱퓨 항구 지분을 각각 70%와 30%를 소유하는 데 합의152)하여 순조
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2018년 6월 미얀마 정부가 짜욱퓨 경제특구(항구
및 산업단지)153)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언
론에 의하면, 이는 미얀마 정부가 심해항 지분을 30% 투자할 경우 미얀마의 대
중 부채가 2017년 미얀마 GDP의 4.2% 규모에 해당하는 27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향후 채무 불이행 선언 시 짜욱퓨 심해항의 소유권이 중국으로 넘겨지는
151) 中國網(2018. 1. 17), ｢杨林：中信集团境外投资向“一带一路”聚焦｣, http://finance.sina.com.cn/
roll/2018-01-17/doc-ifyquixe3319480.shtml(검색일: 2018. 7. 21).
152) Reuters(2017. 10. 17), “China to take 79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official,”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silkroad-myanmar-port/china-to-take70-percent-stake-in-strategic-port-in-myanmar-official-idUSL4N1MS3UB(검색일:
2018. 7. 19).
153) 짜욱퓨 경제특구 내 건설 예정인 산업단지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으로 중국 중신그룹 컨소시
업과 미얀마 정부가 각각 51% 및 49% 지분 투자를 실시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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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채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54)155)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추진을 발표한 이래 중국 국유기업은 일대
일로 연선국가의 주요 항구 운영권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그리슨스피크에 의하면, 중국기업들은 2016년부터 항구에 대한
M&A를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기업의
주요 항구에 대한 인수 및 투자액은 20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전 1년간의 투자
액인 99.7억 달러의 2배 규모를 초과하였다.156)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운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자 중국기업이 글로벌 해상 물류망 구축을 위해
주요 항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안보 싱
크탱크인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는 중국기업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항구에 대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 지원 명목으로 전략적인 요충지, 특히 주
요 항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ㆍ군사적 거점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
다.157)

154) 정재완, 김미림(2018).
155) 단, 중국 환구시보가 미얀마 국영언론사 인사를 취재한 바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 인사들과 경제학계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건설이 미얀마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서방언론에서 말하
는 ‘부채함정’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중신그룹은 미얀
마 현지 고용 창출 및 노동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짜욱퓨 경제특구 내 직업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함. 中国网(2017. 10. 19), ｢中缅就皎漂港股权分配达成共识 中方占70%股权｣, https://news.
china.com/internationalgd/10000166/20171019/31585110.html(검색일: 2018. 7. 20). 또
한 중국 국영언론은 미얀마 고위 정부인사 인터뷰를 토대로 부채함정 문제가 아닌 미얀마 측의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더 나은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서
구 언론의 부채함정 문제제기를 반박하고 있음. 环球时报(2018. 7. 2), ｢皎漂港让缅甸陷入中国“债
务陷阱”？缅高官回应｣, https://military.china.com/important/11132797/20180702/32616510.
html(검색일: 2018. 7. 20).
156) FT(2017. 7. 16), “Chinese purchases of overseas ports top $20bn in past year,”
https://www.ft.com/content/e00fcfd4-6883-11e7-8526-7b38dcaef614(검색일: 2018. 7.
22).
157) Thorne & Spevack(2018. 4), “Harbored Ambitions-How China’s Port Investments Are
Strategically Reshaping the Indo-Pacific,” C4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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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 항구 지분 M&A 사례
국가

항구명

중국인수기업

투자액

투자 시기
2014년

캄보디아

코콩
(Koh Kong)

톈진요우롄(天津優聯)
투자발전그룹

28억 달러
100% 지분
99년 임대

지부티

도랄레 다목적항
(Doraleh)

초상국(招商局)국제

5.9억 달러
10년 운영권

2014년

오만

알두큼
(Al Duqm)

닝샤중아완팡
(宁夏中阿万方)투자공사

2.65억 달러
중국-오만 산업단지 건설

2015년

파키스탄

과다르
(Gwadar)

중국해외(中国海外)항구그룹

2억 달러
40년 운영권

2015년

그리스

피레에프스
(Pireefs)

중위안(中远)해운그룹
(COSCO)

3.68억 유로
67% 지분

2016년

스리랑카

함반토타
(Hambantota)

초상국(招商局)국제

11.2억 달러
70% 지분
99년 운영권

2017년

미얀마

짜욱퓨
(Kyuakpyu)

중신(中信)그룹 컨소시엄

73억 달러
70% 지분

2017년

말레이시아

믈라카 게이트웨이
(Melaka
Gateway)

중국디엔지엔(電建)그룹

72억 달러
49% 지분
99년 운영권

2017년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오크
(Tanjun Priok)

중국
닝보저우산(寧波舟山)항만

항구 확장공사에
5.9억 달러 투자

2017년

자료: 环球网, 「吉布提总统：中国或很快在吉布提建设一个海军基地」(2016. 2. 4); 环球网, 「中国—阿曼产业园：期盼这
里成为中东第二个迪拜」(2017. 4. 21); 东方网, 「希腊最大港口比雷埃夫斯港接受中远集团收购提案」(2016. 1. 22);
观察者, 「外媒：中信拟牵头收购缅甸皎漂港，中方以放弃密松水电站做交换」(2017. 5. 8); 新浪, 「中国电建签约马
六甲皇京港一期填海项目」(2017. 7. 21); 参考消息网, 「英媒称中国去年投资港口达200亿美元 布局“蓝色经济通
道”」(2017. 7. 17)(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18. 9. 1) 및 Thorne & Spevack(2018. 4), p. 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해상 요충지 지역의 주요 항구에 대한 투자는 항구 인
프라 건설 및 운영권 획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ㆍ교통 인프라 및 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만 거점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건설하여 중국기업들의 해외 생산 거점지를 마
련하고 에너지 공급 루트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거점지들과 중국 서부 내륙지역 및 동해연안 항구를 연계하여 일대일로 연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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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ㆍ안보를 아우르는 운명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4-1. 중국기업이 투자한 일대일로 연선국의 주요 항구 분포도

자료: Google(검색일: 2018. 8. 1) 지도, Thorne & Spevack(2018. 4) 및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전망이
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육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에는 주로 자원ㆍ에너지 분
야에서,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에서는 해상 물류 및 항만 인프라 분야에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선전거래소와 상하이거
래소 등이 포함된 중국계 컨소시엄은 파키스탄 증권거래소의 지분 40%를 인수
했고, 2017년 10월 선전거래소는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대한 투자를 논의했으
며, 2018년 2월 중국 선전증권거래소는 방글라데시 다카거래소의 지분 25%
를 인수하는 등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금융 영향력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158)

158) Bloomberg(2018. 2. 23), “China, India Compete for Bourses as Regional Rivalry
Expand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2-22/china-india-comp
ete-for-bourses-as-regional-rivalry-expands(검색일: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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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T 분야 민영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중국 내수 디지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의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O2O, 물류 분야 등에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이라
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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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정책 추진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초반 1%대에서 2016년에는 13.5%로 급
속히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나타난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변화 양상 및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주체의 변화가 뚜렷한바, 국유기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투자 대상 지역으
로 볼 때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2005~17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비중이 7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유럽 28.5%, 북미 21.8%, 아시아 20.9%). 셋째,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 및 전력, 금속 등 제조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부동산, 교통, 물류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활발한
추세를 보인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해
외 M&A(순구매 기준)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
다. 중국의 해외 M&A는 2016년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하였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 간 M&A
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된바, 2017년 18.9%로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PWC(2018) 자료를 활용한 결과, 중국 해외
M&A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을 보였다. 첫째, 국유기업이 주도하던 행태
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해외 M&A 최대 실행주체로 부상한바, 2016년 민간
기업의 비중이 50.8%까지 상승하며 국유기업(31.3%)을 크게 앞섰다. 둘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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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M&A 주요 대상 업종에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 초반 에너지와 천연자원
분야에 집중된 데 비해, 2013년 이후에는 하이테크와 산업재가 주요 해외
M&A 대상 업종으로 떠올랐다. 이는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셋째, 해외 M&A 투자
대상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난바, 중동 및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풍부한 자원
보유국가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시장(미국, 유럽)으로 M&A가 집중되
었다.
개별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최대 M&A 대상은 미국이다. Rhodium
Group의 China Investment Monitor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M&A의 변화
특성은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 M&A 특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첫째, 중국
의 해외 M&A가 전체 대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대미 직접투자는 M&A에 집중되었다. 둘째, 업종별 중국의 대미 M&A
변화를 보면, 2000년 초반 대미 M&A를 주도하였던 농식품, 자동차 등의 비중
이 크게 감소한 반면, 부동산ㆍ숙박, 운송 및 인프라, 금융, ICT의 비중이 증가
하였다. 셋째, 실행주체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바, 민간기업이 중국의 대
미 M&A를 주도하게 되었다. 2005년 민간기업의 비중은 2%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96.5%로 치솟았다.

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평가
중국의 해외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
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전체 투자에
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
는 증가 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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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
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
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
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
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8년 6
월에는 중국 최대 산업용 로봇기업인 시아선 그룹이 한국의 신성이엔지159)로
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전문기업인 신성FA의 지분 80%를 한화
1,040억 원을 들여 인수하였다.160)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
에 기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주요
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
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
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
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
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의 영역도 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59) 신성FA는 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수송 장비 분야에서 국내 1위인 업체이다.
160) 조선일보(2018. 12. 6), ｢니하오! 한국 공장 얼마면 되겠니｣(검색일: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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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및 평가
중국기업 해외 M&A 초기에는 에너지ㆍ자원 분야 국유기업들의 해외 M&A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해외 에너지 및 자원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해양석유(CNOOC)의 캐나
다 넥센 인수와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를 살펴보았고, 국가의 자원ㆍ
식량 안보와도 연관되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규모 인수 규모를 보이
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정부가 해외투자 장려정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
M&A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민영기업들은 기술 고도화 및 프리미엄 브랜
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레노보
의 IBM PC 및 서버 사업부문 인수,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메이
디의 독일 쿠카 인수 등이 꼽힌다.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 완다그룹, 하이난항
공, 푸싱그룹 등 중국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무리한 차입에 의한
인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7년 1월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는 상황과 겹쳐 중국정부는 중국기업들의 무분
별한 해외 M&A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다기업의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인수와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
수를 분석하였다.
중국 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분야가 자원ㆍ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업, ICT, TMT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인수 대상기업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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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항공, 풍력발전, 반도체 등 분야별
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기업의 M&A에 대한 견제는 유럽, 호주,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
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
한 M&A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향후 중국정부는 중국 일대일로 추진과
경제ㆍ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M&A를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
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
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
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
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리스
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정책 리스크다. 중국정부는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가전략 추진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M&A 정책을 변
화해왔다. 예컨대, 2017년 중국정부가 규제한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2009년 문화산업진흥규획, 2010년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2012년 12차 5개년 기간 문화 개혁발전 계획 강요 등에서는 중국 문화 분야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글로벌 경영을 장려해 왔다. 해외 기업들의 문화상품 경
쟁력, 브랜드, 경영관리 노하우를 획득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중국 문화산
업의 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6년 중국기업들의 해외 M&A가
급증하여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위안화 환율 약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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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되는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 및 중
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가능성 증대로 인하여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해
외 인수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일대일로 전략 및 중국제조
2025161)와 관계되는 해외 M&A를 독려하여 이 분야의 해외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M&A는 중국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한다. 둘째, 중국기업 재무 리스크다. 중국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비이성적
인 투자 및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국기업은 해외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오너의 개인적인 정관계 인적 네트워크에 기
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무리한 해외 M&A를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해왔다. 과
거와는 달리, 중국정부도 금융리스크 강화 및 기업부채 절감을 추진하고 있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신분이거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
상황 및 인수자금 마련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
병 후의 통합(PMI: Post-Merger Integration) 리스크다. 중국기업들의 해외
M&A 역사가 길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여 인수합병 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유기적인 통합이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다. 과거 한국은 상하이자동차의 쌍
용자동차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양국간 기업제도 및 기업문화가 큰 차이가 존
재하는 상황에서의 인수는 양 사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이에 현 단계에
서는 대부분의 중국 인수기업은 선진국 기업들 인수 시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
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국 인수기업과 피인
수기업 간 유기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상대국 기업제도와 기업문화에 대한 충
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161)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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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를 5개년 규획 시기별로 살펴보면 우선 10ㆍ
5규획(2001~05년)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해외투자를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금융ㆍ보험ㆍ외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제약조건을 개선
하도록 하는 등 저우추취에 양호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11ㆍ5규획(2006~10년)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심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투자에 대한 종합 관리 및 리스크 방지를 강조하였으며 중국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협력 및 인프라 건설 참여를 장려하였다. 또한 중국기업
이 글로벌 M&A, 지분 참여, 주식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12ㆍ5규획(2011~15년)은 각종 소유제 기업의 질서 있는 대외투자 추진을
장려하는 한편, 이들의 대외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투자에 대한 과학
적 평가 시스템 마련 및 법률ㆍ법규 완비, 투자보호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다자ㆍ양자간 협정의 적극적 체결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 및 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였고, 해외투자 심사 및 비준 권한을 이
양하여 승인절차를 분권화하였으며, 민영기업의 적극적 대외투자를 장려하는
등 투자주체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13ㆍ5규획(2016~20년)은 ① 외자유입과 대외투자 수준의 제고 ② 대외투
자 관리시스템 완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우추취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규획들과는
차별화된다. 대외투자를 장려한 산업으로는 환경보호, 장비제조, 금융업, 중의
약, 문화 부문이 있다. 또한 이 시기 규획에서는 개인의 대외투자를 장려하고
적격 국내 개인투자자 제도를 구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방 장려 산업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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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대외투자 주체의 범위도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산업별로 해외투자를 장려 또는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먼
저 발표된 문건은 2006년 《경외투자산업지도정책》이다. 이 목록이 발표된
2006년은 11ㆍ5규획이 시작된 해로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
에 대한 진흥 정책을 병행하였던 시기다. 2017년 8월 발표된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해외투자 산업을 장려ㆍ제한ㆍ금지 등
세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감독관리 방식을 제시하였다.
2017년 12월 《기업경외투자관리방법》과 2018년 1월 《경외투자 민감산업 목
록(2018년판)》은 중국 정부당국의 대외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산
업정책을 보여준다. 장려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세수, 외환, 보험, 세관,
정보 등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제한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중하게 투자에 참여하고 실
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안내와 지침을 받도록 한다. 금지업종의 경외투자에 대
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통제한다.
2017년 이후 주목할 점은 중국당국이 일대일로, 첨단제조업, 에너지, 농업,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의 10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에서 에너지, 농업, 금융, 테크놀로지, 물류
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국경
간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정책이
실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해외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4년
부터였고, 정책문건에 ‘해외 M&A’를 별도로 언급하며 관련 정책방침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06년 국무원이 발표한 《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年)》을 통해서였다. 이 문건에서는 해외 연구개발 기관 및 최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를 장려하였는데, 이는 11ㆍ5규획 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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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글로벌 M&A, 지분 참여, 주식 상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
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12ㆍ5규획 시기 중국의 해외 M&A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 자원이 밀접한
국가ㆍ지역에 대한 M&A 및 R&D 센터 설립 장려 ∆중국 사모펀드기금관리회
사, 신용서비스기관 등 금융기관의 해외 M&A를 장려하고, 이들이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시 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장려 ∆해외 M&A 외환관리 간
소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촉진하고 이들의 해외 M&A 방식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 장려 등이 제시되었다.
13ㆍ5규획 시기에는 주로 중국 정책 금융기관이 중국기업의 해외 M&A 자
금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장려하거나, 외환결제 정책을 완비하여 해외 M&A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당국의 13ㆍ5규획 시기 전반적인 해외투자 관련 정책기조는 중국기업
의 저우추취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개별 문건에 따른 지침
을 살펴보면 2016년 말까지는 중국정부가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였던 반면
2016년 말 이후부터는 저우추취에 대한 선별적 장려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2018년 1월에 발표된 《경외투자 민감산업 목록(2018년판)》에 따르
면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해외 투자와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외 설립을 민감산업
으로 분류하여 제한하였다.
2016년 말부터 중국당국이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
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
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
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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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ㆍ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
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이 중요
시될 전망이다.

2. 정책 시사점
가.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
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
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사례 분석에 제시되었던 하이얼-GE 사례와 같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
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
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M&A에 따른 한국의 기회로 피인
수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중국시장 진출 경로 확보를 들 수 있다. 2014년 넷
마블게임즈는 CJ E&M과의 지분정리를 앞두고 4,000억 원 이상의 외부 자금
이 필요하였지만, 국내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중국 텐센트의 투자를 받아 자금
난 해소와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 통로를 확보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실적부진에
처한 한국 유아복업체 아가방도 중국 랑시그룹에 인수된 후 중국 대형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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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하여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162)
그 외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글로벌 M&A 성공 사례의 긍정적 효과를 중국
M&A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볼보그룹 코리아의 경우
삼성중공업 건설기계 부분 인수 이후 본사의 글로벌 경영시스템과 접목한 현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굴삭기 분야 글로벌 생산거점으
로 위상을 강화하여 인수 이전 30%에 불과하던 수출비중을 80%까지 제고하였
다. 게다가 가상생산개발 R&D 센터까지 설치하면서 건설기계 분야 그룹의 글
로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독일 바스프그룹이 효성의 합작지분을
인수하여 설립된 한국바스프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활동을 통하여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에 전자소재 사업부 부분에서 아태지역 전자소
재 R&D 센터를 수원에 설치하고, 아태지역 전자소재 사업부문 마케팅 및 제품
경영을 총괄하는 지역본부와 2014년 유기전자소재 부문의 글로벌 영업조직을
서울에 설립하는 등 한국을 아시아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이었기에 가능한 상생방안이지만, 이제 중국의
M&A도 민영기업 위주로 대형화되고 있음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수합병 이후 기업구조 개선, 모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경영시스템 조화, 피인
수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기회 확대 등 M&A로 인한 상생방안을 양측 기
업이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62) 션지아(2016) p.1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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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 필요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
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
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
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
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
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
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 자본의 한
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의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
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163)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
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도
163) 조선일보(2018. 12. 6)에 따르면, 중국의 알루미늄 제조 대기업인 밍타이, 이핀 유업, 장용 제약, 중
국 최대 산업용 로봇기업인 시아선 그룹, 전기차 업체인 하이거 등이 우리나라에 관련 기업 인수합병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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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대한 M&A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R&D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승인절차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IFUS)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외자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고, EU 차원의 통일 규제 마련이 추진되고 있
다. 한편 미국ㆍ일본ㆍEU는 2018년 5월 장관급회의에서 기술 또는 지적재산
권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M&A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
라도 이제 선진국들의 해외 M&A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국가 안보, 핵심 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
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
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 악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방안 모색 필요
1) 일대일로 관련 산업 M&A 국내 유치를 통한 전략적 제휴 및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의 M&A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계 컨소시엄이 파
키스탄 증권거래소의 지분 40%를 인수하고 선전거래소가 방글라데시 다카거
래소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등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된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의 ICT 거대 민영기업들이 중국 내 디지털 사업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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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O2O, 물류 분야 등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온라인 시
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
로와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
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
의 국가차원 전략 연계의 일환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
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해외산업협력단지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가능성 모색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
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
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니라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들은 해상 요충지 지역인 일대일로 연선국 항구 지분을 M&A 하고
항구 인프라 건설 및 운영권 획득과 함께 에너지ㆍ교통ㆍ인프라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
고 있는 만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ㆍ중 제3국 산업단지 협력은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논의가 추진되었으
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은 발굴하지 못한 상황으로 협력 방향성 및 중점분야에

제5장 결론 • 167

대한 논의가 필요한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이에 ‘한ㆍ중 제3국 산업단지 협력
수요 공동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제3국 산업단지 한ㆍ중 협력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제3국 산업단지 내 한ㆍ중 기업들의 협력 수요에 대
한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 측이 제안한 협력모델(△중국 해외산업단지 내
한국기업 투자 유치 △중국 해외산업단지 확장 시 한ㆍ중 기업 공동 개발 △한
국기업의 중국 해외 산업단지 운용 및 관리) 관련 한국기업들의 중국 해외 산업
단지 내 협력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164) 기업 수요 파악 후
한ㆍ중 협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협력 수요 조사
가 필요한 산업단지로는 △한ㆍ미얀마 산업단지165) △중국기업이 동남아에 조
성한 ‘태중라용산업단지(태국)’, ‘비엔티안 싸이쎄타 경제특구(라오스)’, ‘시아
누크빌항경제특구(캄보디아)’ 등이 있다.

라. 한ㆍ중 간 M&A 수요 매칭 방안 모색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
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
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KOTRA
(2018)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성(省)별로 한국기업에 대한
M&A 수요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부록 1, p.121 참고). 예를 들어 산둥성
칭다오의 경우 산둥성이 2020년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인 바이오 산
164)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산업단지 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에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여 캄보디아 및 말레이시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
나, 아직 한ㆍ중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165) 문재인 대통령 미얀마 국빈방문 시 기공식(2019. 9. 4)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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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사천성 청두는 한국 내 사천요리
관심도가 높아짐을 감안해 요식업 투자 의사가 있으며, 광저우는 IT 산업 제조
기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투자 수요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 성별 산업발
전 상황, 지방정부의 발전 수요, 기업 분포 등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내 유망 중견 또는 중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M&A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M&A
형 중국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 밀
접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적절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중국의 수요를 매칭
하는 사업 추진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
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기업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매칭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KOTRA(2018)에서 제시한
중국의 주요 성별 투자유치 유망분야(부록 1, p.121 참고)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9개 성(省)의 수요가 우리의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 반도체, 로
표 5-1. 한국의 12대 신산업 주요 타깃 분야와 중국 수요 매치
산업
바이오
반도체

세부분야
시밀러, 신약개발,

베이징,

의료기기

칭다오, 텐진

장비ㆍ부품, 산업용가스,
후공정ㆍ검사

2차 전지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자동차
로봇
에너지

중국 수요

부품제조, 미래형
자동차

산업
항공드론

선전, 광저우 석유화학
톈진
청두

산업용로봇, 생활용

베이징, 선전,

로봇, 스마트 팩토리

난징

신재생, 폐기물처리,

상하이, 선전,

원전해체

청두, 톈진

소비재

세부 분야
MRO 등 부품, 드론,
S/W
신소재, 다운스트림,
철강
일반, 고급소비재

콘텐츠IT 게임, 연예, IT서비스
부동산
금융

매입, 개발
은행, 보험, 핀테크,
금융결제

중국 수요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난징, 선전
광저우
-

자료: 산업부(2018),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통상편) 및 본 보고서 <부록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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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신에너지 등 산업과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을 보면 항공
드론, 석유화학, 소비재, 금융 등 신산업 세부 분야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파악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
렀거나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국기업의 M&A는 기업의 상업적 동기 이외에 중국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므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
조 변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중국기업의 해외 M&A
는 비이성적인 과열단계를 지나 향후에는 중국 국가발전 전략, 특히 일대일로
또는 중국제조 2025에 부합하는 M&A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관련 M&A는 국유기업 주도로 주로 △에너지, 식량, 자원 공급원
확대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연선국가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철도, 도로, 항
만 등 인프라 투자 △금융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중
국제조 2025 관련 M&A는 민영기업 주도로 기술 고도화, 핵심 기술 보유, 고
급 브랜드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
다. 하지만 중국 해외투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
계 및 글로벌 통상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 중국 거시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해
가는 중국의 해외투자정책 및 투자의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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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중국의 주요 성(省)별 투자유치 유망분야
지역

분야
ICT

베이징

의료바이오
로봇

선정배경
- 중국 ICT 시장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 유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
예상166)
- 중국 의약품 원료생산기업인 Hepalink(海普瑞)는 미국 제약사 Curemark에
5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아동 자폐증 치료제 개발 분야에 진출
-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속 증가 전망
- 반도체, 집적회로, 로봇, 스마트 제조 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다수 소재한 제조업

상하이

제조업

중심지로, 자금력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시장확장 등을 꾀하는

신재생

- 각국의 기존 제조업 환경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신흥산업 육성정

에너지

책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민간기업 또한 투자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외투자 검토↑

유망기업 발굴 용이

문화콘텐츠 - 한중 관계가 회복추세로 접어듦에 따라 한국의 문화콘텐츠 투자에 관심 증대
제조업

칭다오

전자상거래

- 금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파이프라인 등 분야에 관세를
추가함에 따라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
- 한중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산동지역 많이 소재,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종사자
를 잘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 1일 발효 예정
- 산동성 2020년까지 육성하는 6대 신흥 전략산업에 포함

바이오

- 칭다오무역관은 2018년 중 오송 등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투자유치 활동
을 통해 바이오 분야 잠재투자를 집중 발굴
- 광둥성은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산업기지가 형성, 신소재 및 광전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IT산업

발전
- 주요 IT 기업 Huawei, Tencent, ZTE, BBK, OPPO, Kingdee, CISCO,

광저우

VIP.com 등
부동산

- 광둥성의 지역개발 관련 투자가들은 대한 투자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망

문화콘텐츠 - 중국 내 한류 인기로 인해 문화콘텐츠 관련 합작투자 수요 증대
의료/
바이오
톈진

물류/유통
신재생
에너지

- ‘중국제조2025’의 집중 육성 분야에 포함. 선진과학기술과 서비스 플랫폼 활용
을 통한 스마트 의료산업에 집중 투자 예정167)
- 근접 항만 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으로 물류/유통산업이 활발하며 대형
글로벌 물류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대한 투자 증대 예상
- 2018년 10월 <톈진시 신에너지 산업발전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신에너지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계획 공유

166) IDC(Internet Data Center, IT 산업분석기관) 통계. KOTRA(2018), p. 143 재인용.
167) 2018년 톈진시 정부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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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야

선정배경
- 장쑤성의 제조업은 8년 연속 중국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2017년 장쑤성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액은 3.5조 위안을 초과했으며 중국 공업 부가가치총액

첨단장비
제조업

의 12.5%를 차지함.
- 장쑤성은 13ㆍ5규획 기간 동안 첨단장비 제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제조업 전체에서 첨단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늘
릴 계획임.168)

난징

- 2017년 중국 제19차 인민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생태문명체제의 개혁을 촉
환경

진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자”라고 발표한 후 환경보호가 장기적으로 중국
내에 관심 이슈가 되었으며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장쑤성은 13ㆍ5규획 기간 인터넷 플러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산업을 주

IT

력산업으로 발표하였으며, ‘스마트장쑤(智慧江苏)’ 프로젝트를 통해 장쑤성의 IT
산업의 완전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신에너지차

- 중국 자동차 시장의 견인차로 신에너지차량을 지정하고,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중국은 지난 20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 대비, 양로/웰빙 등
민생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상황임.
-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민생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청두

실버산업

있음. 특히, 현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 명 이상으로 거대소비시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임
- 중국 정부는 국민 수요에 따라 양로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
그룹사들은 양로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접 국가에 대한 투자진출
또한 확대하고 있음.
- 최근 중국요리가 한국에서 유행함에 따라 양고기, 마라샹궈 등 다양한 중국음식

요식업

점이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 특히 사천요리의 경우, 한국인들에 익숙한 매운 맛
(마라(麻辣)을 중심으로 요식업 진출 수요 다대

IoT

- 중국 글로벌 기업의 IoT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따른 투자 가능성 증대(IoT
플랫폼 구축, IoT산업 및 각종 산업과의 융합 등)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로봇이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반도체, 디
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따라 산업용 로봇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선전

산업용
로봇

-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은 해외 제품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 2016년 기준 약
67%를 외자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우 지분투자 및 인수합
병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음(예: 메이디(美的)그룹 독일 KUKA사 인수합
병. 상하이기전(上海机电)은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글로벌 최대 업체인
일본 Nabtesco 중국법인 지분 51%를 인수)

168) ‘중국제조2025’ 장쑤행동강요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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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야

선정배경
- 2018년 이후 신규공장 설립과 반도체 생산 확대로 반도체 설비 부품 및 소재
수요 증대

선전

반도체, 칩

- 중국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비중이 크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나, 외국과
의 기술수준 격차로 외국기업과의 협력 필요
- 5G 네트워크 시대 도래에 따라 통신인프라, 스마트 단말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각 분야 시장 확대로 관련분야 반도체 수요 증대 전망
- 한류의 영향력,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에 대한 관심 다대

문화컨텐츠

- 저장성 내 문화투자펀드가 한국 문화콘텐츠 제작업자들과 협력, 다양한 방송프
로그램 제작 의향이 강하고, 한중합작 영화/드라마 제작투자 및 중국 애니메이
션, 게임 등의 한국외주 제작 및 중국으로 수입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 있음.
- 저장성은 해외와 무역교류가 활발.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통형식이

항저우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경간 전자상거래(CBT) 유통사업을 위해 해외진출 의
물류유통

사가 강함
- 한국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 소비재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음. 한국에 지사
를 설립하여 직접 한국제품을 소싱하려는 유통기업이 많음.

제조업

- 중미 무역분쟁으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져 인근 3국을 거쳐 對미국
혹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중국기업 많음.

자료: KOTRA(2018), ｢2019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pp. 143~15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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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투자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및 법령
규획

해외투자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및 법령
国务院办公厅转发国家经贸委等部门关于发展具有国际竞争力
的大型企业集团指导意见的通知

발표

발표

기관

시기

국무원

2001.11.17

대외경제무역
境外投资联合年检暂行办法

합작부,

2002.10.31

외환관리국
关于清理境外投资汇回利润保证金有关问题的通知
国家外汇管理局关于简化境外投资外汇资金来源审查有关问题
的通知
关于简化境外加工贸易项目审批程序和下放权限有关问题的通知
关于退还境外投资汇回利润保证金有关问题的通知

외환관리국

2002.11.12

외환관리국

2003.3.19

상무부,
외환관리국

2003.6.26

상무부

2003.7.8

외환관리국

2003.10.15

국무원

2004.7.16

(2001 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04年本)

국무원

2004.7.16

~05년)

상무부,

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深化境外投资外汇管理改革有关问题
10ㆍ5
규획

的通知
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一)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外商投资项目和境外投资项目核准有
关问题的复函

외교부
발개위

2004.7.21
2004.9.21

境外投资项目核准暂行管理办法

발개위

2004.10.9

关于对国家鼓励的境外投资重点项目给予信贷支持政策的通知

발개위

2004.10.27

关于印发《国别投资经营障碍报告制度》的通知

상무부

2004.11.11

关于建立境外投资重点项目风险保障机制有关问题的通知

발개위

2005.1.30

국무원

2005.2.19

발개위

2005.9.25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
干意见
关于进一步加强对境外投资重点项目融资支持有关问题的通知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二)
关于进一步加大对境外重点项目金融保险支持力度有关问题的
通知

상무부,
외교부

2005.10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신용 2006.1.18
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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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

해외투자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및 법령
国务院关于印发实施《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2006—2020年)》若干配套政策的通知
境外投资产业指导政策
国务院关于鼓励和规范我国企业对外投资合作的意见
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三)

발표

발표

기관

시기

국무원

2006.2.7

발개위 등169)

2006.7.5

국무원

2006.10.26

상무부 등170) 2007.1.31

境外投资项目申请报告示范大纲

발개위

2007.4.13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境外投资项目备案证明的通知

발개위

2007.5.30

발개위

2007.5.31

国家发展改革委进一步改革中央管理企业限额以下境外投资项目
备案管理

국무원
关于加强中央企业境外投资管理有关事项的通知

관리위원회

11ㆍ5
규획

국유자산감독 2008.12.31

境外投资管理办法

(2006 国家发展改革委关于完善境外投资项目管理有关问题的通知
~10년) 关于境内企业境外放款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外汇局关于发布《境内机构境外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的通知
关于境外投资联合年检工作有关事项的通知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关于调整部分资本项目外汇业务审批权限的通知
国务院办公厅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重点工作分工的
通知
关于调整保险资金投资政策有关问题的通知

상무부

2009.3.16

발개위

2009.6.8

외환관리국

2009.6.9

외환관리국

2009.7.13

상무부,
외환관리국

2009.12.28

국무원

2010.5.7

외환관리국

2010.6.23

국무원

2010.7.22

중국보험감독
관리위원회

2010.7.31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국무원

2010.10.10

大陆企业赴台湾地区投资管理办法

발개위

2010.11.9

169)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 外交部 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 등 7개 부처
공동 발표.
170) 商务部 外交部 国家发展改革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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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

해외투자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및 법령
境外直接投资人民币结算试点管理办法
关于做好境外投资项目下放核准权限工作的通知
对外投资国别产业指引(2011版)
国务院关于印发工业转型升级规划(2011-2015年)的通知

발표

발표

기관

시기

중국인민은행

2011.1.6

발개위

2011.2.14

상무부 등171) 2011.8.30
국무원

2011.12.30

국무원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暂行办法

국유자산감독 2012.3.18
관리위원회

关于做好境外投资项目外汇登记工作有关问题的通知
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等部门关于加快培育国际合作和
竞争新优势指导意见的通知

2011.4.7

국무원

2012.5.24

关于印发鼓励和引导民营企业积极开展境外投资的实施意见的通知

발개위

2012.6.29

十二五利用外资和境外投资规划

발개위

2012.7.17

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

18대 전인대

2013.3

12ㆍ5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규획

외환관리국

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

(2011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3年本)的通知
~15년)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外贸稳定增长的若干意见
国家发展改革委关于实施《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有
关事项的通知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启用全国境外投资项目备案管理网
络系统的通知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印发境外投资项目核准文件格式文本
的通知

국무원

2013.7

국무원

2013.10.6

국무원

2013.12.13

국무원

2014.3.7

발개위

2014.4.8

국무원

2014.5.4

발개위

2014.5.14

발개위

2014.6.30

발개위

2014.6.30

境外投资管理办法 2014年 第3号

상무부

2014.9.6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4年本)的通知

국무원

2014.11.18

国务院关于促进服务外包产业加快发展的意见

국무원

2014.12.24

발개위

2014.12.27

国家发展改革委关于修改《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和
《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有关条款的决定

171) 商务部 发展改革委 外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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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国务院关于加快培育外贸竞争新优的若意见
국무원
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简化和改进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的通知 외환관리국
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국무원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국무원
국무원
12ㆍ5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규획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국무원
(2011 国务院办公厅关于运用大数据加强对市场主体服务和监管的若干意见
국무원
~15년)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국무원
国务院关于国有企业发展混合所有制经济的意见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和改进企业国有资产监督防止国有资产
국무원
流失的意见
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국무원
国务院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
국무원
国务院关于促进外贸回稳向好的若干意见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中央企业结构调整与重组的指导意见
국무원
国务院关于发布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2016年本）的通知
국무원
关于加强国际合作提高我国产业全球价值链地位的指导意见172)
상무부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2017版)
상무부
国务院国资委以管资本为主推进职能转变方案173)
국무원
발개위
13ㆍ5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174)
규획 关于加强对外经济合作领域信用体系建设的指导意见
발개위
(2016 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175)
발개위
~20년)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176)
발개위
발개위,
国有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177)
국자위 등
상무부
境外投资条例178)
对外投资备案(核准)报告暂行办法
상무부 등179)
境外投资敏感行业目录(2018年版)
발개위
国家发展改革委关于发布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配套格式文本
발개위
(2018年版)的通知
규획

해외투자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및 법령

발표
시기
2015.2.12
2015.2.13
2015.5.5
2015.5.8
2015.5.13
2015.6.11
2015.6.24
2015.7.1
2015.9.23
2015.10.31
2015.12.6
2016.2.22
2016.5.5
2016.6.17
2016.12.20
2017.2.28
2017년
2017.4.27
2017.8.4
2017.10.31
2017.12.06
2017.12.26
발표예정
발표예정
2018.1.25
2018.1.31
2018.2.9

주: 1)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해외투자 관련 지원정책 제시, 해외투자 관련 지침 제공, 지방정부에 해외투자 관련 권한
이양 등은 저우추취 장려로 간주함.
2) 해외투자 산업 장려ㆍ제한ㆍ금지업종 분류, 해외투자 심사허가 및 등록 관련 제도의 경우 저우추취 규제로 간주함.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2) 상무부, 발개위, 과기부, 공업신식화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통계국.
173) 국무원, 국자위.
174)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175) 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
176)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177) 국유기업경외투자경영행위규범은 발개위, 국자위 등 유관부처가 연구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곧 발표될 예정임.
178) 상무부가 제정하여 곧 발표할 예정임.
179) 商务部 人民银行 国资委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등 7개 기관 공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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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verseas Strategies of Chinese Enterprises through
M&A and Their Implications
Seungshin Lee, Sangbaek Hyun, Suyeob Na, and Gowoon Cho

China’s overseas investment is expanding, led by M&As. According
to the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Chinese overseas M&A has
been growing rapidly compared to greenfield investment. In 2016,
Chinese overseas M&A reached a record high of US$92.2 billion, a 60
fold increase from 2007.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China’s share of
global cross-border M&As also expanded significantly, reaching
18.9% in 2017, making it the world’s leader in M&A execution.
With the rapid expansion of China’s overseas M&As and shift in
acquisition targets to companie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high-end brands, and top-level market shares, regulations on Chinese
companies’ M&As are tightening, especially in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the U.S.
is keeping Chinese companies in check by mandating a stricter
reviewing process by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Committee
(CFIUS) to stop high-tech leak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overseas M&As of Chinese companies are facing a new phase
in the wake of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and Belt &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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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s of China. As of 2017, overseas M&As of Chinese companie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ize overall, but M&As to Belt & Road
countries showed an increasing trend. However, major M&A industrial
sectors showed different patterns in different countries. In Kazakhstan,
in particular, all of China’s M&As have taken place in the energy
sector. On the other hand, M&A projects conducted in Israel were led
by the high-tech sector. Meanwhile, in Singapore, where China has
executed the most M&As among all Belt & Road countries, it was clear
that the M&As had been executed in more diverse industrial sectors
than Kazakhstan or Israel, spread across industrial goods, finance, real
estate, consumer goods, etc.
If we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mpanies’ M&As
through a case analysis of Chinese companies, first of all, it can be seen
that Chinese companies’ overseas M&As have been affected by the
Chinese economy’s overall level of development and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based on Chinese national strategies. In addition,
while most global M&As are based on commercial incentives of
companies, there are quite a few cases of M&As in China that are based
on strategic motivations rather than the commercial motives of
companies, and it likely that there will be more M&As in line with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and China Made 2025.
In recent years,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has reached a
turning point. China has imposed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real estate and hotels since the end of
2016, while the 19th Party Congress held in October 2017 aggressively
promoted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companies in pursuit of the
Belt & Road project. In particular, China emphasized innov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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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overseas investment and established a network of global trade,
investment, production and services. In addition,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China’s largest annual political event held in March
2018, announced plans to: promote stable development of foreign
investments; construct Trade Cooperation Zones; and promote the
convenient use of RMBs in global trade and investment. Therefore,
China’s overseas investment will be focused on Belt & Road projects,
aimed at establishing a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building
overseas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s.
As a target for Chinese companies’ overseas investment expansion
Korea remains but the 13th among all other targets in priority, but its
importance is expected to grow gradually. Although Korea does not
account for much of China’s total investment, Chinese investment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and corporate investment
is on an upward trend as well. The recent expansion of China`s
investment in Korea reflects the impact of its policies and changes in
its consumer market. For example,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accounted for an increasing portion of China’s overseas investment
since 2015, while Chinese investment in Korea in this year also
expanded in machinery and equipment sectors such as mold casting
and mold manufacturing machinery and machinery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is trend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cent
years. When considering how the Chines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portion of overseas investment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the 13th Five Year Plan (2016-2020), it is likely that it
will be able to attract investment from South Korean companies that
have technological advantages in areas of interest from China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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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Moreover, Ko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can
expect to enjoy tariff benefits and the alleviation of trade barriers by
signing FTAs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ustralia, which is why China is interested in Korea as a manufacturing
base. China’s M&As are mainly centered on ICT and game-related
industries or the financial sector, all areas in which Korean businesses
are considered highly competitive. Recently, Chinese capital investment
in insurance and science &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in Korea has
expanded, which is also explained by 13th Five Year Plan which
promoted the advancement of China’s companies to overseas in the
areas of industrial equipment, technology, standards, services,
insurance, etc. In addition, as we see a change in China’s economic
growth paradigm recently, the scope of overseas investment has also
been diversified into IT services, consumer goods and distribution
sectors, which can be seen as linked to China’s recent expansion of
investment in Korea.
This report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a’s overseas M&A characteristics and outlook. First, we cite the
need to redefine perceptions of Chinese capital and seek a win-win
solution. Overall perceptions toward Chinese M&A have not been
positive in the past, as seen in the cases of Ssangyong Motor Co., Hynix
Semiconductor Inc., and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by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gainst China’s
aggressive M&A. However, Chinese capital has already emerged as a
big hand vying for the first or second place in the global M&A market.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leading global company acquired by a
Chinese company, it protected shareholders’ interests through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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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and provided a new opportunity for entering the Chinese
market. These developments indicate that a win-win structure can be
formed by selling and investing in future industries that need to be
nurtured. Accordingly, Korea and China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utilize Chinese capital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through a shift in perceptions toward Chinese capital.
Nex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core technologies and attract selective investment. As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 tighten regulations on M&As by
Chinese companies for fear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high-tech
leaks, Chinese companies are expected to aggressively pursue M&As
for Korean companie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nd high
technological prowess. Up to now advanced countries have refrained
from intergovernmental involvement as much as possible by accepting
global M&As as market behavior, but now they are viewing these M&As
as a part of China’s national-leve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and
have begun to tighte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most of such cases of limiting investment occurred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Given that most of the world’s leading
companies that China acquired in the past actively pursued these
M&As at a time when business condition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ere deteriorating, while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ers are currently enjoying a good period due to the
booming global semiconductor market, we can expect Chinese capital
to aggressively pursue M&As with Korean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ers should the market economy slow down in the future.
Outside of the semiconductor sector, the U.S. and EU’s tou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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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n M&A investment are likely to lead to an increase in
China’s interest in Korea as a partner in its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and attempts by Chinese companies to merge with or acquire
Korean high-tech companies. The cases we see of upgrad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China’s private companies pose a potential
threat for Korean business, against which institutional safegu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leakage of Korean technology and
guarantee managerial control and job security, but at the same time
they present opportunities for further cooperation in new industries.
In addition, selective attraction of Chinese capital is needed. Although
the attraction of Chinese capital may help create jobs and improve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s, a thorough verification process on the
financial structures of the Chinese acquirers will have to precede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worsening financial status after takeovers,
being lured by high premium offers, as shown by cases of reckless
expansion or reliance on excessive borrowing regul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ird, it is expected that future M&As of Chinese companies will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China’s Belt & Road operations. In
particular, we can expect to see more Chinese M&As in the areas of
finan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ulture and
electronic commerce. Korea has agreed to cooperate with China by
linking China’s Belt & Road initiatives wi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should seek opportunities to jointly advance into the
markets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 Road initiative, based
on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that draws upon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ological prowess. As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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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measures to utilize Belt and Road M&As, it proposes to secure
a joint route into the target country’s market by first attracting Chinese
companies’ M&As to Korea based on Korean companie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ICT area, and then joining China’s drive for digital silk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is pushing to build overseas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s, or overseas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e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overseas investment. Bilateral cooperation
at such overseas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es has recently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s part of their
joint advances into third countries. Beijing proposes a way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es
built mostly by China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rm of two-wa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meaning that cooperation can continu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Korean industrial complexes built abroad as well.
Considering the advantages that overseas M&As offer, such as
revitalizing the domestic market, expanding new investment in the
industry, creating more jobs and securing a path to overseas markets,
it is necessary to review China’s pursuit of preemptive and active use
of M&As, a trend which is likely to expand in the future.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e identifying China’s demand for
M&As in Korea,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related to M&As, and
providing platforms where suitable companies in Korea to be acquired
are introdu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lect target companies
for 12 promising new industries emphasized by Korea, such as the bio,
semiconductor and robot industries, which are related to the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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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and offer high value-added and job-creation
effects, and to establish an online platform that can match Chinese
investors with domestic compan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aimed at looking at the Chinese
government’s overseas investment policies and investment trends, so
that we can closely analyze and prepare for changes in the Chinese
government’s overseas investment policy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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