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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1세기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웃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異論의 여지가 없
는 상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의 시스템과 산업을 따라잡는 추격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
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탄탄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중국의 추
격은 바로 발밑까지 다다랐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던져주는 이러한 위기감이 잘 활용된다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
약하는 자극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의 존재 자체만을 강조
함으로써 성급한 초조함에 빠지기보다 그 위협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협을 외면하고 안일하게 대
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협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과 세계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본원에서는 과연 중국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접근방식이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첫째, 이른바 ‘중국 위협’을 우리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정의하는 데서 연구를
출발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필자들은 먼저 중국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경제적 기회
가 조립산업과 장치산업의 불균형이라는 중국 산업구조의 특수성에서 출발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때 중국의 위협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의해 중국이 수입대체 및 수출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중국 특수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국의 기회와 위협을 중국의 산업고도화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둘째, 중국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역구조나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
해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산업과 기업
이 어떠한 정책환경 속에서, 어떠한 주체들에 의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역구조란 각국 산업성장의 결과가 수출입을 통해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
다. 본 연구는 교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위협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위협의 원천이자 주체인 중국의 산업과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의 현황을 구체적
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중국에서 정부주도에 의한 급격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각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국 대기업
의 성장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등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도 지적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도 의미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
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개별 산업 및 구체 품목으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위협의 주체인 기업의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본원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중 철강과 석유화학 분
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로 인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중국의 수출제품 고도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위협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산업고도화의 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위협’이라는
개념으로는 충분히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의 영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현재 성장하는 시장과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를 위협
하는 주체는 주로 선진국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입대체와 수출고도화 위협 역
시 이들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이 탄탄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위협에 대
응하는 正道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은 무엇보다 한국
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즉 선진 한국의 주
역이 되어야 할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가령 산업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효율적인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차원에서
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1위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굳
이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두려운 눈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
국은 지리적, 산업적, 문화적으로 중국과의 호혜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
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여
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는 중국의 교역구조, 산업정책, 개별 산업, 기업의 국제화 등 각 분야
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외부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원이 이처럼 유수한 전문가들의 능력을 하나로 묶어 중국 위협의 인식에 대한 자
못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외부 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집필자들은 연구의 초기단계부터 연구방향 설정에 큰 조언

을 준 본원의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R&D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해준 이창수 연구
위원, 자료수집과 정리에 수고한 박현정 연구원, 김수진 인턴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정책담당자와 대중의 시각과 인식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회의 인식이 때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시도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을 심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풍성한 고민의 디딤돌
이자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李景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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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
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위협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에 의해 촉발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국내생산 제품에 대체되는
수입대체의 위협과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중국의 수출제품
고도화 위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교역, 산업
정책, 산업의 내부구조, 대기업의 현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주로 교역에서 나타난 중국 제품의 추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교역 동향에 대한 검토에서는 한국산업의 대중수출
의 비중이 큰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의 설비확장에 의한 수입대체가 진
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에서는 특히 전자산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치
열해지고 있어 중국 수출제품 고도화 추세가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중국정부의 산업정
책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규 산업과 설비의 육성보다는 기존
산업과 설비의 구조조정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70년대 이
후 한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정부주도에 의한 특정산업의 집중육성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실태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원천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중국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와 그 중에서도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

업 등의 내부구조도 검토하였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의 비
중이 증가하는 등 산업고도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주도한 것은 전기전자 산업이었다. 전기전자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중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의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공정
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주요 산업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그렇지만 대표적 제조업 기업들의 규모, 효율성, 수출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은
아직까지 세계적 기업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 철
강, 기계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은 주로 국유기업이고 대부분 내수지향
적 기업이었다. 반면 비교적 신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상당수가 외자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위협도 인식되었다. 즉 중
국이 가진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최적화하
고자 하는 글로벌기업들 간의 경쟁이 중국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장에
서 중국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산출물 시장에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생산요소
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는 요소활용 방면에서의 위협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산업에서 이러한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위협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과 기업은 제품고도화,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흥시장에 대한 투
자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생산요소 활용,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 중
국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기보다는 한국기업이 중국 해당산업의 1등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별로 중국의 위협 형태와 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력 산업들에 대해
산업별로 그 대응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과 공정한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산업지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 중국 내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ㆍ중 FTA를 중국과의 거래비
용을 최소화하여, 중국 시장 공략과 중국의 생산요소 활용에 있어 한국기업들이 다
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은 생산비용을
낮추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력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쟁이라는 데 주목
하여, 지속적인 분야별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서 중국에 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능력도 형성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
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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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1) 기회, 위협, 위험의 구별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중국의 성장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대처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기회와 위협은 각각 중국경제의 거시적(macro) 성장과 미
시적(micro) 성장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장기 고도성장이라는 거시
경제적 성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및 투자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미시적 성장은 우리 산업과 기업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의 거시적 성장 측면을 보면, 중국은 197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9.4%의 놀라울 만한 장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6위의 경제규모
와 3위의 교역규모를 갖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이제 경공업과 중화
학공업을 막론하고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을 가진 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
고 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그에 따른 기회(opportunity)를 잘 활용하
여왔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
역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2004년 대중 수출은 497억 달러로 1992년 수교 당시 26
억 달러의 1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은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중국
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1998년 54억 달
러, 2002년에는 132억 달러, 2004년에는 20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결과 1993년
이후 2005년 8월까지 대중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854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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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누계의 79%에 해당한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기업의 가장 큰 투자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수교 이후 한국기
업의 대중 투자 누계는 2005년 3월까지 110억 달러에 이르며, 2004년의 경우 한
국 해외투자액의 37.7%, 건수의 57.1%가 중국으로 향했을 정도이다. 중국에 투자
한 한국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같은 중국의 생산요소를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한편,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과 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미시적 성장). 한
국이 성장하는 중국과 공존하면서 중국의 기회를 오랫동안 향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미시적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threat)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1) 이미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위협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량지표 면에서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점유
율 급증이나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의 높은 경쟁력, 국내 노동집약적
인 산업의 중국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위
협이라고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한국의 3배에 가까운 경제규모와 2배가 넘는 수출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총량지표 면에서 중국의 추격을 운위(云謂)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2) 또한 한국도 2005년 1인당 GDP 1만 6천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 문턱에 진

1) 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주는 기회는 지금까지 이미 성공
적으로 활용해왔으므로 별도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중국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 외에 달리 적극적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일례로 OECD는 중국의 2004년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액이 1,800억 달러로서 미국(1,490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ꡔ연합뉴스ꡕ 2005. 12. 13, ｢중, 정보통신기술기
기 수출 세계정상 차지｣). 그러나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무역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중
국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이 세계 1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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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나라로서, 중국의 추격이 아니더라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산업공동화 우려 역시 아직 그 실증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개념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의 위협(threat)과 중국으로 인한 위험(risk)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국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졌다. 한국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1995년 7.3%에서 2000년 10.7%로 높
아졌으며, 2004년에는 19.6%에 달하고 있다. 투자 면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40%, 건수 면에서는 60%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면에서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에 기인하는 리스크(risk)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시장의 비중 증가
자체는 그동안 미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는 달리 경제의 불확실성의 폭이 매우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의 역사가 25년이 넘고 2001년 12월에는 WTO에 가입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
다.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잦으며, 정부의 영향력도 강하게 남아 있어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크다. 예를 들어 2004년 하반기부터 실
시된 시멘트, 부동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몇몇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억
제조치로 인해 철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나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 급증을 초
래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나 경직적인 환율 운용 등 구조
적인 취약성도 갖고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는 외생적 충격의 파급경로에 대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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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정책효과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고 시장에
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한국은 2003년의 SARS 파동이나
2004년 중국정부의 강력한 투자억제조치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그렇지만 중국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
라 나타나는 이른바 ‘중국 위험’은, 중국산업의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장기적이
고 구조적인 위협과는 구별해야 한다. 둘 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유사하지만, 각각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중국 위협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압
력의 일종이므로 결국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위험은 (경기)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한국이 중국시장을 더 잘 활용
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3)
2) 중국 위협의 정의
이처럼 중국의 기회, 위협, 위험을 구별할 때, 본 연구는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
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
역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추격과 추월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먼저 한국경제의 현재 수준 및 앞으로의 과제와 한ㆍ중간 경
제관계의 내용에 근거해서 중국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4)

3) 중국경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005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 원례동향점검회의’나 ‘중국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중국경제의 급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준비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수단이다.
4) 특히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경제는 항상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경쟁 자체
로 인한 일반적인 경쟁 위협과 중국의 성장이 특수하게 부여하는 위협을 구별함으로써 중국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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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국의 기회, 위협, 위험

근본원인
구성요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위협
Risk

거시적 성장

미시적 성장

거시적 부침
미시적 불균형

▪26년간 연평균 9.4% 성장

▪산업과 교역의 고도화

▪거시경기의 급변동

▪중국 내 산업연관의 단절
- 원자재 부품 수출기회

▪수입대체와 수출 고도화

▪부문별 과잉생산

▪기업 연구개발의 강화

▪저렴한 생산요소
- 기업의 투자기회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
- made in China의 위협

▪경제ㆍ사회적 위기
- 부실채권, 전염병, 소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위협

▪경제정책의 급변
-거시정책, 환율정책
▪통상마찰

중국의 저렴한 Input의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 (투자영역)
+
중국을 활용한 생산을 통한
글로벌 Output 시장에서의 경쟁 (교역영역) 공존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시기의 중국은 일종의 자급자족적 산업구조를 추구하였
다. 특히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중국 내 중화학공업
과 소비재공업이 나름대로 긴밀한 산업연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과 토지라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수출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특히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및 조립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갖고 있던 중화학 장치산업과 경공업

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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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립산업의 밀접한 연관이 해체된다(그림 1-1 참고). 즉 1950년대부터 1970년
대까지 집중 건설된 중국의 중화학 장치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수출용 경공업 및
조립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였다. 그렇지
만 낙후한 설비와 기술, 그리고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수출용 제품에 사용되는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의 원자재와 부품을 충분히 공급하기에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이 부족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산업은 중국내 중화학 장치산업으로부터 충분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link 2의 실패), 선진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
여 중국 내 조립 및 가공 단계를 거쳐 다시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갖게 되었다. 2004년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이른다.
한편 계획경제시기에 건설된 대형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중국의 중화학 장치산
업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미루어왔던 중국의 ‘점진주의적
(gradualist)’ 개혁과정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분야에 대해
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도 제한적이었고, 자동차 등 몇몇 분야에서는 최근까
지도 높은 관세로 국내시장을 보호해왔다. 또한 이 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몇몇 대
기업에 의해 과점된 분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규모나 기술수준에 도달
하기 위한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그 결과 중국의 중화학 장치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
장하는 데 실패하였다(link 1의 실패). 2004년 중국의 상위 20대 수출기업 중에서
순수한 제조업분야에 속한 전자통신업체인 푸티엔(普天)집단(15위) 뿐이었다. 중
화학 장치산업 기업 중에서는 조선분야의 중국선박공업무역공사가 33위에 자리하
고 있을 뿐이고 이 분야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오산(寶山)철강은 겨우 95
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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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국 산업연관의 단절 지점
중복 투자
Infra 투자
Link 1
Link 2

중화학
장치산업

외자
자동차
IT

Global Major

Old link
외자기업
(수출의 58%)

경공업 및
조립산업
저기술
내수산업

개혁개방
이전

개혁개방
이후

고기술
수출산업

중국 산업의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수출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릴 수 있었다.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이미 중국과 차별화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통해 주요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산업구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000년대 들어 그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던 중화학산업의 비중이 상승하
고 있다. 또한 중화학 장치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도
대체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만일 중국의 중화학 장치산업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수출산업과의 연관을 새롭게 구축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동시에 자체 경쟁력을 향
상시켜 수출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중국의 기회가 소멸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중
국의 위협은 강화될 것이다.
즉 중국의 위협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하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중
국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이 고도성장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
품을 점차로 자체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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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정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던 한ㆍ중간의 분업구조가 변화하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수
지 흑자구조 또한 약화될 것이다. 즉 중국의 거시적 성장이 한국에 제공했던 시장
기회가 소멸하는 것이다(수입대체의 위협).
둘째는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대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 수출품의 구성
도 고도화되고, 결국 자동차, 전자(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과 세계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다. 한국보다 저렴
한 인건비와 지가(地價)를 갖고 있는 중국의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된다면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수출고도화의 위협).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
력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자본ㆍ기술 집약적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중국 산업과 기업
의 현재까지 성장 현황, 향후 성장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위협의 실
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
학, 철강 산업 등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중국 산업의 고도화
와 대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 산업들은 한국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동시에 대중 수출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분야들에서 중국이 산업고도화를 통해 수입대체와 수출고도화를 달성한다면 그
것이 바로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한국의 교역구조 및
한ㆍ중 교역구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HS 2단위로 분류한 2005년 한국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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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출품목은 모두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제품에
속하며, 이 품목들의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
10대 품목 중 8가지 품목이 대중 수출의 10대 품목에 포함되며, 이 10개 품목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7%에 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산업과 기업 성장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표 1-1. 한국의 10대 수출품과 그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비중

HS코드
2004년 2005년 수출
품
목
수출
(2단위)
(1~9월)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3,170
58,460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9,403
28,845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2,106
26,924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5,321
12,764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0,532
10,83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900
10,640
72
철강
10,578
9,700
29
유기화학품
8,749
7,949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90
5,767
7,852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품
73
철강 제품
3,320
3,242
10대 품목의 소계
210,846 177,209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83.1%
85.3%

자료: KOTIS

그러나 통계자료 입수와 관련한 각 장별 분석의 편의 때문에 본 연구 제2장 무
역구조 분석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중에서 기계산업을 제외하고5) 석유화학,
5) 기계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산업으로 2002년까지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지 못했으나, 최근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4년 6억 3,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11월까지 20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함으로써 39억 5,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는 등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중국에 대한 기계산업의 수출이 11월
까지 70억 4,400만 달러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 기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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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전자, 자동차, 조선 등 5개 산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제4장 산
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분석 및 제5장 중국 대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선을 제외
하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등 4개 산업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는
전자산업을 반도체, PC, 가전, 통신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앞서 제3장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최근 구체적
인 산업별 정책이 제시된 자동차와 철강 산업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표 1-2. 한국의 10대 수출품의 대중 수출과 그 비중
(단위: 백만 달러)

1
2
3

HS코드
(2단위)
85
84
29

4

90

5
6
7
8
13
16
소계
비중

39
72
87
27
73
38

순위

품

목

2004년 2005년
수출 수출(9월)
11,956 12,305
9,724
7,108
4,816
4,629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유기화학품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2,686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748
철강
3,396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102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95
철강 제품
459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246
한국 수출 10대 품목 대중 수출 소계
41,932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84.3%

3,659
3,443
3,000
2,445
2,160
338
297
39,387
86.7%

자료: KOTIS

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기계산업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대중 수출이 급증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중국시장의 성장이 한국 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기계산업은 위협의 원천이라기보다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 후발국의 추격이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
후발국인 중국의 추격보다는 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뉴
스 (2005. 12. 22), ｢일반기계, 만성적자서 수출 효자산업으로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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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을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한정하는 대신, 본 연구
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는 데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정책환경, 산업현
황, 경쟁주체의 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즉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 산업구조
의 고도화 현황, 위협의 주체가 되는 대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의
위협 강도 자체와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분기점(分岐點)이 어디
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 위협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중국의 시장점유율, 무역에서
한국과의 경합도, 기술추격의 속도 등과 같은 개별적인 위협의 양상을 보여주는 방
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접근이다.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가지고 중국 위협의 현황과 향후의 위협 현실
화 속도 및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무역구조, 한ㆍ중간의 분업구조, 세계시장에서 한ㆍ중간 경
쟁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위협의 핵심이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에서 중
국의 산업고도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수출경합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한다.
즉 중국의 무역구조 및 한ㆍ중 분업구조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증
하고 대중 흑자가 지속되는 구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구조가 중국의 원자재
및 부품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한ㆍ중간의 경쟁 현황 분석을 통해 아직까지 중국의 수출상품 고도화는 한국의 주
력산업 수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양국 상품의 경
합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정책, 주요 산업의 성장, 대기업의 현황, 중국기업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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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국 위협의 분석구조
위협의 인식
현재의 구조
무역분석

위협의 정의
∙가공형 무역
∙무역구조 고도화 현황

위협의 분석

정책환경
산업정책

산업현황
4대 산업

주체평가
대기업분석
해외투자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1) 수입대체
2) 수출고도화
위협의 평가
강화요인

제약요인

이슈: 산업고도화의 촉진 VS 제약
점검요소: 산업정책의 내용, 특징, 효과

육성의지

산업구조
정책성격

이슈: 산업별 고도화의 현황
점검요소: 충돌가능 산업의 성장 및 특징

빠른성장
거대시장
외자진출

외자의존
기술의존
내수지향

이슈: 위협 주체가 되는 대기업의 형성
점검요소: 기업규모, 수출능력, 연구개발

빠른성장
지배구조
개선

제조업 취약
수출 능력 취약
R&D 취약

이슈: 해외투자를 통한 경쟁력 획득
점검요소: 해외투자의 동기, 규모, 현황

기술흡수형
투자 등장

저기술 산업

투자 동향 등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분석한다. 이때 각 분야에서 중국 위협의 현황
과 앞으로 그 위협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들을 확인하는 한편, 현재 중국의 산업
및 기업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와 향후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우선 제3장에서는 후발공업국들의 산업고도화에서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
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산업정책이 어떻게 전
개되어왔으며, 그것이 중국의 자본ㆍ기술 집약적 중화학공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
을 끼쳤는지를 검토한다. 또 자동차와 철강 등 대표적인 개별 산업 육성정책들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최근 제시된 ‘신형공업화’ 및 11차 5개년계획하에서
중국이 어떤 산업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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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이 왜 1970~1980년대 한국이 추진했던 것과 같은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대대적 육성을 추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력산업
인 중화학공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지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
한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자본ㆍ기술 집약적 중화학공업의 현황을 검토
한다. 즉 중국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와 한국의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
차, 전자(가전, PC, 휴대폰,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산업 고도화의 주체, 수출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의 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간 산업경쟁의 주체가 기업이고, 특히 자본ㆍ기술 집약적 중
화학공업 분야는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중국에서 이 산업들
의 고도화와 국제화를 담당할 대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잠재력을

표 1-3. 연구 주제, 내용, 방법
분석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2장
무역구조

가공형 교역구조 확인
한ㆍ중 교역구조의 변화
중국의 무역고도화 및 한ㆍ중 경쟁 평가

무역 통계 및 지수 분석

제3장
산업정책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
산업정책의 효과
개별 산업정책 검토

문헌 분석

제4장
산업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황
산업구조의 특징(내수형 중화학공업)
업종별 현황과 전망

산업통계 분석
산업별 사례 분석

제5,6장
기업성장

중국 대기업의 규모, 산업 분포, 지배구조
대기업의 성장환경 평가(경쟁환경, 수익성)
대기업의 R&D 능력 평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및 사례

대기업 통계 분석 및 사례 분석
대기업의 국제 비교
R&D 투입 및 효과 분석(OECD,
DTI 자료 등)
해외투자 현황 및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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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들이 향후 한ㆍ중간의 경쟁과 ‘중국 위협’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대기업들의 산업별 분포와 규모를 확인하고 한국 및 국제 수
준과 비교한다. 또 이들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인 기업의 효율성 및 연
구개발능력을 평가한다.
제6장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갖는 의미를 평
가한다. 즉 중국기업 해외투자의 주요 동기가 최근 자원 확보에서 기술 흡수 및 해
외시장 개척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한계를 확인한
다. 만일 중국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을 단번에 흡수하는 데 성공한
다면 이는 한국의 산업과 기업에 중요한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에 대한 한
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세계적인 분업구조와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은 끊임없
이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위협 역시 그러한 항상적이고 일
반적인 추격 위협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의 위협을 자본ㆍ기술 집약적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과
기업 성장에 의한 수입대체(중국 ‘기회’의 상실) 및 수출경쟁이라고 분명히 정의하
고, 이 분야에서 중국 산업과 기업의 성격을 정책환경, 산업 현황, 경쟁주체의 형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 위협을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중국 위협의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그 지표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서 수입
대체 능력 및 중국의 수출품 고도화 수준이다. 이는 각각 중국 ‘기회’ 상실의 위협
및 중국과의 경합 위협을 표현한다. 이는 동시에 다양한 중국의 추격 및 위협 징후
들의 의미와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경합지표들의 검토가 아니라 정책환경, 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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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형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중국 위협을 강화하는 요인과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추격 및 위협의 미래
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인 분기점들을 식별할 수 있다. 가령 중국의 산업정책이 특
정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전환된다거나, 중국의 주요 산업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든가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된다면 중국의 추격 속
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서도 이러한 핵심
지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전략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셋째,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산업과 기업을 추격하고 위협하는 데는 많은 한
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대해 즉각적
이고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광범한 분야에서 전략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중국의 교역, 산업, 기업의 내부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 위협의 상
당 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에 진
출한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위협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 속에서 가열되고
있는 전세계적 요소활용 경쟁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제
시한다. 따라서 made in China에 의한 산출물(output) 시장의 위협이라는 방향에
서 접근하는 것보다, supplying in China라는 요소(input) 활용에서의 글로벌 경쟁
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중국경제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고 서술하는 적
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중국의 위협은 한국만이 느끼는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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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동아시아 각국 역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6)
그런데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산업 및 품목의
현재 경쟁력 및 경쟁력 격차를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현수와 이원복
(2003)은 2000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교역에서 나타난 경합
도 및 경쟁력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한중 제조업 간
의 경합이 강화되고,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일본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한국의 주
력산업도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3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행(2005)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의 6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시장에서의 한ㆍ중ㆍ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검토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기술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력산업의 대중 경쟁력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다. 산업연구원(2005)의 경우 10대 업종7)에서 1998~2004년 사이에서
수출경합도 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간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전, 일반기계, 통신기기의 경합도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근거
로 10대 업종 대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및 자본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ㆍ중 양국의 협력을 통한
세계시장 공동진출, 중국 내수소비재 시장의 선점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있
다. 한편 산업기술재단(2004)은 주요 산업의 세분화된 제품들에 대해 한ㆍ중간의
기술경쟁력을 주로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다.8)
6) 동아시아 각국이 느끼는 중국 위협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등 참조.
7)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철강, 섬유, 조선, 일반기계,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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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중국의 추격속도 및 각 산업 분
야별 경쟁력을 직접 비교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무역지표를 이용한 경합도 평가
나 경쟁력 평가는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는 품목을 판별하는 데 표준
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역지표로 나타나는 중국의 위협은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바탕으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무역거
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는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처럼 대외무역의 55%(2004년)
가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역시 중국 수출의
중요한 주체인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개별 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상세한
분야별 기술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산업에 대한 기
술경쟁력 평가는 전문가 면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응답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
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자기업을 포함하여 중국산업 중 가장 발전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중국산업의 경쟁력 수준과는 동떨어질 가능
성도 있다.9)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기술 역량 축적 필요성
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나, 중국 위협의 실체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위협을
경고하는 효과만을 거두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별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이 없
이 중국의 추격 현황을 경고하거나,10)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대응전략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8) 그러나 각 산업 및 품목별로 비교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본 연구에서는 그 산업기술재단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기업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제5장 3절 내용을 참고).
9) 이러한 한계가 기술수준 비교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10) 한국은행(2005), 산업자원부(200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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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 위협 가운데 주력산업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의
위협을 정의하고, 교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추격 양상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정책
이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의 주요 산업이 어떤 성장양상을 보여주며
어떤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 중국 위협의 주체인 중국의 대기업
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여 있는지, 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체
인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도 교역, 산업, 기업 등에서 별도로
살펴보았다. 이는 교역구조의 분석에 치중하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중
국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 더욱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준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의 추격과 위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
라, 중국의 교역, 정책, 산업,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과 한계에 대해서
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구별된다.
표 1-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슈

기존연구

본 연구

위협의 정의

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 고도화에
따른 경합 및 경쟁
한ㆍ중간 기술격차 축소

위협과 위험을 구별
주력산업에서의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 위협

위협의 측정

교역에 대한 분석
(점유율, 비교우위, 경합도)
기술격차 측정

교역, 정책, 산업 내부구성, 기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위협의 범위

제조업 전반,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부품소재 산업 등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에 한정

위협의 주체에
대한 분석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

외자기업에 대한 분석 및 대기업에
대한 분석

외자기업의 역할
(made in China)

적극적으로 구별하지 않음

중국 내 외자기업의 활동을
요소활용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

강조점

추격 양상을 주로 강조

여러 가지 취약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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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중국의 주요 수출제품 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즉 주력 수출품이 일반
적으로 노동집약형으로 인식되는 산업 및 제품에서 자본ㆍ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전
환되고 있다. 이는 [표 2-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96년의 주력 수출품목이 의
류와 전자제품이었다면, 2004년에는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이었다. 전자제품은 1996
년 전체 수출의 13.4%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22.3%로 비중이 높아졌다. 기계
역시 1996년 7.2%에서 2004년 19.5%로 증가하였다. 전자와 기계는 2004년 중국
의 수출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총액 면에서도 같은 기간 기계, 전자제
품, 자동차 등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섬유, 완구, 의류 등의 증가율은 상대
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수출구조만 고도화된 것이 아니라, 수입구조도 동시에 고도화되었다. 즉
수출의 비중이 급증한 산업은 수입 면에서도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2004년 중
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 및 기계제품으로,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했다. 또 정
밀기계, 전자, 자동차 등 기술 및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총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교역구조가 가진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자본집약형 제
품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은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가 내부적
인 산업구조의 발전보다는 수입 중간재를 이용한 가공무역적 성격을 활용하여 촉
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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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품별 교역패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총액 증가율
(단위: %)

수출
구분

수입

1996

2004

총액
증가율

1996

2004

총액
증가율

가공 안한 농산품

4.9

2.0

40.3

3.0

2.5

83.1

식료품

4.2

1.8

43.4

3.1

1.4

44.6

원자재

4.9

2.8

57.2

6.7

12.0

179.8

유화제품

8.5

7.0

82.2

14.9

13.4

90.3

나무, 종이

4.1

4.6

112.9

4.3

2.9

67.8

가죽, 신발

8.3

4.9

58.8

2.1

1.0

47.5

섬유, 직물

6.8

4.4

64.7

11.3

3.8

33.9

16.3

10.5

64.6

0.7

0.3

36.6

건축자재

1.7

1.6

90.1

0.7

0.6

79.4

금속

5.5

6.0

110.1

8.8

8.3

94.5

금속제품

1.4

1.3

95.3

0.4

0.4

102.0

기계

7.2

19.5

269.5

21.7

16.3

75.3

13.4

22.3

166.9

13.6

25.4

185.9

자동차

1.1

2.0

176.2

1.6

2.3

146.8

선박

0.2

0.2

93.4

0.3

0.3

90.8

기타 운송장비

1.4

1.0

72.4

1.9

1.0

50.0

정밀기계

3.4

3.2

93.7

3.3

7.4

220.2

완구, 잡제품

6.5

4.4

66.9

1.0

0.7

67.0

기타

0.1

0.5

435.2

0.5

0.2

33.8

100

100

100

100

의류

전자제품

총계

주: 1) HS 2단위 98개 상품을 17개 상품군으로 집계한 것이다([부록 1] 참조).
2) 증가율은 1996년 대비 2003년의 증가율이다.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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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2-1]과 같다. 2004년 일반
무역 수출과 가공무역 수출의 비율은 41:55였고, 수입의 경우 일반무역과 가공무
역 비율은 44:40으로 수출은 가공무역이, 수입은 일반무역이 많았다. 수출의 경우
가공수출의 비중이 1995년 이후 계속해서 일반수출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였다.11)
수입은 가공수입의 비중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급속히 늘어나 전체 수입의
절반까지 이르렀지만 이후 일반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다가 2000
년부터 역전되었다. 이러한 무역방식별 추세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98년부터 중국정부의 밀수 억제정책이 실시되면서 그동
안 감추어졌던 일반무역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6~1997년 밀수입
의 규모는 공식 수입액의 5~8%(일반무역 기준으로는 15~25%) 수준인 것으로 추
정된 바 있다(OECD, 2000:4).
또한 1990년대 말의 내수부양책으로 국내소비를 위한 수입이 늘어났다.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중국정부는 고정자산투자
를 늘리는 등 내수부양책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일반수입 대상 품목의 관세율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였지만, WTO 가입을 전후로 크게 낮추었다. 그 결과 수입
이 늘어난 것이다.

11) 일반무역은 자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자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수출한 제품의 무역을
말하며, 가공무역이란 수출품의 원자재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수입품을 가공하여 수
출한 제품의 무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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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 추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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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海關統計(中國統計數据庫, http://www.chinainfobank.com)

그림 2-2. 중국 수입구조의 변화 추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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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海關統計(中國統計數据庫, http://www.chinainfobank.com)

중국의 교역 품목을 중간재 및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역의 성격
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중간재는 성격에 따라 반제품과 부분품으로 나누
어질 수 있고, 최종재는 그 용도에 따라 자본재와 소비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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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1996년과 2003년의 가공단계별 교역구조는 [표 2-2]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비재부문에서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반면, 중간재에
서는 수입초과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렇게 가공무역적인 성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가공무역 자체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다.
첫째, 중간재는 수입비중이 61.9%에 달할 만큼 절대적이었다(2003년). 중간재
는 조립용으로 교역되는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는 반제품의 수입이 아직 더 많지만, 증가속도는 부품 및 부분품이 더 높았다. 이
는 중국의 가공무역적인 특징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단순한 반제품의 수입
및 조립에서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의 수입 및 조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
여준다.
둘째, 최종재의 경우, 수출에서는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의 수출 비율이 더 높다.
반면 최종재의 수입구조에서는 소비재보다 자본재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최
종재의 수출입에서도 특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주로 수입하고, 이를 통해 생
산된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구조임을 확인시켜준다.
표 2-2.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분석
(단위: %)

구분
1차 제품
중간재
반제품
부분품1)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기 타
계

1996
수입
9.7
60.7
45.1
15.6
29.1
24.1
5.0
0.0
100

2003
수출
5.3
32.9
24.9
8.0
61.5
12.8
48.7
0.1
100

주: 1) 부품 및 부분품.
2) 가공단계별 제품분류는 [부록 2]를 참조 .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

수입
11.8
61.9
33.5
28.4
26.0
21.6
4.4
0.0
100

수출
2.6
36.7
20.7
16.0
60.4
23.3
37.2
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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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6년 이래 최종재 수출 중에서 자본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는 중국의 최종재 수출구조도 소비재 위주에서 자본재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재 수출의 의미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의 주력 수출품이 고기술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해외에
서 수입한 자본재의 중간재를 노동집약적인 비교우위를 활용해 ‘조립 가공’하여 최
종 완성된 자본재를 수출하는 구조라고 평가되고 있다.12)
중국의 가공단계별 교역을 지리적으로 구분해보면, 중간재의 절반 가까이를
아시아에서 조달하는 반면, 최종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북미, EU 등에 집중되고
있다. 즉 중간재 수입의 40% 이상이 한국, 일본, 아세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최
종재 판매는 절반 가까이가 북미 및 EU를 향하고 있다. [표 2-3]은 중국과 각국
간 중간재 및 최종재 제품 교역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13)
첫째, 중국의 중간재 교역에는 한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한국, 일본, 아세안으로부터 전체 중간재 수입의 41.8%를
수입하고 있다. 반면 북미 및 EU로부터는 전체 중간재의 18.1%만을 수입할 뿐
이다.
둘째, 최종재 교역에서 북미 및 유럽지역이 수출의 46.0%를 차지하고 있어 주
요 수출대상 지역임을 보여준다. 최종재 중 소비재는 43.8%, 자본재는 수출의
48.9%가 북미와 EU를 향하고 있다.14) 반면 아시아 3개 지역은 중국 최종재 수출
의 20.5%를 차지한다.

12) Lemoine and Ünal-Kesenci(2002: 28) 참조 .
13) 본 연구에서 언급한 지역 중 아세안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0개국,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EU는 오스
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확대 이전의 15개국이다.
14) 북미지역에 대한 주요 자본재 수출구조는 최의현(2005: 99)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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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공단계별, 지역별 교역구조 분해(2003년)
(단위: %)

구분
수출 분해
전세계
한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수입 분해
전세계
한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중간재
반제품 부분품

1차
산품

최종재
기타
자본재 소비재

총계

2.6
0.6
0.6
0.3
0.2
0.2
1.8

36.7
2.1
3.7
4.0
5.9
4.6
16.4

20.7
1.4
2.0
2.1
3.1
2.5
9.6

16.0
0.7
1.7
1.9
2.8
2.1
6.8

60.4
1.9
7.8
2.7
17.1
10.7
20.3

23.3
0.7
2.2
1.4
6.4
5.0
7.6

37.2
1.2
5.6
1.3
10.6
5.7
12.7

0.2
0.0
0.0
0.0
0.0
0.0
0.1

100.0
4.6
12.1
7.0
23.2
15.5
37.6

11.8
0.0
0.3
1.2
1.6
0.3
8.4

61.9
7.5
10.7
8.1
5.0
6.2
24.4

33.5
4.5
4.9
3.7
3.0
2.8
14.6

28.4
3.0
5.8
4.4
2.0
3.4
9.8

26.0
2.9
5.0
2.1
3.1
5.6
7.2

21.6
2.6
4.2
1.8
2.5
4.5
5.9

4.4
0.3
0.7
0.4
0.6
1.1
1.4

0.3
0.0
0.0
0.0
0.0
0.0
0.1

100.0
10.4
16.0
11.5
9.7
12.1
40.6

주: 1) 비교우위는 [부록 3]의 무역수지기여도 지수로 계산하였으며, 기여도의 합은 수식에 따라 0의 값
을 가진다.
2) 수출 분해와 수입 분해는 각각 전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한국이 그동안 중국의 성장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왔던 것은, 중국이 중간재
를 수입하고 가공공정을 거쳐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부
품, 화학원료, 철강, 기계 등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이 공급하는 분업구조가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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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
다. 2004년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이
중에서 반제품은 43.9%, 부품은 35.8%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재는 대중 수출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자본재가 16.2%이고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즉 한국의 대중수출은 중국의 가공형 교역구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1992년 대중교역이 시작된 초기단계부터 고착된 것이다.
당시에는 중간재 중 특히 반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컸
다. 이후 중간재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커지고, 최종재 중에서 자본재의 비중이 커
지면서 현재의 수출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앞로 중국 내의 중간재 자급을 늘리는 방향으
로 작용하게 되면, 중국이 주는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고 수입대체의 위협이 현실화
표 2-4.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구성(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가공단계별
전 체
1차상품
소 계
중간재
반제품
부 품
소 계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1992년
수출액
구성비
2,652
100.0
12
0.5
2,355
88.8
2,228
84.0
127
4.8
285
10.7
193
7.3
92
3.5

2004년
수출액
구성비
49,749
100.0
283
0.6
39,654
79.7
21,836
43.9
17,819
35.8
9,811
19.7
8,068
16.2
1,744
3.5

연평균
증가율
27.7
30.3
26.5
20.9
51.0
34.3
36.5
27.8

자료: 양평섭(2005), pp. 3~6에서 재작성.15)
15) UN의 상품분류 방식의 하나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방식에 따라 제품을 일차
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및 기타 제품으로 구분하며, HS 6단위 data
를 이용했다.

54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92년 이래의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
더라도, 1990년대 이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어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것은 주로 중간재 내에서 반제품보다는 부품의 비중이 커지
고 최종재 중에서 자본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한ㆍ중 분업구조의 심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중간재 투입 의존을 줄인다기보다, 중간재 중에서 단순 조립의 대상이 되는 반제품
의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심화된 공정 간의 분업을 반영하는 부품의 수입
비중은 늘어나는 형태로 한ㆍ중 교역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대체
보다는 수입품 구성의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의 산업구
조 고도화가 아직까지는 가공무역 내에서의 고도화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
석될 수 있다. 한편 비중이 줄어든 반제품 역시 1992년부터 연평균 20.9%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수출에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 2004년 전체 대
중 수출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설비 등 자본재가 대체로 매우 부가가치
가 높은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품 구성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현상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대중투자는 1992년 1억 4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4년 22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들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이전)하였다. 따라서 자본재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투자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대중 수출품목의 구성 면에서는 이처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2004년 한국의 전체 수출의
19.6%가 중국으로 향할 만큼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수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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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대중 수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국
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가 아니라도, 중국의 경기변동이나
중국시장 내에서 다른 국가와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라 한국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2-5]는 주요산업별로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한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1996년 8.8%에서 2004년 19.6%로 늘어났다.
그런데 주요 산업 중에서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각각 27.7%와 34.2%로
높은 대중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5. 한국 무역의 대중 의존도
(단위: %)

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996
2000
2004
8.8
10.7
19.6
19.9
26.0
34.2
1.5
1.1
6.5
3.2
7.4
16.3
12.8
15.8
27.7
0.3
0.1
2.8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1996
2000
2004
6.6
7.4
11.7
5.4
5.4
7.5
0.2
0.4
0.4
2.7
5.8
10.5
18.2
10.8
22.9
0.3
0.1
0.4

자료: KOTIS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전자산업이고,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중국시장
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자
동차와 조선의 경우, 중국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입대체가 일어나더라도, 그로부
터 받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자산업의 경우 중국의 전자산업은 대표적인 가공형 산업이다. 따라서 한
국의 대중 수출 역시 중국의 경기변동보다는 세계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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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가공무역의 소재로도
활용되지만, 중국의 설비 및 인프라 투자 등 중국 내수용으로 상당 부분이 사용된
다. 따라서 이 산업들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거나 경기부침이 발생하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시장점유율은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무역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지표로 특정 시장의 총수입 중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그 비
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산업 및 품목의
경쟁력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규모도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3배 이상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점유율 수준의
단순 비교보다는 중국의 점유율 증가가 한국의 점유율 감소로 나타나고 있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표 2-6]은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 1996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중국은 제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3.4%에서 7.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점유율 역시 2.9%에서 3.2%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16)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경기부침에 따른 충격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중국의 위협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risk)에 해당한다.
17) 2004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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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확대의 결과 한국의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의 산업성장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중국상품으로 대체되는 이른바 수출고도화 위협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
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표 2-6.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한국

중국

1996

2000

2004

1996

2000

2004

2.9

2.7

3.2

3.4

4.0

7.5

석유화학

2.3

2.3

2.6

2.4

2.7

3.9

전자

6.6

4.9

6.4

3.8

4.8

11.6

자동차

2.9

2.8

4.4

0.4

0.8

1.6

철강

4.0

4.0

4.2

3.6

4.3

7.6

조선

21.4

21.3

27.0

3.5

4.2

5.6

전체 산업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18)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철강, 그리고 조선의 세
계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주요 5개 산업 모두에서 중국의 점유율
이 빠르게 커졌으나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5개 산업 모두에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3개 산업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
으나, 자동차와 조선에서는 아직 한국의 점유율에 못 미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자산업의 경우만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6년 6.6%에서
2000년 4.9%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다시 6.4%로 증가함으로써 소폭 감소하였

18) 본 장의 산업분류 기준은 HS 2단위 기준으로 석유화학: HS 28~40, 철강: HS 72+73, 전자:
HS 85, 자동차: HS 87, 조선: HS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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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반면 전자산업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3.8%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2004년 11.6%로 급성장하였다. 비록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점유율 하락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향후 중국의 수출고도화 위협이 전자산업에 집
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안정적인 가운데 중국의 시장점유율
도 상당히 높아졌다. 철강의 경우 1996년에는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이 각각 4.0%,
3.6%로 한국이 조금 높았으나, 2004년에는 각각 4.1%와 7.6%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중국의 위협과 관계없
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시장점
유율은 자동차의 경우 2.9%에서 4.4%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수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도 21.4%에서 27.0%로 역시 크게 높아졌다. 중국
도 시장점유율은 상승(자동차 0.4%→1.6%, 조선 3.5%→5.6%)하였으나, 절대적인
점유율이 낮고, 증가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추이를 통해 각국의 주력 수출산업 및 그 변화
를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7]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 기계, 자동차 산업이,
중국은 전자, 기계, 의류 산업이 3대주력 수출상품이었다. 한국은 전자제품의 수출
이 전체 수출의 28.8%를 차지하였고, 3대 주력 수출품의 수출비중이 1996년에 비
해 모두 높아졌다.
중국의 경우 전자와 기계제품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자제품의 수출비
중은 13.4%에서 22.3%로, 기계제품의 수출은 7.2%에서 19.5%로 늘어났다. 반면
주력 수출산업 중에서도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서 10.5%로 줄어들
어 수출산업 구성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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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구 분
가공 안 한 농산품
식료품
원자재
유화제품
나무, 종이
가죽, 신발
섬유, 직물
의류
건축자재
금속
금속제품
기계
전자제품
자동차
운송장비(자동차 제외)
완구, 잡제품
정밀기계
기타

1996
1.4
1.1
3.1
9.2
1.4
2.8
10.2
3.3
0.4
6.2
0.6
10.4
27.0
9.0
6.4
1.6
5.8
0

한국
2000
0.9
0.8
5.6
9.7
1.5
1.6
7.6
2.9
0.5
6.3
0.5
17.3
26.9
8.9
5.3
1.4
2.3
0.0

2004
0.6
0.7
4.2
10.9
1.2
0.7
4.4
1.4
0.5
7.1
0.5
15.6
28.8
12.6
6.2
2.4
2.1
0.0

1996
4.9
4.2
4.9
8.5
4.1
8.3
6.8
16.3
1.7
5.5
1.4
7.2
13.4
1.1
1.6
3.4
6.5
0.1

중국
2000
3.5
2.4
3.7
7.9
4.6
7.0
5.5
14.3
1.6
5.2
1.4
10.8
18.5
1.8
1.9
3.4
6.2
0.2

2004
2.0
1.8
2.8
7.0
4.6
4.9
4.4
10.5
1.6
6.0
1.3
19.5
22.3
2.0
1.5
3.2
4.4
0.2

자료: KOTIS

한편 한국과 중국의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줄곧 20%대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같은 기간 20% 수준
에서 23%로 비중이 커졌다. 같은 기간 EU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경우 14.5%에서
12.0%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14.0%에서 16.8%로 늘어났다. 일본
에 대한 수출은 양국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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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19.6%로 늘어나 북미를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즉 한국이 세계시장에
서 중국의 수출고도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을 통해 수출고도화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커졌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림 2-3. 한국의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2004

1996
기타, 31.7

기타,
31.0

북미, 20.1

북미,
19.4
EU,
12.0

EU, 14.1
중국, 8.8
일본, 11.1

아세안,
14.2

아세안,
9.5

중국,
19.6

일본, 8.5

자료: KOTIS

그림 2-4.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1996

기타, 35.1

2004

북미, 19.6

기타, 35.6

북미, 23.3

EU,
14.3

한국, 5.0

자료: KOTIS

일본, 19.2

아세안,
6.8

EU, 16.8
한국, 4.7

일본, 12.4

아세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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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1) 현시비교우위의 계산방식: CEPII RCA 지수
특정국 수출상품의 비교우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수는
Balassa가 고안한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이다.
RCA 지수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i국의 k상품의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CA ik =

여기서 Xik

X ik / TX k
X i / TX

= i국의 k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TXk = 세계 전체의 k상품 수출액(수입액)
Xi

= i국의 총수출액

TX = 세계 전체의 총수출액(수입액)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RCA 지수는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며, 지수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품
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Balassa의 RCA 지수는 수출 통계만으로 비교우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
실상 수출특화를 나타낸 지수로,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우위 지수라고 하기에는 문
제가 있다.19)
19) 비교우위의 획득에 대한 개념은 Lafay(1992)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첫째, 그
경제주체의 활동범위 내에 천연자원이 존재하고, 둘째, 생산의 거시적 요소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한 상대적 생산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셋째, 미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통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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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RCA 지수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Fontagné, Freudenberg and
Ünal-Kesenci(1999)는 Lafay(1992)의 가정을 기초로 CEPII RCA 지수(또는 무역
수지기여도 지수)를 고안하였다. CEPII RCA 지수는 무역수지와 각 재화가 해당
국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가중 처리하여, 그 현실 적합성이 뛰어나다
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 i가 특정 산업 k에 대해 보유한 CEPII
RCAfi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ik = yik − zik
여기에서 yik는 산업 k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수지(= 1000

(Xik − M ik )/Y ) 이

고, zik는 산업 k가 전체 제조업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 처리되어 산
업 k에 귀속된 수지이다( =
M은 수입을 뜻한다.

X i k + Mi k

Σ

). 여기서 Y는 국내총생산, X는 수출,

(X i k + M i k )

k

이 공식은 한 국가의 특정재화에 대한 비교우위를 검토할 때, 전통적인 RCA 지수
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상대적 무역수지와 특정 산업의 귀속수지를 결
합시켜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식을 다시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k =

1 00 0
Yi

2 (X ikM i − X iMik )
X i + Mi

적 요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Lafay(1992)는 흔히 혼용하고 있는 경쟁력과 비교우위의 개
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즉 경쟁력은 일정 재화에 대해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비교우위는 국가 내 재화 간의 비교에 의해 얻을 수
있고, 경제변수의 변화보다는 경제 자체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Balassa의 RCA 지수는 국내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무역수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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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II RCA 지수 fik 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fik > 0인 경우, 국가 i는 산업 k에 대해 현시비교우위를 갖는다.
(2) fik < 0인 경우, 국가 i는 산업 k에 대해 현시비교열위를 갖는다.
(3) fik = 0인 경우, 국가 i는 산업 k에 대해 현시비교우위도 열위도 없다.
이전의 RCA 지수와는 달리 CEPII RCA 지수는 1보다 클 수도,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며, 개별지수의 총합은 ‘영’이다(Lemoine and Ünal-Kesenci 2003: 33).
2)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 분석
CEPII RCA 지수를 이용하여 세계시장에서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2-10). 이에 따르면 석
유화학산업에서 한국의 비교우위지수는 1996년 -2.6에서 2004년 1.1로 개선되어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역전되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1.3에서 -22.5로
비교열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유화제품 수출이 늘고는 있
으나 이보다 더 많은 제품을 중간재로 수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자산업에서 한국의 비교우위지수는 31.2%에서 30.0%로 여전히 높은 비교우
위를 시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0.5%에서 -10.8%로 비교열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 역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
국의 산업별, 가공단계별 교역구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전자제품 교역이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산업의 무역수지는 오
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는 절대수치가 주요 산업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비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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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조금 심화되었다.
철강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즉 한국은 2000년 비
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되었다가 2004년 다시 비교열위로 바뀌었다. 중국은
2000년 높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열위가 약화되었다가 2004년 다시 심화되었다. 세
계 철강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되
는 이유는 저부가가치 철강재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 고급철강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에서는 한국의 비교우위는 세계 1위의 수출국에 걸맞게 매우 높았으며
강화되고 있고, 중국은 약한 정도의 비교우위만을 기록하였다.
표 2-8. 주요 산업의 한중 현시비교우위지수(CEPII RCA) 비교
주요 산업

한국

중국

1996

2000

2004

1996

2000

2004

석유화학

-2.6

0.3

1.1

-11.3

-16.3

-22.5

전자

31.2

15.5

30.0

-0.5

-8.9

-10.8

자동차

18.8

25.5

38.7

-0.8

0.5

-1.2

철강

-0.8

1.2

-5.8

-25.4

-3.0

-2.8

조선

10.5

15.1

19.5

0.3

1.1

1.2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

결국 개선된 지표를 통해 살펴본 비교우위 지수는 주요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강력한 비교우위를 현시하고 있으며, 철강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비교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주요산업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
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도 크게 늘어남으로써 대부분 비
교열위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력 수출품목이라고 할 수 없는 조선을 제
외하고는 2000년 이후 주요 산업에서 비교열위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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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도 하다. 그런데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강화된 산업에서 중
국의 비교열위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조선산업에서만 한국의 비교우위가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이 소폭의 비교우위 개선을 보였다. 한국의 비교열위가 강화된 철강산
업에서는 중국 역시 비교열위가 강화되었다. 이는 양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정면으
로 충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수출증대와 중국의 수입증대라는 형태로 지금
까지 충돌이 회피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9]는 한ㆍ중 양국의 3대 수출시장인20) 북미, 일본, EU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 정도를 주요 산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북미, 일본, EU에서 비교열위를 시현하였다. 한국은 주로 일본과의
교역에서 비교열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북미와의 교역에서 비교열
위가 심했다. EU와의 교역에서는 비교열위의 정도가 낮았다.
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은 북미와의 교역에서는 비교우위를 기록하였지만, 일본과
는 비슷한 크기의 비교열위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크기는 달랐지만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산업에서 양국의 수출 및 수입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
여준다.
자동차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EU와는 약한 비교열위를 보였지만 북미지역
과는 최근의 자동차 수출호조를 반영하여 명확한 비교우위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비교열위 또는 비교우위가 모두 크지 않았다.
철강산업은 한국과 중국 모두 북미, EU와는 비교우위, 일본과는 비교열위 상태
에 있었으며, 조선산업에서는 한국이 대세계 비교우위는 매우 높았지만, 3개 지역
과의 교역에서는 오히려 약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20) 한국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3대 시장임.
21) 일반적인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EU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지만, 선박의 경우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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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요 산업의 지역별 현시비교우위지수(CEPII RCA) 비교(2004년)
한국

중국

세계

북미

일본

유럽

세계

북미

일본

유럽

1.1

-3.5

-9.5

-1.3

-22.5

-5.2

-4.2

-0.8

전자

30.0

9.3

-10.9

-0.1

-10.8

2.0

-6.1

-0.03

자동차

38.7

16.7

-1.1

-0.1

-1.2

0.6

-1.5

-0.02

철강

-5.8

1.1

-6.8

0.04

-2.8

0.7

-2.1

0.6

조선

19.5

-0.01

-0.6

-0.1

0.2

0.5

-0.1

-0.02

석유화학

자료: Comtrade data base, United Nations. 필자 계산.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1) 수출경합도 지수
국가 간 수출상품의 경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척도로 수출경합
도 지수 또는 수출유사성 지수(Export Similarity Inde: ESI)가 사용된다. 이 지수
는 특정한 두 나라의 산업 및 교역구조가 흡사할 경우, 이 두 나라의 경쟁도 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동일 시장에서 두 나라의 수출구조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 지수는 두 경쟁국에서 동일 시장으로 수출된 특정 그룹에 속한 재화들의 해
당 그룹에서의 비중을 구하고, 그 중 작은값을 모든 상품에 대해서 더해서 얻게 된
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n

ESI =

Σ

k= 1

min (

M ihk Mjhk
,
)
M ihK MjhK

여기서 Mihk = h 시장의 i국으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

나 주요 선박 정박 항구로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3개 지역에 대한 수출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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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k = h 시장의 i국으로부터의 상품그룹 K의 총수입
Mihk = h 시장의 j국으로부터의 상품 k의 수입
Mihk = h 시장의 j국으로부터의 상품그룹 K의 총수입

그러므로 상위그룹의 ESI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위그룹에 속한 모든 재화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국가의 ESI가 0으로 계산될 경우,
이는 재화의 대분류에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정
작 세분화된 하위그룹의 시장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수출할 때 다른 나라의 수출
은 전무하고, 그러므로 이 두 나라는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일 이 지수가 1이라면 두 나라가 세분화된 각각의 재화를 정확히 같은 비율로 동
일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양국간 경합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비교
[표 2-10]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합도를 계산한 것이
다. 본 분석에서는 5개 산업의 HS 4단위를 세부품목으로 하여 ESI를 계산하였다.
표 2-10. 세계시장에서 주요 산업별 한중 수출경합도 추이
1996

2000

2004

변화(96~04)

석유화학

0.03

0.03

0.03

-0.01

철강

0.43

0.37

0.38

-0.05

전자

0.46

0.49

0.62

0.16

자동차

0.19

0.17

0.52

0.33

그중 완성차

0.02

0.01

0.03

0.01

조선

0.85

0.94

0.81

-0.04

자료: Comtrade data base,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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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양국의 경합도가 0.03으로 절대치도 매우 낮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4년도 한국의 동 산업 수출액이 276억 달러로 중국 수출액(415
억 달러)의 66%에 달하지만, HS 4단위 220개 세부 품목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많은 품목이 42개에 달하는 등 양국간 주요 수출품목이 달라 실제 경합관계는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철강산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합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중국의
철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좀더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중국
은 범용제품 위주로 수출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도 중국의 주력
수출품은 철강 반제품(HS 7202, 7207)이었고,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압연제
품(HS 7210, 7219)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22)
셋째, 전자산업에서는 양국의 경합도가 1996년 0.46에서 2004년 0.62로 증가하
였다. 이는 중국이 영상기기(HS 8525, 8529)와 집적회로(8534, 8542) 분야에서
수출을 늘리면서 수출품목이 한국과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영상기
기와 집적회로(HS 8525, 8529, 8542)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3대 수출품목이다.
넷째, 자동차산업에서는 완제품 승용차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경합도 지수는
1996년 0.016, 2000년 0.007, 2004년 0.026에 불과하여 사실상 경합관계가 없었
다. 2004년 승용차 수출은 한국이 250억 달러, 중국은 3.1억 달러였다. 그러나 부
품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양국간 경합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과 2000년까지 미미하던 경합도가 2004년 들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
과는 1996~2004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117억 달러에서 321억 달러로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의 수출이 17억 달러에서 118억 달러로 7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22) HS 7202 및 7207의 경우 중국 수출은 전체 철강수출의 19%를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그 비중
이 0.1%에 불과한 반면, HS 7219 및 7210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32%, 중국의 수출비중
은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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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HS 8708)으로, 2004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
의 37%를 차지한다. 자동차 부품은 주로 미국시장을 향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
은 GM과 델파이의 글로벌전략에 따른 기업내 무역으로 볼 수 있다.23)
다섯째, 조선산업의 경합도 지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한국의 조선 경쟁력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화물선(HS 8901)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합도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양국의 수출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조선 수출규모는 중국의 4배이
고, 화물선의 수출 규모도 3.4배에 달한다.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중국의 교역구조에서 특기할 것은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표 2-11]에서 보듯이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1994년 337.7억 달러
에서 2003년 5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외자기업이 중국의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8.7%에서 2003년 54.8%로 늘어났다. 수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5%에서 56.2%로 증가하였다. 이는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
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이다. 대만은 1970년대 중반 외자기업
의 수출 비중이 20%, 한국은 1974~1978년 연평균 25%에 불과하였다(Gilboy
2004).

23) GM은 2003년 중국에서 30억 달러의 부품을 조달하고, 2009년까지 그 규모를 1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이영주 20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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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FDI 유입 및 외자기업의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FDI(실행기준)
337.7
375.2
417.2
452.6
454.6
403.2
407.2
468.8
527.0
535.1

연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외자기업의 수출
347.1
468.7
615.1
749.0
809.6
886.3
1,194.4
1,332.4
1,699.4
2,403.1

(비중)
(28.7)
(31.5)
(40.7)
(41.0)
(44.1)
(45.5)
(47.9)
(50.1)
(52.2)
(54.8)

외자기업의 수입
529.3
629.4
756.1
777.2
767.2
858.8
1,172.7
1,258.6
1,602.8
2,318.6

(비중)
(45.8)
(47.7)
(54.5)
(54.6)
(54.7)
(51.8)
(52.1)
(51.7)
(54.3)
(56.2)

자료: ꡔ中國統計年鑑ꡕ(2004).

그림 2-5. FDI 가공무역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가공수입
60
50
40
30
20
10
0
1996

1997

1998

1999

전체기업

2000

2001

외자기업

2002

2003

국내기업

가공수출
60
50
40
30
20
10
0
1996

1997

1998
전체기업

1999

2000
외자기업

주: 전체 수입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海關統計(中國統計數据庫, http://www.chinainfobank.com).

2001

2002
국내기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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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자기업들은 중국 교역의 중요한 특징인 가공무역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림 2-5]는 가공무역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 가
공수입의 75% 정도가 외자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이며, 가공 후
수출 비중도 70%를 넘는다. 즉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중국의 대외교역을 증대시키
는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공수입과 가공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무역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구조를 노동
집약적 제품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제품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교역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교역제품도 과거
의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이제는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렇게 중국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자본집약적 제품으로까지 수출 경쟁력이 늘어
나게 된 데는 특히 외자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표 2-12]는 중국의 생산과 수출 고도화에서 외자기업의 역할을 보여준다. 외자
기업은 2003년 중국 첨단산업 총생산액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외자기업은 중국 첨단산업 수출의 90%
가까이를 점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도 외자기업이 첨단기술 제품 수
출을 늘리는 데 일조하였다. 1990년대 들어 중국정부는 독자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외자기업은 첨단기
술 산업에서도 중국기업과의 합자로 인한 기술유출 우려 없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변화 이후 새로 유입된 투자의 65%가 독자기업이었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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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첨단산업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95

1998

2000

2002

2003

43.2

48.0

56.9

59.3

63.1

17.4

18.5

18.4

18.6

18.8

항공우주

5.8

3.4

5.9

4.6

4.9

전자통신

55.2

59.9

65.1

64.0

64.7

컴퓨터, 사무기기

62.6

52.9

77.4

86.8

91.7

의료기기, 정밀기계

30.2

30.2

34.1

38.3

39.8

73.8

81.7

85.1

86.9

89.1

의약제조업

15.0

22.8

19.7

22.5

26.0

항공우주

11.3

18.3

21.9

15.7

16.7

전자통신

82.4

86.2

89.0

86.4

87.3

컴퓨터, 사무기기

92.7

101.9

92.7

95.9

97.3

의료기기, 정밀기계

38.0

51.5

63.0

68.7

74.5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의약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주: 중국식 분류에 의거.
자료: ꡔ高新技術産業年鑒ꡕ 2004.

대부분 첨단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Guillaume et al.(2005)에 의하면 중국의 첨단제품 교역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외자기업 중에서 합자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독자기업의 비
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3]에 의하면 1997년에 비해 2002년에 독자기업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Gilboy(2004) 역시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는 산업기계,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전자통신 장비 등 첨단산업에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
였는데, 1993년까지 이 분야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중국 국유기업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24) 동시에 외자기업 중에서 특히 독자기업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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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중국의 기업유형별 첨단제품 교역 추이
수입(%)

무역수지(%, X－M)

수출(%)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중국기업

42

33

42

24

-13

-18

합작투자기업

33

22

28

29

-20

10

독자투자기업

25

45

30

47

-4

-1

전체

100

100

100

100

-37

-9

자료: Guillaume, Lemoine and Ünal-Kesenci(2005: 30).

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의 무역구조 고도화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
면을 갖고 있다. 우선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집약적 수출품은 수입된 핵심부품
을 단순 조립한 제품으로, 핵심부품의 부가가치는 높지만 완제품의 조립공정은 부
가가치가 높지 않다. 즉 외자기업에 의해 중국 교역의 가공무역적 성격은 더욱 강
화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첨단제품의 수입은 국내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Hu, Jefferson, Guan and Qian(2003)은 1990년대 후반 자료를 통
해 기업수준에서의 R&D 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첨단제품

24) 중국기업이 첨단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한 원인을 중국 내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R&D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계적 브랜
드나 판매망을 갖지 않았다. 둘째, 중국 기업의 R&D 지출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이것은 투입 측
면에서의 한 가지 지표일 뿐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제품의 품질과 상업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이 점에서 중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셋째, 경
제 제도상의 미비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제약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취약한 지
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이제 중국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 시스템
의 취약성도 기술 개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 국유은행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에만 집중되
어 있고, 주식시장은 민간기업의 상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Gilbo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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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첨단기술 산업의 기업 유형별 수출 추이 비교
(단위: %)

산업기계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전자 통신 장비

1993

2003

1993

2003

1993

2003

전체

42억 달러

830억 달러

7억 달러

410억 달러

123억 달러

890억 달러

독자
외자
합자
기업
합작

17

62

51

75

15

43

15

15

19

15

23

28

3

2

4

2

7

3

국유
중국
집체
기업
민영

64

15

26

6

54

18

1

3

0

1

1

3

0.2

3

0

1

0

5

자료: Gilboy(2004)를 재정리.

의 수입이 해당기업의 특허출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입품에 체화된 기술
의 이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5)
중국기업 역시 디자인, 핵심부품, 생산 설비 등에서 기술흡수보다는 선진국으로
부터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품에 함유된 기술
을 체화하고 확산하는 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된다(加工貿易政策硏究
課題組 2003a, 2003b).
즉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중국의 교역은 국내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세계
적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출제품의 고도화를 촉진하였지만, 동시에
중국경제를 노동집약적 가공기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연구개발 능력 등 중국 산
업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육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5) 이들은 국내기업의 R&D 지출이 늘어나야 수입된 첨단기술이 쉽게 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76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최근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4년 6월 <(신)자동
차산업발전정책>이, 2005년 7월 20일 <철강산업발전정책> 등 특정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26) 조선산
업 등 다른 산업영역에서도 산업정책의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다. 2003년 중국경제가 다시 성장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중화학공업이 이 새로
운 성장국면을 주도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중화학공업 발전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27) 최근에는 중화학공업화가 공업화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중화학공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해 수입대체와 수출고도
화를 촉진한다면, 한국 주력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것이다. 즉 중국의 산업
정책은 중국위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전
개될 중국의 중화학공업 관련 산업정책의 성격에 관해 ① 중국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1970년대 한국이 실시하였던 것과 같이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강
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② 특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6) 중국에서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업정책은 1994년 2월 <자동차공업산업정책>이 발
표된 이후 거의 중단되어 있었으며, 2000년 6월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 정책> 발표에 이은 두 번째이다.
27) 2004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이 논쟁은 ‘중화학공업화(重化工化)’ 논쟁으로 불렸다. 우징리엔(吳
敬璉)은 중화학공업의 비효율적인 양적 성장은 에너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리이닝(歷以寧)은 비록 중화학공업의 과도한 발전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인 중국의 중화학공업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
라고 주장하였다. ꡔ財經ꡕ 2005.2.7,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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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산업정책을 검토하여 이 두 문제에 대
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이다. 여기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산
업정책의 지도이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둘째, 중국 산업정책
의 효과이다. 산업정책을 경쟁제한적 정책과 경쟁촉진적 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경험이 향후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를 살펴본다. 셋째, 최근의 산업정책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최근 중화학공업
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이 이전의 산업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정책은 세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첫째 단계인 1980
년대에는 가공산업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이 초래한 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
는 것이 산업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둘째 단계인 1992년 이후에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중점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도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계인 199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전략을 포기하고 비교우위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시장지향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의 방향변화가 어떤 원인
에 의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별 산업정책의 내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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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1979~2003년)
시기

주요 목적

주요 수단

1978~1992년

- 산업간 불균형 해소
- 가공공업 발전 억제

- 투자심사, 대출제한, 생산허가제 등 행정적
수단

1993~1997년

- 산업구조 고도화
- 지주산업 육성

- 금융ㆍ재정적 지원(창구지도, 자본시장에 대
한 우선적 접근 등)
- 시장보호(외자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기술이전 요구 및 관세보호)

1998~2001년

- 산업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
- 비교우위의 적극 활용
- 하이테크산업의 육성

- 퇴출지원 및 퇴출제도 정비(생산허가제, 보
조금 지급, 출자전환 등)
-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반독점, 수요촉
진정책
- 특정 산업보다는 핵심기술 개발 지원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중국에서 산업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
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28) 공식문건에서 산업정책
이라는 표현은 1986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1986~1990)>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계획안 둘째 항목의 제목
이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이었으며, 여기에서 “에너지, 원자재 산업의 발전을 촉
진하고, 동시에 일반 가공공업의 발전 속도를 통제하여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고 산업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86:
986-987).29)

28) 계획경제 시기에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산업별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는 의미에서는 강력한 산업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산업정책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29) 중국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6년 4월 국무원발전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에 ‘산
업정책특별연구그룹(産業政策專題硏究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李泊溪 等 1987). 그리고
1988년 4월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산업정책사(産業政策司)가 설치되면서 정책화 단계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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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가 제시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경공업, 가공공업의 발전이 지
나치게 빨라 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정부
는 계획경제 시기 중공업 우선발전노선이 초래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
시적으로 경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30) 그러나 오래
지 않아 중국은 거꾸로 경공업 및 가공공업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격구조가 공업과 가공공업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
다는 데 있었다. 시장화가 앞서서 진행된 경공업과 가공공업은 가격통제가 강하게
유지되던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생산품은 시장에서 높
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31) 이러한 상황에서 경공업과 가공공업의 발전을 억
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었다. 가공공업의 과열은 통화정책의
실패와 결합되면서 1988년 20%를 넘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였고, 1989년 천안문사
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촉발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1988년 9월부터 ‘치리정돈(治理整頓)’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3월 국무원은 <현 시기 산업정책 요점
에 대한 결정(關於當前産業政策要點的決定)>이라는 최초의 종합적인 산업정책
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역시 체계적인 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기과열
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이었다.32)
30) 소위 ‘여섯 가지의 우선적 실시(六個優先)’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원자재ㆍ전력 공급, 기
술개조사업, 기본건설, 은행대출, 기술도입, 교통운수 등 6개의 분야에서 경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1) 1988년 출고상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이 광업, 원자재공업, 가공업이 각각
95.1%, 74.6%, 41.4%였다(張卓元 1995: 92).
32) 이 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가공공업(원료가 부족한 상품, 전체 소비수준을 지나치게 앞서가
는 사치품 소비재, 낙후된 기술에 의한 생산 등)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제한, 물자분배 통
제, 생산허가증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결정>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각 부문의 구체
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國家計委産業政策司(1991: 637-7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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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초산업과 가공공업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데 공헌하였으나, 산업정책으로서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률적인 양적 규제에 의존한 정책은 경기하락을 초래
했으며 실질적인 산업 내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지도 못했다. 또한 산업정책의 대상
도 지나치게 넓어(육성 및 제한의 대상이 300개가 넘음)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李克平 1993: 114).
이처럼 1980년대의 산업정책은 주로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가공공업의 지나치게 빠
른 발전에 따른 산업부분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개입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왜곡된 가격구조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金碚 1997: 24).
이에 따라 산업간 불균형 발전문제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통해 통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산업정책 중 첨단산업 발전정책은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수
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체제개혁에 관
한 결정(關於科學技術體制改革的決定, 1985.3.13)>과 <현재 과학기술사업의 형
세와 이후 사업에 대한 몇 개의 의견(關於當前科技工作形勢和今後工作若干意
見的報告, 1986.8.2)>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시장화라는 방향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향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성화계획(星
火計劃)’과 첨단기술의 발전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불꽃계획(火炬計劃)’,
‘하이테크신기술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 지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주요 수단들은 최근까지도 수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였다.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중국은 1992년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채택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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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월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년 계획과 8차 5개년 계획>까지
만 하여도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산업 강화, 가공공업의 지나친 발전 억제, 산
업구조의 합리화 등의 목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기존의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
다.33) 그러나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정치보
고>에서 처음으로 원자재산업, 기초산업,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 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지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주산업 발전정책을 제출하였다. 뒤이어 1994년 3
월 국무원은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 강요(九十年代國家産業政策綱要)>를 발
표하였다.34) <강요>에서는 농업, 기초공업, 지주산업을 중점 육성대상으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과 산업기술정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산업 발전정책이다. 위의 <강요>와 함께 <자동차공업산업정책(汽車工業
産業政策)>이 발표되었으며, <강요>에서 전자공업 등 다른 지주산업에 대한 개별
적인 산업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정책은 산
업육성을 통한 전통적 수입대체 전략적 성격이 강하였다.35)

33) 세계은행의 중국 ‘8ㆍ5계획’에 대한 건의에서도 기초산업, 3차산업의 발전, 적극적인 가격개혁 등
을 산업정책의 주된 과제로 제기하였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Inderjit Singh
1992: 1-16).
34) 1992년부터 시작된 1990년대 산업정책 제정작업이 1994년에야 마무리된 데는 정부 내 부문 사
이의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江小涓 1996: 106-107; 劉鶴ㆍ楊偉民 1999: 93).
35) <자동차공업산업정책>의 경우를 보면 일정 규모 이하 생산기업들의 시장진입 규제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채권이나 주식 발행 지원, 은행대출과 외자도입
의 우선적 배려,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융자, 국산화율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
고 외자도입에 대한 기준(기술수준, 기술연구개발기구의 설립, 수출의무, 지분제한 등) 설정, 고관
세와 엄격한 수입관리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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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주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전환과 함께 산업조직정책이나 산업기술정책 역
시 지주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이 시기 산업조직정책의
핵심은 지주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의 육성이었다. 1997년 5월 16일
<대형 기업집단 시범사업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關於深化大型企業集團
示点工作的意見)>을 발표하여 육성대상 기업집단을 기존의 57개에서 120개로 늘
렸는데, 새로 추가된 기업 중 지주산업 관련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기업
집단 중 기계가 14개, 자동차가 6개, 전자가 10개, 화공이 7개, 건축관련이 8개를
각각 차지하였다. 산업기술정책에서도 지주산업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강령(國家中長期科學技術發展綱領, 1992.3)>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대규모 생산의 산업기술 및 장비현대화를 주요방향으로 하는 동시
에 계획적이고 선택적으로 고기술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별로
주요 육성대상을 제시하였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3: 1939-1969).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외상투자방향을 지도하기 위한 잠행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
行規定)>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발표하여 외자인
직접투자가 주로 가공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 등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배
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제동을 걸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산업정책의
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산업정책은 사전적 개입과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
을 통해 수입대체와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는 지주산업 발전정책은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결국 1990
년대 후반 사실상 폐기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산업정책은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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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국가계획위원회 소속으로 주요 산업정책 수립에 참여하였던 양웨이민(楊偉民)
등은 1997년 지주산업 발전정책의 효과를 부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柳鶴ㆍ
楊偉民 1999: 179). 그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지지정책은 중국의 기술개발능력과 자금이 부족한 현실과 괴리된 것이
었다.36) 둘째, ‘지주산업 진흥’ 등의 구호식 정책제시가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야
기하였다.37) 셋째, 공급측면만 중시하였고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중국에서 시장화 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널리 확산
되었고, 지주산업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다.38)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것은 1990년
대 후반의 과잉생산과 구매자시장의 출현이었다.39) 과잉생산과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의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유기업 적자총액은 1995년 364.8억 위안에서
1998년 1,023.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
도화에 대한 재정적 제약이 더욱 커졌으며, 육성보다는 구조조정이 더욱 시급한 과
제로 등장하였다.

36) 대부분의 지주산업은 자본재, 장치산업에 속하며 그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 국유기업들의 자금동원 능력이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능력개혁개방 시기 분권화
개혁으로 현저히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부분도 국유기업의 적자로 막대한 양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다.
37) 개별적으로 지주산업을 선정한 30개의 성 중 19개 성이 자동차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선정하였다
(國務院 1997: 118-119).
38) 그리고 <강요>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결국 발표되지
않았다.
39) 중국정부는 매년 상품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조사 발표하는데 1995년에는 공급부족 상품이 약
14%였으나, 1998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공급부족 상품이 없었고 대신 공급과잉 상품의 비중이
1/4에 이르렀다. 이는 기업을 시장의 신호에 민감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화 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구매자 시장 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江小涓(1996: 120-139)과
丸川知雄(199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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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국은 이미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9
년 11월 관세인하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WTO 가입을 위한 쌍무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장보호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이 실시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기 산업정책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구조조정에 맞
추어졌다. 당시 산업정책을 주관하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1998년 하반기에 작성
한 ‘산업정책 현 시기 공작의 요점(産業政策近期工作要點)’은 구조조정, 산업합
리화를 당면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제시하였다.40) 그리고 그 실제 내용은 방만하
게 경영되고 있던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
하여 1999년부터 3년 내에 적극적인 퇴출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1998년 2
월 ＜방직공업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자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紡織工業深化改革調整結構解困扭亏工作有關問
題的通知)＞를 하달하여, 방직산업을 국유기업 적자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달성
의 돌파구로 삼기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도태 대상 낙후
생산능력, 생산기술, 상품 목록(淘汰落後生産能力, 工藝, 産品目錄(第一批)>을
발표하였다. 퇴출 대상과 시한(1999~2001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목록의 대부
분은 방직, 철강, 건축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었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정부
는 생산능력 감축에 대한 보조금, 대손충당금의 우선적 할당,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출자전환(債轉股)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40) 이 문건은 산업정책의 중심사업을 ① 생산총량의 억제와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② 과학기술의 발
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 ③ 6개 산업(방직, 석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자재)
의 구조조정 가속화, ④ 국내시장의 수요확대와 새로운 경제성장점(經濟增長点) 육성, ⑤ 투자환
경 개선과 외자 수준 제고, ⑥ 지역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간 경제협력 촉진, ⑦ “큰 것은 적극적으
로 발전시키고, 작은 것은 놓아준다”라는 방침에 따른 산업조직의 조정 가속화, ⑧ <2000-2010
년 산업정책강요>제정 추진 등이다(國家經濟貿易委員會 200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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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정책은 정책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개
입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한계기업들을 계속 지원하지 않고 퇴
출시켜 건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시장지
향적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 산업정책 기본방향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우위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한
점이다. 비교우위 전략으로의 전환은 중국이 비교우위가 없는 자본, 기술집약적 산
업에 대한 경사정책을 포기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인위적인 육성전략보다는
비교우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첫째, WTO 가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발전
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유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
업을 단순히 저발전 단계의 산업이 아니라 상당 기간 중국의 전략적 산업으로 삼
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41)
비교우위 전략에 대한 강조는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단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
첫째, 경쟁정책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통신산업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통신산업에서 산업조직 재편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여, 1999년 중국전신(中國電信)을 中國電信集團公司(고정망), 中國移
動通信集團公司(이동통신), 中國尋呼通信公司(무선호출), 中國衛星通信公司
등 4개 부문으로 분할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중국은 1998년부터 내수시

41) 비교우위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은 劉鶴ㆍ楊偉民(1999: 101-104)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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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확대를 경제, 사회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주택과 자동차산업 육성
과 연결시켜,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소비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제도의 개
선, 복지 및 복리제도의 개혁, 각종 불합리한 세금부담의 경감을 주요 정책수단으
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산업정책의 마지막 특징은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이
다. 지주산업정책이 포기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
략으로 하이테크산업이 선택되었다. 1999년 7월 15일 국가계획위원회와 과기부는
‘현재 국가가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하이테크 중점산업의 방향<목록>(當前國家優
先發展的高技術産業化重點領域指南<目錄>)’을 발표하였고, 1999년 8월 20일
에는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명의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하이테크를 발전
시키며 산업화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결정(關於加强技術創新發展高科技, 實
現産業化的決定)’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
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주산업 발전정책과 같은 경사적 육성정책이 사
실상 폐기되고, 산업정책은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위적 육성정책보다는 구조조정을 주요과제로 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의 적극적 활용과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육성, 촉진을 결합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
로 삼았다.

3. 산업정책의 효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
다. 중국이 1979년 이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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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산업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요인 이외에 경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
우 많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사실상 특별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오히
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반면, 다른 변수들이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촉
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후자의 가능성에
더욱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42)
아래에서는 사용되는 수단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적 정책과 경쟁촉진적 정책으로
산업정책을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평가한다. 중국에서는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들
이 대부분 실패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반해 경쟁촉진적 산업정책
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산업정책은 경쟁제한적 범주에 속한다. 경제체제
개혁은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산업정책은 이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는 선택적 개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소위 과잉투자, 중복투자 문제
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
나였던 전자산업, 특히 가전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냉장고의 경우
는 1984년까지 전국에 116개의 공장이 생겼고, 외자도입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만
56개에 이르렀다. 1993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가동 중이던 칼라TV 생산라인 중

42)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江小涓(1996)과 胡楠(2004) 등을 참고. 산업구조정책의 긍정
적 영향을 인정하더라도 산업조직정책이나 산업기술정책의 효과에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課題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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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유관 부문(전자공업부, 광전부 등)이 허가한 것이 24개, 성급 정부가 허가
한 것이 64개, 시급 정부가 허가한 것이 20개, 허가받지 않은 것이 5개 등이며, 생
산능력은 2천만 대에 달하나 매년 판매량은 약 1천만 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43)
이에 중국정부는 1980년대 초반 소위 ‘중점공장(定点)’의 선정을 통해 행정적
수단으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중점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을 합리화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중복투자, 과잉
생산의 문제가 전 산업에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이를 경쟁제한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국가경제무역위원
회는 1998년 8월 <일부 공업상품에서 자율가격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통지(關於
部分工業産品實行行業自律價意見的通知)>를 발표하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21개 생산품에 대해 일종의 가격 카르텔을 맺도록 권유하였다. 하지만 학계와 정
부 내 다른 부분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특히 국가계획위원회는 자율가격제
가 가격법에 위반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배치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44)
결국 국무원이 개입하여 1999년부터 국가계획위원회가 자율가격제와 유사한 정책
을 독자적으로 혹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가격관리를 강화
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반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45)
경쟁제한적 정책은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데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에도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산업정책의 경우이다. 개
43) 에어컨디셔너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 생산공장이 70여 개가 넘었는데, 그 중 경공업부 계통이
24개, 기계전자공업부 계통이 11개, 항공항천부 계통이 3개, 조선총공사 계통이 1개이고, 소유제
별로 구분하면 국유기업이 25개, 집체기업이 13개, 국유와 집체의 합영이 2개, 외국기업과 합자
한 것이 3개이며, 상당수가 각 지역, 각 부문이 허가하여 설립된 것이다(劉鶴, 楊偉民 1999:
365-366).
44) ꡔ南方週末ꡕ, 1998. 10. 30.
45) 1999년 8월 3일 국가계획위원회는 <저가덤핑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규정(關於制止低價傾銷行爲的
規定)>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당일 하이신(海信)은 평면TV에 대한 가격인하를 발표하여 정부정책
이 기업의 가격결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ꡔ中國經濟時報ꡕ, 199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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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개방 이후 자동차시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고관세에 의한 시장보호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앞을 다투어 시장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완성차공장만 1982년의 58개에서 1986년에는 11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서 이처럼 분산적 산업구조로는 효
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1987년 승용차
산업의 발전, 규모의 경제 실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적극적 기술도입 등을 골자
로 하는 자동차산업정책을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자동차산업에서 3개 기업을 중
점적으로 육성한다(3大: 一汽, 東風汽車, 上海汽車)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포함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로비로 3소(3小: 北京汽車, 廣州
汽車, 天津汽車), 2미(2微: 貴州航空, 長安器械)가 추가되어 8개 기업이 중점기
업으로 선정되었다.
또 1994년에 발표된 <자동차공업산업정책>도 “2000년까지 국내 수요의 90%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 중 승용차 생
산량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제고한다. 그리고 2~3개의 자동차 생산기업을 대
형기업으로, 6~7개의 자동차 기업을 국내 골간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다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정한 규모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
해서만 우선적 대출, 재정지원, 자본시장 접근기회 확대 및 자체 금융회사 설립
허가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생산업체
의 시장진입 제한, 고관세유지, 외자에 대한 국산화율 요구 등 경쟁제한적 정책
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는 1990년대 말까지 거의 달성되지 않았다. 우선 승용
차 완성차 공장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위 4대 기업의
생산집중도가 1992년 50.4%에서 1998년 51.4%로 거의 변화가 없는 등, 집중도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즉 단위 기업의 생산량에서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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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에 모두 122개에 달하였던 자동차 기업이 1998년에도 여전히 115개를
기록하였다. 개별기업의 생산량에서는 1994년에 10만 대를 넘는 기업이 4개였고
20만 대 넘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 1998년에는 10만 대를 넘는 기업이 6개
로 증가하고 20만 대를 넘는 기업이 1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단일 생산공장의 생
산량이 30만 대를 넘어야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
려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표 3-2. 자동차기업집단 생산집중도

Cr4

1992

1995

1998

2001

2003

50.4

50.4

51.4

55.5

57.8

자료: ꡔ中國汽車工業年鑒ꡕ 각년도.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1990년대 중반까지 산업정책에서 경쟁촉진적 정책은 많지 않았다. 다만 경제체
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쟁촉진적 정책이 결과적으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다. 가전산업의 경우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된 신규진입 제한 등 경쟁억제정책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복
투자, 과잉생산의 결과로 경쟁적 시장이 출현하면서 오히려 생산집중도가 높아지
는 등, 시장에 의해 산업조직의 합리화가 달성되었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계기업들의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통신부문의 전자교환기산업, 그리고 조선산업의 경우가 경쟁촉진적 정책에 힘입
어 경쟁력을 높였던 몇 안 되는 사례이다. 전자교환기 산업은 1980년대 동안 수입
과 외자기업의 생산에 의존하였으나, 1990년 후반에는 국산화율이 빠르게 높아지
고, 생산집중도도 높아져 자체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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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진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정부의 전자교환기 산업정책이 경쟁촉진을 전제
로 하여, 실적을 기준으로 적절한 보상책이 결합되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
었다(주장환 2005).46)
조선산업은 중국이 중화학공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드문 사례이다. 중국 조
선산업의 생산량과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생산량
을 기준으로 하면 1980년 세계17위에서 1995년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3위의 조선
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수출액도 1991~1995년 26억 달러, 1996~2000년의 79억
달러에서, 2002년 20억 달러, 2003년 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47)
표 3-3. 중국조선산업의 발전추세
년도

1980

1995

2003

2004

2005(전망)

생산량

20만 톤

250만 톤

641만 톤

850만 톤

1,000만 톤

생산비중
(물량기준)

1%

5%

11.8%

15%

17%

조선산업의 성장은 중국정부가 일찍부터 조선산업을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
46) 이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다. 첫째, 초기 기술부족 문제로 전자교환기 생산을 위해
서는 외국업체와의 합자가 불가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어떤 중점기업이나 특정 대상
을 지정하지 않고 합자 및 합작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우대조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
로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정부의 우대조치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던 외국자본의 진출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
째, 국산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국산브랜드 개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부조달 및 대출을 통
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경쟁력이 있는 국내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47) 물론 개별 조선소 당 평균생산량이 1만 톤 이하로 한국의 1/20에 불과하고, 고부가가치ㆍ하이테
크 선박의 개발ㆍ설계ㆍ건설 능력이 부족하며(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3위이지만 생산액 기준으
로는 세계6위), 건설주기가 지나치게 길고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생산관리가 허술하다
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중국 조선산업은 총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하며, 60% 이상을 유럽 등 발
전국가로 수출하고 있다(全球倂購軟球中心 2003: 180-183).

92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성된 것은, 집중적인 지원책보다는 시장경쟁에 조선산업을 노출시킨 것이 중요하
게 작용하였다(Moore 2002). 조선산업은 전통적으로 해운업과 직접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 1980년대 초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로 해
운기업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선박을 구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필요한 선박을 구
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조선산업은 일찍부터 국제경쟁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
국의 조선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가전산업의 경우와 같이 지원보다는 경쟁압력이 생산효율
을 높이고 선두기업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앞의 사례들은 중국에서 경쟁제한을 수단으로 하였던 정책들이 산업정책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1999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경쟁제한적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
국에서 산업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산
업정책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시장화 개혁과정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성격
이 강하다. 가령 중복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나,
과잉생산이 초래한 시장경쟁이 오히려 시장집중도 제고, 생산효율 증가, 국제경쟁
력을 가진 선도기업의 형성 등 산업정책의 주요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48) 중국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한

48)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경쟁촉진적 정책은 다른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오랜 동안 계획경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과당경쟁보다는 경쟁의 부족이 산업의 합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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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앞서 설명한 것처럼 9차 5개년계획은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
나, 내외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점차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
본방향으로 하는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어서 2001년 이후로 중
국은 1990년대 후반에 직면하였던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에서 일단 벗어나고, 새로
운 장기발전을 계획하면서 산업정책의 방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가능성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나타났다.
2001년 3월 제9기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0차 5개년계획은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는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의 중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통산업의
개조와 수준의 제고를 첫째 과제로 제시하였다.49) 중국에서 전통산업이란 중공업
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지칭한다.50)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제한적 조치, 특히
특정 육성대상의 선정이 기업의 효율 개선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
다.
49) 여기서 다음 6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① 하이테크 신기술과 선진응용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산업
을 개조하고 수준을 높인다. ② 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질이 열악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문제가
엄중하며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장과 광산을 폐쇄한다. ③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과잉생산능력을 줄인다. ④ 하이테크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화로 공업화를 추동한다. ⑤ 수리
ㆍ교통ㆍ에너지 등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전략문제를 중시한다. ⑥ 서비스산업의 발전
을 가속화한다.
50) 10차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10차 5개년계획 공업구조조정계획강요(十
五工業結構調整規劃綱要)>에서도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삼고, 하이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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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비교우위의 활용과 하이테크 신기
술산업 발전을 두 축으로 삼았던 산업정책에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과거 지주산업 발전정책
을 통한 육성전략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통산업보다는 정보산업 등 신기술산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전통산업을 재차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51)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기된 이른바
‘신형공업화 전략’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52) 신형공업화는 각 산업에서 자원절약
형,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통적 공업화와 얼마나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특히 전통제조업의 발전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10차 5개년계획에서 새롭게 강조된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되기도 전에, 시장의 변화에 의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즉 2003년부터 9%
대의 고도성장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부문이 고도성장을 주도하였

선진응용기술로 전통산업의 개조와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
업을 진일보 발전시키고 사회적 취업을 확대시킨다. 중점적으로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 점진
적으로 하이테크영역의 집단적 우위와 국부적 강세를 형성한다”며 하이테크 신기술산업과 전통산
업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전자정보, 기계장비,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자본기술집약형산업들이 전체 공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며, 에너지구조를 고도
화하고 서부에너지개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며, 2005년까지 하이테크 신기술이 창조하는 부가
가치를 GDP 5%로 향상시키고, 수출상품구조를 더욱 고도화해 기계전자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50%로 높이고 하이테크제품의 수출비중을 20%로 높인다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經濟
貿易委員會 2001: 1-12).
51) 이러한 변화가 바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여전히 구조조정 압력
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시에 WTO 가입에 따르는 제도 및 법규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산
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았다.
52)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는 “정보화는 우리나라가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
연적인 선택이다. 정보화로 공업화를 추동하고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하며, 기술함량이 높고 경제
효율이 좋고 자원낭비가 적고 환경오염이 적고 인력자원의 우위가 충분히 발휘되는 신형공업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형공업화 노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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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제조업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전후
를 유지하며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49.25%에서
54.05%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서
가 아니라, 주로 투자에 의해 주도된 고도성장의 결과로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촉진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화학공업화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
인 성장으로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의욕적인 산업육성 정책
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책결정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
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중화학공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실질
적인 집행단계에서는 강력한 산업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중국정
부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10차 5개년계획 공업구조
조정계획강요(十五工業結構調整規劃綱要)>에서는 모두 10가지의 정책수단을 제
시하였다(經濟貿易委員會 2001: 10-12). 그 가운데 건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 7개이다.53) 그밖에 기술혁신체제의 건설과 효율적 생산
을 지원하는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포함한 중립적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투입자원의 확
보가 유일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의 증가,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조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기회 제
공 등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수단들은 적극
53) 반독점법ㆍ반덤핑법 등의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법규 제정, 시장의 정돈ㆍ규범화ㆍ육
성, 투융자에 대한 행정심사 축소, 퇴출제도의 정비와 규범화, 국유기업 개혁과 기업관리 강화, 분
배제도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자 대오의 건설과 노동력구조의 고도화, 대외개방의 확대와 개방수
준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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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업지원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수입대체나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추
구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2004년 상반기 이래 최근의 산업관련
정책들은 적극적인 육성정책이라기보다 경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거시경제
의 조정’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54)
이러한 시점에서 2005년 10월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五個規劃)>에 대한 건의는 중
국 산업정책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건의안의 경제구조고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선진제조업의 발전, 제조업 비
중의 제고, 기초산업 및 기초설비 건설의 강화가 산업구조조정의 중요임무이며, 관
건은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시점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만을 고려하였다기보다 미래의 중
국 경제가 갖추어야 할 전략적 목표가 중점 산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선진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산업들에는 고효율ㆍ청결 발전 및 송전 설비, 대형석
유화학공업, 선진운수장비, 집적회로설비, 선진동력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산업(정보, 생물, 신재료, 신에너지, 항공우주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혁신을 통한 산업기술수준
의 향상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자주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
세제, 금융, 정부조달에서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자주적인

54)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투자주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진입열망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유
기업만이 아니라 민영기업들도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
잉투자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에서의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후유증은,
1990년대까지 경공업, 혹은 소규모 분산적 투자에 의한 중공업에서의 중복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
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과잉투
자,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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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갖는 브랜드의 형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55)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기대해온 외자도입
을 통한 기술이전만으로는 중국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반성의
결과이다. 즉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 계속 소극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시장을 외국기업이 장악하면 결국 국내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약한
다는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56)
나. 자동차산업정책
한편 중국은 2004년과 2005년 자동차산업정책과 철강산업정책을 각각 새로 발
표하였다.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을 통해 중국 산업정책이 지
향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6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자동차산업발전정책>을 발표하였
다.57) 자동차 산업이 공업화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나 산업연관효과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가령 WTO 가입에도 불

55) 자주적 브랜드와 관련한 논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8월에는 전 대외경제합작부의
전 부장 롱영투(龍永圖)와 기계공업부 전 부장 허광위엔(何光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을 벌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한 자동차 관련 포럼에서 롱영투가 “지구적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한다면 이것이 중국 자동차산업의
승리며, 자주적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허광위엔은 이
에 대해 “외부와의 합작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자주적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56) 피터 놀란(Peter Nolan)은 빅비지니스혁명(big business revolution)으로 세계 유수기업, 각
산업영역의 선도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고 금융, R&D, 브랜드를 장악하
고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체계를 통합시키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기술격차는 더욱 증가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Nolan 2001).
57)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주산업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던 1994년의 첫번째 자동차산업정책
은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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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자동차기업에 대해 외자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50% 이내로 묶여 있다.
또 일정한 국산화율을 달성해야 저관세로 부품수입을 할 수 있는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2006년까지 완성차 관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
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수요촉진 정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2002년을 전후로 현대, 혼다, 도요타가 새로 중국 승용차시장에 본격적
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연해 지역
을 중심으로 소비증가에 따라 마이카 붐이 시작되어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점도 최근 자동차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58) 최근의 성장을 통
해 중국은 자동차 시장의 승용차 중심 재편, 규모의 경제 실현, 선도기업의 육성이
라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는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59)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차원에서 보면 외자에 의해 중국의 자
동차시장이 지배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생산을
글로벌 생산전략에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소극적이며, 단기
간 내에 이러한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국내시장이 외국브랜드에 의
58) 199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세 등의 인하를 포함하는 소비촉진 정책이 강
조되었으나 각 부분 사이의 조정 때문에 2005년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59) 우선 자동차생산은 1992년 100만 대를 돌파하였으나 1994년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
다가, 1999년 이후 10% 전후로 약간 상승한 이후 2002년부터 2003년에는 각각 3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에 200만 대를 돌파한 이후 2002년에는 300만 대를, 2003년에는
400만 대를 돌파하였다. 2004년에는 500만 대를 돌파하여 세계 3대 생산국으로 등장하였다. 그
리고 상품구조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2003년 사이에 33.5%에서 45.4%로 증가
하여 1994년 자동차산업정책이 제시하였던 목표에 거의 도달하였다. 생산집중도도 Cr4가 2003
년 57.8%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생산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의 선두
기업들은 단일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한편 승용차의 수입도 크게
감소하여 국내생산으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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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악당하면서 국내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자동차산업정책60)은 여전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중
심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정책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자동차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총규모 20억 위안
이상, 자기자본 8억 위안 이상, 그리고 R&D 기구에 대한 투자 5억 위안 이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퇴출대상이 된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업체에 대
한 비(非)자동차업체의 인수를 금지하였다.
둘째, 자주개발과 자체 브랜드 육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
적인 인센티브는 “국가의 기술정책과 부합하는 R&D”에 대한 조세정책상의 우대
를 제외하고는 없다.61)
셋째,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소비세 등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의 인하가 가장 중
요한 쟁점이 되어 있다. 이는 시장지향적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안이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분의 이익관계가 잘 조정
되지 않아 여전히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자동차산업정책은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목표와 수단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채워
져 있다. 즉 새로운 자동차산업정책은 산업지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진입제한을 통
한 구조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60) 중국에서 2003년 4월 자동차산업정책(의견수렴안)이 제출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수정안이 나왔으며 2004년 1월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 심의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4월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진입규제, 국산
브랜드 육성 전략, 소비촉진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서석홍, 2005). 이 문제들을 둘
러싸고 대체로 현재 선두기업군에 대한 보호, 육성과 자주적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경향과 산업정책적 개입에 반대하고 외자와의 협력과 시장경쟁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발
전을 선호하는 경향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61) 검토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생산비율과 수출량에 대한 양적인 목표(2010년까지 각각
50%와 40%)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최종단계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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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강산업정책
2005년 철강산업정책이 수립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2003년부터 시작된 고도성
장과정에서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과열 산업으로 지목된 데 있다.
2003년 중국의 철강생산은 2003년 2억 4,119만톤으로 2002년 대비 24.3%
(4,715만 톤) 증가하였다. 그러나 철강 소비의 증가가 더 커서, 2003년 철강수입은
3,717만 톤으로 2002년 1,268만 톤에 비해 1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全球
倂購軟球中心 2005: 196-197).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국내생산을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수입대체를 할 수 없다
는 점이다. 중국의 철강생산은 저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최근 자동
차생산의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판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술수준에서 단순히 생산량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입을 대체하기보다는 저부가가치 상품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2003년 경기상승과 철강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철강산업의 이윤율이 크
게 높아졌기 때문에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였다. 2003년 철강산업의 고정
자산투자는 1,427억 위안으로 2002년에 비해 96.6%가 증가하였고, 철강생산능력
도 3,475만 톤 증가하였다. 2004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능력이 증가하였다.62)
그런데 새로 증가한 생산능력의 대부분이 소규모 철강회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효율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에는 중소기업의 철강생산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철강산업에서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톤당 에너지소
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4년 생산량 500만 톤 이상의 13개 기업이

62) ꡔNew York Timesꡕ 2005년 11월 30일자 인터넷 판은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보고를 인
용하여 2005년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이 4,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승용차시
장의 경우도 최근 새로 투자한 생산라인이 가동되면서 이미 과잉생산국면에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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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였다.63)
이에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03년 12월 23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산업에서
의 맹목적 투자를 제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시장진입 규제에 나선 데
이어, 2005년 7월에는 종합적인 철강산업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기업 육성과 생산집중도 제고를 강조한다. 즉 인수합병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연생산량 3,000만 톤 이상의 초대형 철강기업그룹 2개와 1,000만 톤
이상의 초대형 철강기업 몇 개를 육성하며, 10대 철강기업의 생산집중도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2010년까지 50%, 2020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되었
다.64)
둘째, 시장진입제한과 퇴출정책을 정비하였다. 모든 신규투자는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자기자본비율 40%, 보
통강의 경우 500만 톤 이상, 특수강은 50만 톤 이상의 연생산량)에 도달하지 못한
철강기업의 신규투자를 금지시켰다. 또 비철강기업에 의한 신규투자도 복잡한 행
정절차를 요구하며 사실상 중단시켰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시작된 낙후 기술, 소
규모 생산능력에 대한 퇴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제품 및 생산구조의 고도화이다. 산업기술 면에서 기존 기업들은 고로유
3

3

효체적이 1,000m , 그리고 연해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는 3,000m 등의 조건에 도
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주적 기술개발능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철강산업

63) 이는 2005년까지 선두 10개 기업의 생산집중도를 50%까지 상승시킨다는 중국정부의 당초 목표
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64) 특히 자동차산업정책의 경우에 논의과정에서 수량적 목표가 삭제된 것과는 달리, 이 목표는 초안
에서 “2010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의 대형철강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이들의 생산집중도를
5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던 것보다 오히려 더욱 강화된 내용이다. 이는 철강산업에
서 핵심기업 육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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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재정, 세제, 과학연구개발비 배분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넷째, 외자에 대해서도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철강생산량 1,000만 톤 이상 혹은
특수강 100만 톤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외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처럼 철강산업정책의 경우는 자동차산업의 경우보다 더욱 구체적인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집행강도도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육성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진입규제나 퇴출을 통한 구조조
정 정책으로 보인다. 산업기술수준의 향상이나 상품구조의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특수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비율
을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외국과 기술수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육성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만 1990년대 후반부터 철강기업들의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형 철강기
업 사이의 합병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적 동기에 의해 기업들을 합병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65)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서두에서 제기한 두 개의 문제, 즉 중국이 과연 강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인
가, 중국의 산업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우선 강력한 경사적 산업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중국정부가 중화

65) 이에 관해서는 제5장의 바오산철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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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공업에서 핵심 산업, 자주적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시장 메커
니즘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수단을 사용하거나,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명시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기존 산업정책의 경험은 이러한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제도적
조건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정책은 앞으로도 경쟁촉진형 정
책수단에 의한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시장에 의해 추동(推動)될 것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고도화가 일
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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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 기본 시각
본 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관함과 아울러
주요 업종별로 발전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자
동차, 전자 등 새롭게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들이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크고 발전 속도도 빠른 전자산업은 다시 가전,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중국의 산업 발전 현황을 검토하면서 본 장에서
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째는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발전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 발전의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이들이 어떤 경쟁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적
견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산업 발전의 실
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동일 업종 내의 기업들마다 상당한 편차
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차가 더욱 심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주도하는 기업이 외자기업
인가 중국기업인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만약 세계적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진출
함으로써 해당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 세계적 경쟁판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 하기 어렵다. 단지 그 기업의 생산입지 전략이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 토종기업이 급부상하여 급속한 수입대체를 이루거나 세계시장 진출에 나서게
된다면 이는 세계적 경쟁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한국기업을
포함해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중국의 산업이 글로벌한 가치사슬의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산업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산업 발전의 일
반적 현황보다는 그것이 중국 및 세계의 무역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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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들이 수출산업으로서는 얼마나 역량
을 갖고 있는가 또는 수입대체 효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는가, 생산과 무역의 품목별
구조는 어떠한가, 즉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가, 수입하는
품목과 수출하는 품목의 부가가치 수준은 어떠한가 등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중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의 일반적 패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66)
범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 산업(농
림수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3차
산업(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
화 과정에서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부문은 생산성 향상 속
도가 가장 빠른 제조업이며, 따라서 제조업 내부구조의 변화야말로 산업구조 고도
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은 다시, 투자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투
자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 비중이 낮으며 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자본ㆍ기
술집약적 산업의 양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표 4-1 참조).67) 노동집약적 부문에

66)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반적 패턴에 대해서는 Syrquin and Chenery(1989), Chenery, Robinson
and Syrquin(198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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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해 점차 자본ㆍ기술집약적 부문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제조업 발전의 일
반적 패턴이다. 또한,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이 중심 산업이었다가 나중에는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조립가공 분야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과거 주요 선진국이 거쳐온 표준적인 발전순서
라고 할 수 있다.
표 4-1. 제조업의 부문별 분류
노동집약적
제조업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가죽제품, 신발
목재, 가구
제지, 출판
화학

정유, 석탄제품
화학원료
고무, 플라스틱, 유리제품
비금속 광물

금속

철강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계

일반기계
특수기계

소재
자본ㆍ기술집약적
제조업

조립가공

전기ㆍ전자
수송장비

전기기계
전자ㆍ통신장비(IT)
자동차
조선

이제 이러한 일반적 패턴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비교 검토해보자.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반적 패턴을

67) 흔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경공업,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을 중화학공업이라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전기ㆍ전자산업을 나머지 중화학공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전기ㆍ전자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학공업은 ‘전통적 중화학’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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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충실히 따랐으며, 고도화의 속도도 줄곧 매우 빨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에 비해 중국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그
후로 급속한 구조 고도화가 나타난다.
2003년 현재 중국의 제조업 구조는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이라는 3대 범주의
구성비율만으로 볼 때에는 한국의 1990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경공업
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구성비율을 보면, 1990년 무렵의 한국에 비해 수송장비
(자동차, 조선)와 기계의 비중이 더 낮고 전기ㆍ전자의 비중이 더 높다. 이러한 차
이점은 수출구조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그림 4-3 참조). 2004년 현재 중국
의 수출구조는 1990년의 한국에 비해 전기ㆍ전자산업에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중국의 제조업 구조 고도화 수준은 한국에 비해 약
10~15년 정도 뒤처져 있으며, 한국에 비해 전기ㆍ전자산업의 주도적 성격이 더 강
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구조 고도화의 추세도 한국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최
근에 와서야 갑자기 도약하는 다소 변칙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림 4-1. 제조업 내부구조의 변화(부가가치 구성, %): 한중 비교
중국

35

경공업

36

한국

최근 중화학공업
비율 뚜렷한
상승추세

35

29

29

29 경공업
29

27

화학공업

38

중공업

1980

26

26

38

39

23

41

최근 중화학
공업 비율은
한국의
1990년 수준

29

화학공업

29

29

29
29

29
29

29

중공업

29
1990

1997

2003

1970

1980

1990

주: 중국의 ‘기타 제조업’은 경공업으로 분류.
자료: 중국은 UNIDO, Industrial Statistics Database, 한국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으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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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화학공업 내부구조의 변화(부가가치 구성, %): 한중 비교

자료: 중국은 UNIDO, Industrial Statistics Database, 한국은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통계로부터 계산.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주된 이
유는 중국이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아래에 있었다는 데서 찾
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목표 아래 경제발전의 일반적 패턴을 무시하고 중화학공업(즉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 우선 노선을 폈고, 중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중국은 개혁ㆍ
그림 4-3. 수출구조의 변화: 한중 비교
중국
기타

7
7
6
5
8

3

4

39
45

38

전기/전자

7
8
9

기계
금속
화학

1990

10

15

19

수송장비

39

전기/전자

8
9

기계
금속

11

화학
경공업
1차산업

26
31

28
26

수송장비

18
6
7
8

(단위: %)

한국

12

7

1997

2004

경공업

5
9
5
39

7
13
10
18

6

6

8
6

1990

1997

2004

1차산업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및 한국무역통계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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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개시할 무렵 과도하게 비대하고 경쟁력이 없는 수많은 국유 중화학 기업들
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부실기업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의 일반적 순서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과거에 억눌려 있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쟁력 없는 중
화학 부문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는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두 과정이 상쇄 작용을 함에 따라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제조업 내부에
서 노동집약적 부문과 자본ㆍ기술집약적 부문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68)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
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부문의 비중 하락은 앞서 이야기한 두 가
지 상반되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과정이 훨씬 우세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본격적인 산업구조 고도
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전기ㆍ전자 산업(이하 전자산업으로 약칭)의 주도적
성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철강, 화학 등 소
재산업이 먼저 충분히 발전하고난 후에 전자산업이 발전했지만,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획득이 가능했던 한국, 중국 같은 후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압축적으
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자산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그 내부 구성이 훨씬 더

68) 여기서 각 부문의 비중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비중을 의미한다.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부가
가치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개혁ㆍ개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경공업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의
견(林毅夫ㆍ李周ㆍ蔡昉 1995, 국역 1996: 182)과, 양자 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중
공업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의견(Maddison 1998: 156)이 대립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기
준연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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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여, 전반적으로는 자본ㆍ기술집약적이지만, 세부 공정별로 보면 노동집약적
인 부문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산업이 먼저 발전한 선
진국에서 임금 상승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경쟁력을 잃게 되자 후발국으로 이
부분을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로 인해 후발국에서도 전자산업이 비교적 일찍
부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전자산업의 두드러진 발전은 선진국 전자산업에서 바로
이러한 노동집약적 공정이 중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69)
현재의 중국 전자산업의 주도적 성격이 과거의 한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전자산업의 발전이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은 현상적인 지표로 관찰되는 것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
바 IT 등 하이테크 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해당 업종 내에서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부문이 집중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자산업의 발전을 단순히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전자산업은 의류, 신
발 등 전통적 경공업보다 한 단계 고도화된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1990년
대 중후반 이후 전자산업의 발전은 확실히 중국의 산업구조가 뚜렷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69) 중국 전자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본 장 3절 4항의 전자산업에 관한 서술 참조 . 중국 전자산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은 전자산업의 자본집약도(자본장비율)가 제조업 평균보다 낮다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본 보고서 5장의 표 5-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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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과 전자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 중
화학 부문까지 급성장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전자산업이 여전히 성장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도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
보다 한결 빠른 성장세를 시현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그림 4-4 참조). 또, 1990년대 후반 불황기에 극도로 부진했던 이
들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01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4-2 참조).
그림 4-4. 제조업 업종별 연평균(1999~2003) 매출증가율 (%)
31 . 1

전 자 /통 신
2 6 .2

철강

2 5 .1

수송 장비
22

일반 기계
화학 원료

1 8 .9

식품 제조

1 6 .9

방직

1 6. 4

의 류 /섬 유 제 품

중화학

경공업

15 .8

자료: ꡔ중국통계연감ꡕ으로부터 계산.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경기 사이클의 효과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은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
했고, 이 때문에 주로 내수산업인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수출산업인 경공업이나 전
자산업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 대한 투자는 수
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극도로 부진해 생산능력이 정체 상태에 있었
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내수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철강, 화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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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 소재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들 부문의 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다시 대대적인
투자 붐이 일게 된 것이다.70)
표 4-2. 제조업 주요 업종 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제조업
방직
식품제조
의류신발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화학원료
정유
전기기계
전자통신
수송장비
일반기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6
-22.1
-3.6
23.9
-17.6
-15.3
-12.0
-21.2
32.1
20.3
14.2
9.0
1.1

-3.4
-13.8
-3.4
36.2
-21.7
-7.9
-13.2
-7.4
-17.4
9.7
23.5
17.3
-11.7

-9.2
4.3
-9.2
-1.8
-7.1
-22.6
2.4
-2.9
-26.7
-10.1
-0.7
-14.4
0.9

10.1
54.9
10.1
59.9
7.6
3.6
38.8
-4.6
-8.7
13.6
43.3
-0.7
-4.0

27.2
42.3
27.2
20.5
35.5
44.4
56.1
8.9
43.4
7.0
29.1
17.6
19.1

34.8
36.8
34.8
74.9
49.2
46.7
22.2
17.5
-3.1
52.4
14.0
38.4
41.9

56.3
73.6
56.3
65.3
77.2
89.7
81.8
69.1
20.7
29.9
9.2
38.5
77.8

36.3
24.1
25.2
31.1
43.6
26.9
23.4
41.4
98.8
64.2
32.7
43.2
52.9

37.1
40.3
45.0
49.3
20.5
22.0
30.4
31.1
18.7
54.0
18.9
54.3
84.0

주: 1) 2005년은 1~10월 실적, 2) 명목 증가율
자료: ꡔ중국통계연감ꡕ, 각 년도판 및 중국국가통계국사이트(http://www.stats.gov.cn)

그러나 최근의 중화학 투자 붐을 단지 경기호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경제
발전에 수반되게 마련인 수요구조의 장기적 변화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수준 향상과 주택제도 개혁으로
1990년대 말 이후로 주택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대중화 준비단계에 들
어서면서 승용차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면서 도시 인프라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데다, 서부 대개발, 에너지 및 수자원

70) 그렇다면,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들어갈 때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 대한 최근의 대대적인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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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중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끝으로, 국유기업 개혁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효과를 무시할 수 없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국유 중화학 기업들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한 유산으로 인해,
개혁ㆍ개방 이후로 성장을 주도한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전자산업에서 국유기업보
다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전통적 중화학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제조업 업종별 주도기업의 유형
제조업 업종별 국유기업 비중

제조업 업종별 외자기업 비중

(2003년, %)

(2003년, %)
80.9

정유
철강
수송장비
31.3

일반기계

25.2

전자/통신

20.6

비금속 광물
식품가공/제조

17.0

방직

16.2
14.4

제지/출판

13.1

전기기기
의류/신발/가죽

65.5

의류/신발/가죽

64.3

수송장비

37.3

화학원료/제품

3.1

전자/통신

69.6
48.5
44.6
35.2

전기기기

자동차산업은 국
유와 외자의 합
작기업이 주도

화학산업 중 대규모
장치산업인 원료 부
문은 주로 국유기업

제지/출판

31.8

식품가공/제조

31.0
27.4

일반기계
화학원료/제품

25.1

방직

24.2
16.9

비금속 광물
정유
철강

11.6

최근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외자
기업 진출 결과
소재산업은 외자
기업 진출이 비교
적 부진한 분야

7.3

주: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합작일 경우 양쪽에 모두 포함됨으로써 이중 계산되었음에 주의.
자료: ꡔ중국통계연감ꡕ, 2004년판.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져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계획경
제 시대의 부정적 유산으로 인해 발전이 뒤처지고 있던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개
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발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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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확대로 인한 외자기업의 참여 증대, 일부 민영기업의 중화학 부문으로의 진출
등이 덧붙여져 국유 독점체제였던 중화학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
도 이 부문의 향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처럼 전자산업과 전통적 중화학 부문은 그 발전 배경과 양상이 서로 크게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산업이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분업 네트워크와 밀접
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발전은 중국의 내
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 전통적 중화학 부문 내에서도 그 발전 양상과
향후 잠재력에 상당히 큰 편차가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산업 발전 실태를 막연
히 ‘고도화’ 또는 한국을 포함해 선진국을 향한 ‘산업 추격’ 일변도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업종별 검토를 통해 중국의 산업 발
전이 한국 및 세계경제에 대해 갖는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71)
중국 철강산업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발전 속도는 실로
경이적이어서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만 5년 만에 중국의 철강 생산과 소비는
약 3배로 증가했으며(그림 4-6 참조), 현재 세계 철강 생산 증가분의 약 90%가 중
국의 생산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철강산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부해보면, 현재의 구조에서나 향후
발전전망 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1) 중국 철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주한ㆍ이임자(2004), 한내희 외(2005), 산업연구원 외(2004)
4편 4장, Chen(2005), Lau et al,(2004, 2005), Wang(200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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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철강재 생산 및 소비 추이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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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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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inished steel 기준.
자료: Smith Barney, “Asian Steel: Statistical Review and Outlook”, 2004. 11;
“Asian Metals and Mining”, 2005. 2.

우선, 중국의 철강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줄곧 소비량에 못 미쳐 철강 순수입국 상태가 장기간 지속
되었고, 최근 소비 급증에 따라 철강 수입도 계속 증가해왔다. 최근 철강산업의 급
성장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물론 최근 들어 철강의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
다. 과거 중국의 철강 자급률은 약 90% 내외였는데, 최근 들어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철강 수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오히려 순수
출국으로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4-7 참조). 하지만 중국 내 수
요의 급증 때문에 세계 철강시장의 규모에 비해 중국의 순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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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 철강 월별 수출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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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72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 철강산업이 대체로 봉강, 형강 및 중저가 판재류 등 저
부가가치 저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생산이
급증한 것도 주로 이 품목들의 생산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
에 저부가가치 품목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반면, 고급 판재류 등 고부가가치 품목
은 여전히 자급률이 낮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페로얼로이, 봉강, 형
강, 열간압연 강판 등 저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하고 냉간압연 및 도금 강판, 스테인
레스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기본 구조(표 4-3 참조)에 큰 변화가 없다
는 것이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종전에는 어떤 품목이든 수출량이 보잘 것 없는 수준
이었으나, 최근에는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만큼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공급과잉이 현재화
되면 중국 철강기업들이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을 더욱 크게 늘리려 할 것이고,
그 경우 세계 철강시장과 해외 철강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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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철강 수출입 품목구조(2005년 1~8월)
HS

품명

수출

7201
7202
7204
7207
7208
7209
7210
7213
7214
7219
7225

선철과 스피글라이즌(피그, 블록, 기타 일차형상의 것 )
페로얼로이
철의 웨이스트 ,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잉곳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열간압연)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냉간압연)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크래드 , 도금, 도포)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 , 불규칙적인 코일상의 것 )
철 .비합금강의 기타 봉(단조 , 열간압연 , 열간인발 , 열간압출)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상)

5.7
15.7
0.0
19.6
20.1
2.6
4.4
8.3
4.6
2.7
0.5

0.1
2.4
9.6
2.1
10.2
17.6
14.9
1.6
0.2
21.1
7.5

기타

15.9

12.6

합계

100.0

100.0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하지만 향후 공급과잉이 현실화될 경우, 반드시 해외 철강산업에 타격을 주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철강산업
에는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수많은 기업들이 난립해 있어, 불황이 닥쳐올 경우
해외 철강산업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이들 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철강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 국유기업
들로서, 이들 중 상해보강(上海寶鋼), 안산강철(鞍山鋼鐵) 등 상위 10여 개 업체
들은 그 규모나 기술력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외에도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난립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그림 4-8
참조). 규모의 경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강 기준 200만 톤 이하의 영세기업들
이 생산량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1990년대 후반 불황기에 많은 철강기업들이 구조조정되고 산업 집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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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면서 대형 기업 위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최근 수년
동안의 호황기에 수많은 소규모 국유 및 민영 철강기업들이 재등장하면서 산업집
중도가 다시 떨어졌다. 즉 최근에 철강 수요가 너무 빠르게 급증해 철강산업이 양
적으로 팽창할 수 있게 되자 다시금 질적 발전이 저해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정
부도 이 영세기업들의 재출현과 노후설비의 재가동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2004년 봄부터 철강산업에 대한 긴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투자경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공급과잉은 2005년 들어 현재화되기 시작했
다. 최근 중국의 철강 수출 급증세도 국내에서 수요를 찾지 못한 저부가가치 철강
품목들의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로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그림 4-8. 생산규모별 철강업체 수 및 생산비중
(단위: 백만 톤, %)

소규모
영세업체
난립

{

생산규모

생산비중

업체수

700 이상

24.5

5개

200~700

42.7

29개

100~200

15.8

20개

100 이하

17.0

3,238개

주: 2002년 조강 생산량 기준.
자료: 中国钢铁工业年鉴，2004(김주한ㆍ이임자, ｢중국 철강산업의 급성장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4.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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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저부가가치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가치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대중화와 전
자산업의 발전으로 고급 강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 노
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또한 해외 철강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은 1990년대 중반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몇몇 일본 업체의 진출로 시작됐는데, 이들은 모두 일부 제한된 품목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합작사업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자동
차용 강판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자기업의 진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요 프로
젝트를 보면, 아연도금강판, 냉연박판, 컬러강판 등 고급 강판 부문에서 독일의 티
센 크루프, 일본의 신일본제철, 한국의 포스코 등이 중국 철강기업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신규 공장들은 2005~2006년 사이에 생산을 시작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철강, 화학 등)에서는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쥐
어야 한다고 보고, 합작기업에서 외자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
다. 특히 대규모 종합제철소는 국유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외
자기업의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72) 하지만 중국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고
급 품목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 기회는 합작 형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2) 중국정부는 2005년 7월에 철강산업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담은 철강산업 정책을 발
표하였으며, 여기서 외자기업의 진출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3장 4
절 다항의 논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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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유화학73)
철강과 함께 양대 소재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도 2000년대 들어 급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비해 발전 속도는 더
느리고 전반적인 수준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석유화학 제품의 국내 생산량은 수요(국내수요 + 수출수요)의 절반 정도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경우 자급률은 약 40% 수준
이고, 3대 석유화학 부문인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의 자급률도 대략
4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급부족을 메워주는 주요 수입처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 아시아 선진국이고, 그밖에 중동이나 동남아 등지에서도 상당한 규모
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은 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수요 증가 속도 역시 이에 못지않게 빨랐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규모가 크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석
유화학 산업이 좀더 빨리 성장하지 못한 이유, 다시 말해서 급속한 수입대체를 이
루어내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74)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석유화학 제품은 동질성이 강한 범용제품이고 물류비 비중이 낮아 일종의 원자재
비슷한 글로벌 상품으로서 유통된다.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국가별 수
급상황보다는 대륙 수준의 지역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이 더 중요하다. 한편 석유화
73)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5), Chow(2004), Pu et al.
(2005), Weaver(2004) 참조 .
74) 특히,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국 석유화학 산업을 설명한 연구로는 송효준
(2003, 2004), 차홍선(200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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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산업은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복이 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서
매우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다고 해서 생산규모를 마구 키워놓으면 자국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초과공급 상
태에 빠져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그 결과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이 때
문에 본래 석유화학 산업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 자체만으로는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지만, 아시아
지역 전체로 보면 수급균형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원유 판매에만 주
력해왔던 중동 지역에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움
표 4-4.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 수급 현황과 전망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5

2010

연평균 증가율

에틸렌

생산
환산수요

775
1,850

1,560
2,550

15.0
6.6

42

61

1,800
3,400

2,350
5,000

53

47

750
1,850

1,200
2,850

자급률

41

42

-

생산
수요

140
241

220
320

9.9
9.0

자급률

58

69

-

자급률
합성수지

생산
수요
자급률

3대 부문

합섬원료

합성고무

생산
수요

5.5
8.0
9.5
5.8

자료: 中國化工信息(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중국 석유화학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자원부, 2005. 10, http://china.go.kr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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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석유화학 시
장이 초과공급 상태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존재해왔다. 따라서 중국 입장
에서도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3대 국유기업 집단, 즉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Petrochina),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주
도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각자 상당수의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석유 채굴에서 석
유화학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비
해 크게 뒤처져 있는데, 무엇보다 각 공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의 경제를 누리
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술 수준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그림 4-10 참조).
중국 석유화학 산업에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도 상당수 들어와 있으나, 철강
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체로 일부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제한적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철강산업과 다른 점은 대규모 종합 석유화학 콤플렉스(에틸렌 및 그
그림 4-9.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추이
(억 달러)
300

합성수지
수입
200
유기화학품
수입
합성수지
수출

100

유기화학품
수출
0
1998

1999

2000

2001

2002

주: 유기화학품 = HS 29, 합성수지 = HS 39.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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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일부 품목의 일관 생산) 사업에 외자 진출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특수 품목을 생산하는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나,
종합 석유화학 사업의 경우 외자의 지분은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그림 4-10. 석유화학 단위 플랜트 생산능력 비교
112

한국
중국

74
60

60

53
33

33

19

18

11
PVC

ABS

LDPE

PS

13

PP

12

HDPE

주: 미국 = 100 기준.
자료: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Yearbook(산업연구원 외, ꡔ중국경
제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대응ꡕ, 2004에서 재인용).

BP Amoco, BASF, Shell 등은 2000년대 초부터 앞에서 언급한 중국 국유기업
집단들과 합작하여 종합 석유화학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석유화학의 생산 증가세는 더욱 빨라
질 것이며, 그 결과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자급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수입대체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순수입국으로서의 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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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75)
자동차산업 역시 2000년대 들어와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과 2003년 2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연간 생산대수가 2000년 200만 대 수
준에서 2004년에는 5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2004년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
었으나 그래도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2010년에는 연간 1천만 대
수준의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생산규모로는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대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인 내용까지 곧바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이제 막 출발단계에 들어선 정도여서 선진국 수준과는 대
단히 큰 격차가 있다. 저소득국가에서 자동차 소비는 트럭 등 상용차가 중심을 이
루며,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어야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대중화
가 완료된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생산과 소비는 승용차 중심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의 승용차 생산대수는 2000년의 경우 전체 자동차 생산대수의 30%에 불과했
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했고, 조만간 50%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상용차 중심에서 승용차 중심으로 이행해
가는 구조 전환기에 들어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 전환 덕분에 승용차 생산과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 최근 자동차 산업 급성장의 기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2대 정도로, 한국의 1980년대 초와 비슷하다. 즉 한국
보다 20여 년 정도 뒤처져 있는 셈이다(그림 4-11 참조).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

75)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Gao(2002, 2004), Lou and Zhu(2005), 전경련 중국산업센터
(2005), 한내희 외(2005) 11장, 산업연구원 외(2004) 4편 3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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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국에서 본격적인 자동차 대중화 시대는 2010년을 전후하여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1. 자동차 생산 및 보급 추이 : 한ㆍ중 비교
중국

한국
생산

- 최근 생산 급증과 함께
승용차 비중도 상승세
- 자동차 보유는 한국의
1980년대 초 수준으로
자동차 대중화 준비단계

507 전체
444
325

207

생산
- 한국 자동차산업은 1980년
대 초에 도약
- 초기부터 높은 기술수준
을 필요로 하는 승용차
중심으로 발전

234

202 232 승용차
51

38
1996
0.9

1998
1.0 1.1

61
2000

311

260

108
70 109
2002

1.2 1.3 1.5 1.6

2004
1.8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체

281

173

163

148

347

312

226
승용차

27
16

87

131

1984

1988

1992

1996

2.3

4.9

11.9

20.8

2000

2004
인구 100명당
25.6 29.4 자동차 보유대수

자료: ꡔ중국통계연감ꡕ, 각년도판;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ꡔ한국의 자동차산업ꡕ, 각년도판.

다음으로, 최근 국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산업화 가
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은 완성차를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거
의 못하고 있고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즉 중국 자동차산업은 자체적으로 생
산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데서 끝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수출입은 활발하
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2004년부터 수출증가율이 급상승하긴 했으나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 가까운 시일 내에 주력 수출산업이라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현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수출입 통계가 가리키는 것보
다 훨씬 더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동차 부문은 높은 수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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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보호받아온 업종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중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80~100%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것이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6년에 25%로 낮추기로 약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여전히 수입차와의
경쟁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저임금에
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부품조달 시스템
을 갖추지 못해 생산비가 국제 수준에 비해 훨씬 비싸고 품질도 떨어진다. 최근 자
동차산업의 급성장 과정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나, 국제 수준에 비하
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달라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상당히 활발
하다. 그중 수입은 정체해 있는데 반해 수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가까
운 시일 내에 중요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4-12 참조). 하지만
철강산업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의 품목별 구조를 상세히 점검해봐야
한다. 자동차부품의 수출과 수입의 품목별 구조도 상당히 다른데, 이것 역시 저부
가가치 품목의 수출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입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중국 자동차부품의 수출산업화는 부품산업 중 비교적 노동집약적 공정의 비
중이 높은 부문의 발전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처럼 부품산업이 발전하고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규모도 커지다 보면,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동차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출산업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자동차산업도 그런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 수출산업화는 한국의 경우보다는 느린 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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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국의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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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승용차 = HS 8703, 자동차부품 = HS 8708.
2) 2005년은 1~8월 증가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전망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무엇보다 중국 자동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격이 문제다. 세계적으
로 자동차 무역의 중심은 승용차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는 반드시 높은 기술수준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나라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점은 승용차 부문을 주
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승용차 시장의 경쟁판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표 4-5]를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승용차 생산기업 10개 중 7개가 외자기
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상위 6개 중 5개가 외자기업이다. 즉 중국 승용차산업
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 은 대체로 중국 국유기업과 50 대 50 합작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지분 규모를 50%로 제한하
고 있기 때문이다(수출의 경우에는 50% 이상도 허용된다). 하지만 50 대 50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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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 및 모델 개발 능력은 외자기업의 수중에
있다. 이것은 과거 자동차산업 발전기의 한국과 매우 다른 현상이다.
표 4-5. 주요 승용차 생산기업 현황(2005년 상반기)
(단위: 백만 톤, %)

순위

회사명

Local
Partner

1
2
3
4
5
6
7
8
9
10

上海大衆
一汽大衆
上海通用
北京現代
天津一汽
廣州本田
奇瑞
神龍汽車
東風日産
吉利集團

上海汽車
第一汽車
上海汽車
北京汽車
第一汽車
廣州汽車
奇瑞
神龍汽車
東風汽車
吉利集團

기타

Foreign
Partner

2005
상반기
판매대수
(만 대)

2005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Volkswagen
Volkswagen
GM
Hyundai
Honda
PSA
Nissan
-

13.5
12.6
12.5
10.8
10.0
9.7
8.1
7.2
6.6
6.4

10.3
9.6
9.5
8.3
7.7
7.4
6.2
5.5
5.1
4.9

16.0
11.3
11.3
5.0
5.4
6.3
4.5
4.2
2.7
4.9

33.2

25.4

28.4

시장점유율(%)

자료: 中國汽車工業信息網(전경련 중국산업연구센터, ｢2005년 상반기 중국 승용차 생산 판매 현황 분석｣,
2005. 8에서 재인용).

한국은 1970년대에도 상위 3대 업체 중 2개(현대, 기아)는 국내기업이었고,
GM 코리아가 대우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바뀌었다. 후발국의
자동차산업에서 국내기업이 주도적인가 외자기업이 주도적인가는 그 후의 발전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76) 다국적기업 현지공장 또는 다국적기업과
의 합작기업은 해당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종속된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전세계
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설립한 현지공장은 대개는 해당

76)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한 주요한 연구로는 오원철(199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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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해당 지역으로 판매가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외자기업은 본사에
서 개발한 모델을 그대로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현지공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
발, 모델개발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과거 한국의 현대와 대우를 비교해보아도 이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었던 현대는 창립 초기부터 독자 모델 개발과 독자 기술 확보에 대단한 노
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는 자동차기업 중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성장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본래 GM과의
합작기업이었고, 합작관계를 청산한 후인 1990년대에도 여전히 GM에 의존했던
대우는 독자 기술력이 부족해 현대에 크게 뒤처졌고, 결국엔 다시 GM에 합병되
고 말았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들 중 상위 업체들, 즉 상해기차나 제일기차 등은 과
거 한국의 대우가 걸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치루이(奇瑞) 등 순수
국내기업들이 현대식의 길을 모방하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 규모
가 너무 작고 이미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치
고 상위업체로 발돋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한국의 현대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도 자동차산업의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자주적 기술과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 기업의 육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77)
[표 4-6]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데,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78)

77) 최근 중국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3장 자동차산업정책 부분 참조 .
78) 이에 관해서는 제5장의 제일자동차 사례의 내용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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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국 자동차산업 R&D 지출현황
(단위: 억 위안)

년도

R&D 지출(A)

영업수입(B)

A/B(%)

1998

38.2

2742.5

1.39

1999

57.4

3114.7

1.84

2000

67.7

3560.4

1.90

2001

58.6

4253.7

1.38

2002

86.2

5947.7

1.45

2003

107.3

8144.1

1.32

자료: ꡔ中國汽車工業發展報告ꡕ(2004).

또 현재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업체의 난립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
는 2004년 현재 중소업체 및 부품업체를 제외하고도 62개의 자동차 업체가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동차산업은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과점산
업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탓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중국 기업들은
그 수가 많고 생산규모는 너무 작다.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아 경쟁력이 취약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
은 기업들이 도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국제 수준
의 대규모 공장과 그 주변의 효율적인 부품조달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다국적 완성차 업체의 중국 진출과 함께 다국적 자동차부품 기
업의 중국 진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완성차 부문과 마찬가지로 부품 쪽
에서도 핵심 부품, 고부가가치 부품 쪽은 대체로 외국계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노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기
업들의 입장에서는 국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만 노릴 것이
아니라 본사나 그밖의 고비용 사업장을 일부 구조조정하고 중국을 중저가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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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출기지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중국 국내기업들도 외국의 틈새시장을 노
려 저가 모델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뜻을 밝히고 있다. 다국적 자동차부품 기업들도
중국을 글로벌 수출기지로 육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부품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승용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에 비해 아직 해외생산
기반이 불충분한 한국 자동차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
를 다지는 한편, 한국 본사의 사업구조를 고부가가치 활동, 고가 모델 중심으로 전
환하고 중저가 모델의 해외 생산기지를 추가 확보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기업들도 중국 동반 진출로 사업규모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즉 중국 현지사업의 확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업그레
이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자동차시장의 확대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
할 경우 중국 자동차산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상호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다.
라. 전자79)
중국의 전기ㆍ전자산업(이하 전자산업으로 약칭)은 전통적 중화학 부문과 상황
이 많이 다르다. 우선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200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발전
을 시작한 데 비해 전자산업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

79) 중국 전자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김석진(2004), 산업연구원 외(2004) 4편 6, 7, 8장, 林元芳
(2004), Chen(2004, 2005), Cheung(2005), Lam and Chung(2005), Li and Zhu(2005),
Lin(2005), Tang and Lam(200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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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1990년대 후반의 불황기에도 순항을 계속했다. 또 전통적 중화학 부문이
아직은 대체로 내수산업에 머물러 있는 데 비해, 전자산업은 초기부터 수출산업
으로 발전했다.
주도기업의 성격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통적 중화학 부문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데 비해, 전자산업에서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4-7 참조). 특히, 중국 전자부문 수출의 3/4 이상
을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IT 부문은 그 비율이 더 높아
80~90%에 이른다(그림 4-13 참조). 또한 철강, 화학, 자동차 등에서는 중국기업이
외자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 데 반해, 전자산업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었
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100% 단독투자 또는 외국기업이 다수지분을 가진
합작기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전자산업 부문의 중국 토종기업들도 전통적 중화학 부문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표 4-7. 중국 전자산업의 주도기업 현황
휴대폰
Bird, TCL,
Amoi,
중국기업
Kongka,
Lenovo, Haier
Motorola,
Nokia,
Samsung,
외자기업
SonyEricsson,
LG

PC

반도체

영상가전

백색가전

Lenovo,
Founder,
Tongfang,
TCL,
Great Wall

Jiangsu
Changdian,
Datang

TCL,
Skyworth,
Konka,
Changhong,
Hisense, SVA

Haier,
Rongsheng,
Xinfei, Midea,
Kelong,
Galanz

Sony,
Panasonic,
Philips,
Toshiba, LG
Samsung

LG, Siemens,
Panasonic,
Samsung,
Electrolux

Dell, HP,
Toshiba,
Motorola,
Sony,
NEC,
Foxconn,
Samsung,
Quanta,
SMIC, TSMC
ASUS, Be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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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문의 중국기업들도 본래는 국유기업이나 집단소유제 기업이었으나, 다른 업
종에 비해 소유구조나 경영방식 두 측면 모두에서 민영화가 훨씬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산업 내부에서도 부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산업은 그 범위가 워낙 넓어, 전반적으로는 자본ㆍ기
술집약적이지만 그 내부에 노동집약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요구되는 기
술수준도 상당히 다양하다. 전자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이테크라고는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전자
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공정 중심으로 발전해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하이테크 산업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가장 시사점이 큰 네 부문,
즉 가전, PC, 휴대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점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그림 4-13. IT 제품 수출의 특성
하이테크 수출 기업유형별 구성

9
26

21

하이테크 수출 무역방식별 구성

기타
국유기업

23

中外合資
企業

7
14

來料가공**
가공무역
이대부분
차지

19
외자기업이
대부분차지

31
65

外商獨資
企業

76

2004

進料가공***

56

33

1996

기타
일반무역

1994

2003

IT 수출도역시
노동집약적조
립가공중심임
을의미

주: 1) 하이테크 수출의 96%는 IT 부문이며 그 나머지는 바이오, 항공, 재료기술; 2) 내료가공 = 위탁가
공; 3) 진료가공 = 수출업체가 스스로 원자재,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
역.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과학기술부, ｢2003年我国高新技术产品进出口特点分析｣, 중국과기통계
(www.sts.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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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전
중국의 가전산업의 발전상은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중국 가전산업은
지난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주요 수출산업으
로 급부상했다(표 4-8 참조). 또한, 하이얼을 비롯해 중국기업들의 발전상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 가전산업의 발전상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80)
우선, 중국기업들은 대체로 중저가 모델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
산 및 판매대수는 많다 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
상은 훨씬 낮다.81) 내수시장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대
체로 2/3 수준이고, 외자기업은 1/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9 참조).
또 중저가 품목일수록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고가 품목으로 갈수
록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내수시장에서 외자기업이 1/3 정도의 점유율을
표 4-8. 중국 주요 가전제품 생산 및 수출대수 추이
(단위: 만 대)

컬러 TV
1995
2000
2004

냉장고

에어컨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생산

수출

2,058
3,936
7,673

523
1,032
4,924

919
1,279
3,033

98
355
1,290

683
1,827
7,047

40
387
2,888

자료: ꡔ중국통계연감ꡕ, ꡔ중국전자공업연감ꡕ, 중국해관통계(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경제 DB http://
tri.kita.net 에서 재인용).
80) 이런 발전상이 워낙 자주 보도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중국 가전시장에서 외자기업들은
모두 실패하고 중국기업들이 완전히 주도적 지위를 장악했다거나,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가전산업
이 세계 1위라거나 중국 1위의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
나 이는 모두 과장된 언론보도로 인한 오해이다.
81) 여기서 판매대수 기준과 판매금액 기준의 자료를 세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서는
단순히 판매대수 기준으로 중국의 가전산업 또는 가전기업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발전상을 과
장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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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것은 자국기업이 시장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가전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제품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중국산 가전 수출품 중 외자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데다, 중국
기업 제품도 다국적기업의 OEM 방식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가전산업의 수출 중에서 가공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4.3%를 기록하였
다. 즉 다국적 가전기업들은 중국을 글로벌 수출기지로 육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기업들을 자신의 글로벌한 판매망 속에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기업 간 경쟁구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산 가전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갖는 의미는 다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물론 전자산업 가운데서 가전은 중국기업의 발전이 가장 눈부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자산업 가운데서 가전이 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성숙산업
에 속하며, 노동집약적 공정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에서 연유한 현상이다. 이러한
표 4-9. 중국 TV 내수시장 점유율(2005년 1~5월)
(단위: %)

Skyworth
Changhong
TCL
Konka
Hisense
Panasonic(외자)
Sony(외자)
Toshiba(외자)
Haier
Philips(외자)

판매대수 기준

판매금액 기준

13.5
16.9
13.0
14.7
9.8
2.4
3.2
2.6
5.9
-

11.1
10.1
9.4
8.7
8.6
7.0
6.6
5.3
5.3
4.7

자료: Li, Lisa and Wei Zhu. 2005. “Display Industry Monthly”. CICC.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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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덕분에 중국이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중국기업들이 발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외자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세계 가전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 틀림없으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한 경쟁판도는 단숨에 급격히 변화한다기보다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점진적
으로 변할 것이다.
또, 가전 부문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기업들, 즉 삼성전자
와 LG전자가 중국의 비교우위와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중국 사업을 벌
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중국 가전산업의 눈부신 발전과정에서 한국기업
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가령 LG전자는 2003년 중국 전자레인
지 시장에서 2위를, 에어컨, 세탁기 시장에서는 각각 4위를 차지했다.(www.cei.gov.
cn) 이것 또한, 단순히 중국 가전산업의 발전을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2) PC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 가운데서 수출산업으로서 가장 의미가 큰 부문은 PC 및
그 부품이다(그림 4-14 참조). 전자산업의 총수출 가운데서 PC 및 그 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압도적이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PC 및 그
부품의 비중도 급상승했다. 최근 한국 PC산업이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는 것도 중
국의 도약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PC는 중국 위협론이 현실로 나타난 가
장 대표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 PC산업의 주역이
어떤 기업인가, 중국산 PC 및 그 부품이 글로벌한 가치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자면 마치 중국 PC산업은 중국기업들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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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중국 PC 내수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롄샹(Lenovo)
의 발전상이 워낙 자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롄샹은 최근에 세계적 대기업인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물론 롄샹 등 중국 PC기업들이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PC 시장은 특정 메이커 없는 조립 PC가 중심이었고, 대기업 제품으로는 외
자기업 제품의 점유율이 높았다. 그러던 것이 롄샹을 비롯한 중국 조립 메이커들
이 급성장해 2000년대 들어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외자기업들
도 만만치 않다. PC 내수시장 1위는 중국기업인 롄샹이지만, 2, 3위 기업은 세계
시장 1, 2위 기업인 델과 HP이다(표 4-10 참조). 외자기업들의 점유율은 노트북
시장에서는 더욱 높다. 롄샹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PC 기업들은 최근 수년 동안
외자기업의 공세에 밀려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국 PC 조립 메이커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하기
그림 4-14. 중국 PC 및 PC 부품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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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8471 및 8473의 합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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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PC 산업 전체의 분업구조와 가치사슬을 점검해보면, 그 저변에는 주로 대
만 출신의 부품 메이커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CPU 등 PC의 고부가가치 핵심 부
품은 인텔 등 구미 업체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고, 모니터는 한국기업들에게서 가
져오고 있다.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기업들은 단지 최종조립을 해서 전국적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기술력이 뛰어나다기
보다는 조립과 내수 마케팅에 비교우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글로
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해외 수출도 중국기업들이 아니라 주로 외자기업들, 특히 대만 출신의 부품 메
이커들이 주도하고 있다. 델을 비롯해 상당수 구미 PC 기업들이 중국을 저부가가
치 부품의 조달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중국산 PC 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표 4-10. 중국 PC 내수시장 점유율
(단위: %, 금액 기준)

PC 시장 전체
Lenovo
Dell(외자)
HP(외자)
Founder
Tongfang

1Q 2004

2Q 2004

3Q 2004

4Q 2004

1Q 2005

2Q 2005

22.0
9.7
7.5
9.2
5.1

22.7
9.3
8.1
9.2
5.0

23.6
9.4
7.2
9.9
6.5

24.3
9.4
8.7
9.6
6.4

21.1
10.5
9.9
9.5
4.9

36.3
11.5
10.4
9.4
3.9

노트북 시장
Lenovo
Dell(외자)
HP(외자)
Sony(외자)
ASUS(외자)

1Q 2004

2Q 2004

3Q 2004

4Q 2004

1Q 2005

2Q 2005

14.9
11.8
8.8
6.9
4.5

14.3
9.9
8.8
7.2
4.5

15.2
10.0
6.7
7.7
5.2

14.4
9.2
9.1
10.7
6.4

13.1
11.1
9.1
12.2
8.2

36.3
12.4
9.4
7.3
7.0

주: 롄샹(Lenovo)의 IBM PC 사업부 인수가 완료된 후인 2005년 2사분기부터 롄샹의 점유율이 급상승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CSFB, “China PC Industry”, Se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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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한 원인이다. 즉 중국 PC 산업의 발전은 세계 PC산업의 가치 사슬 가운데
서 노동집약적 공정이 중국으로 이전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롄샹의 IBM PC 사업부 인수를 계기로 중국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
나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 나가게 되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
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IBM PC 사업부는 IBM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
만을 차지하는 비교적 작은 사업부로서, 세계 PC 시장에서 델, HP 등에게 밀려
고전하던 기업이다. 즉 롄샹과의 합병으로 경쟁력이 더 저하됨으로써 세계 PC 시
장에서 델이나 HP와 더욱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
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82)
3) 휴대폰
휴대폰 산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자산업에서도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부문이다. 생산과 수출이 모두 급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내수보다 수출물량이 훨씬
많아져 명실상부한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표 4-11 참조).
중국 휴대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노키아, 모토롤라, 삼성 등 글로벌 전

표 4-11. 중국 휴대폰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만 대)

1998
2000
2002
2004

생산

수출

수입

855
5,248
12,146
23,345

218
2,275
6,329
14,605

164
600
1,720
1,272

자료: 中國資訊行, ꡔ中國工業經濟統計年鑒ꡕ(한국무역협회, 중국경제 DB http://tri.kita.net에서 재인용).
82) 롄샹의 IBM 인수에 대한 평가로는 Lim and Bean(2004), 김지목(2005), 본서의 제6장 등 참
조 . 김지목(2005)은 롄샹 이외에도 TCL, 하이얼 등 중국의 주요 전자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해
외시장 진출 등에 관해 비판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142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자기업들인데, 이들은 또한 세계 휴대폰 산업의 리더들이기도 하다. 즉 중국 휴대
폰 산업은 세계 휴대폰 산업의 직접적 연장선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또 여
기에서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더욱 크다. 세계적 휴대폰 기업들은
R&D 및 핵심부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활동은 대체로 본사 또는 주요 선진국에
위치한 지사에서 수행하며, 중국에서는 최종조립 위주의 저부가가치 생산공정을
설치해 중국을 글로벌 생산ㆍ수출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
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2~2003년 무렵에는 닝보 버드,
TCL, 아모이 등 중국 휴대폰 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과
거 가전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우위가 국내기업의 우위로 역전된 것과 동일한 현상
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의 휴대폰 생산 업체도
2004년 37개 업체에서 2005년 11월 65개 업체로 빠르게 늘어났다.83)
표 4-12. 중국 휴대폰 내수시장 점유율(2005년 상반기, 판매대수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GSM
Nokia
Motorola
Bird
Samsung
Konka
TCL
Amoi
SonyEricsson
Haier
Lenovo

CDMA
14.1
12.7
10.0
8.6
6.3
6.0
5.2
4.7
3.6
3.3

Samsung
LG
ZTE
Motorola
Hisense
Nokia
Sanyo
Kyocera
Daxian
Soutec

28.9
22.9
16.5
12.9
10.5
3.7
1.4
1.4
1.1
0.3

자료: KGI, “China Handset Industry”, 2005. 8.
83) 휴대폰 생산업체의 급증은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2005년 2월 휴대폰 생산 허가제가 형식승인제
로 바뀐 데 힘입은 바도 크다. 정상은 외(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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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4년 이래 외자기업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해 중국기업의 점유율
상승세는 꺾였고, 중국기업들은 매출 및 이익 하락으로 계속 고전 중이다(표 4-12,
그림 4-15 참조). 또한 가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급품목으로 갈수록 외자기업의
우위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따라서 휴대폰 고급화에 따라 앞으로는 오히려 외자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기업들 중 상당수는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
하다. 2005년 현재 65개 휴대폰 생산기업 중 20~30%의 기업이 3년 내에 퇴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84)
휴대폰은 모델 교체가 빈번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에 따라 카메라, MP3 등
다른 기능들을 접목한 고급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전에 비해
R&D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주요 부품과 모델
설계를 한국, 대만 기업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는 PC 메이커들이 조립과 마
그림 4-15. 중국 휴대폰 내수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2005년)
(단위: %)
45
42.5
40.9

40.9

40

39.1
37.3

37.8

35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자료: SINO-MR(ꡔ互聯網週刊ꡕ, 2005. 11. 21에서 재인용).
84) “信息部 : 20家手機企業3年內將退市”, drcnet.com.cn 2005.11.7. 중에서 중국 信息産業部 電信
硏究院 소장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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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에 전문화했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내수 마케팅은 잘하지만, 글로벌 마케팅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PC 부문과 마
찬가지다. 세계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 브랜드 파워와 기술개발 능력이 모두 현저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메이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중국을 세계시장을 겨냥한
주요 생산기지로 육성해놓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
하는 것도 쉽지 않다.
4) 반도체
마지막으로, 전자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대표 소재인 반도체 부문에 대해 검토해
보자. 반도체는 한국의 대표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
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세
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10% 내외로 추정되었는데, 2010년에는 약 30% 수준
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빠른 시장 확대에 비해, 반도체 산업은 대단히 후진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대략 2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
며, 생산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서 자급률은
앞으로도 그다지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수출액의 약 5
배 정도로 이같은 추세에 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중국은 주요 반도체 수입국
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4-16 참조).
이는 반도체가 다른 전자부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하며, 노동집약적 공정의 비중이 작아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부문이기 때
문이다. 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중화학 소재산업인 철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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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다 더욱 어려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
도체 산업에 큰 위협이 되는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중국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이 세계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수익 기회를 부
여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
고, 주로 SAT(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즉 조립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 가운데서 노동집약
적 공정의 비중이 제일 높은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
동집약적 공정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전자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파운드리 업체(이미 설계된 반도체의 제조만 담
당하는 전문 하청기업)라든가 IC 설계 전문기업 등도 제법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일부 전문화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특수한 기업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역시 외자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
그림 4-16. 반도체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712
수출
수입

494

323
207

174
66
19
1998

145

104
32
1999

45
2000

주: HS 8541 및 8542의 합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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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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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토롤라, NEC, 삼성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대만, 홍콩 기업 및 일부 구미기업들,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합작기업
들, 또한 이들과 중국기업의 합작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가전
이나 PC 부문에서 등장한 것과 같은 국내 대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
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 반도체 기업이 일부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이전함
과 동시에 특수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외자기업의 진출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반도체산업의 구도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4. 종합적 평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다. 전기ㆍ전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이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
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 발전의 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
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수준으로 본 사업구조
라는 프리즘을 통해 각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4-17 참조).
중국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급속히 고도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각
산업 내의 사업내용은 대체로 범용제품, 저급품목 중심의 저부가가치 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 프리미엄 제품 제조,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수
행할 역량은 아직 모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도 대체로 저부가가치 품
목을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공업과 IT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외자기업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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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한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에서 중국의 위치는 아직은 한국 및 선진국 수준과 현격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주력산업들이 갖는 특성은 또한 무역특화 상황(수출이 수입보다
많은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그림 4-18 참조). 우
선 가전, 휴대폰, PC 등 전자산업의 주요 부문은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출
특화 상태에 있으며, 이런 성격은 최근 수년 사이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반도
체를 비롯한 핵심부품, 산업용 전자 등은 수입특화 상태에 있어 전자산업 전체로
보면 수출입 사이에 큰 격차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
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은 수출과 수입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전체 산업규모에
비해 수출입 규모가 작아 아직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에 비

그림 4-17. 부가가치 수준별로 본 산업구조와 사업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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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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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범용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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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R&D
글로벌 마케팅
고부가가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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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유화학은 수입특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철
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무역특화 상황은 지난 수년간의 급
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이들 부문의 발전은 주로 국내수
요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
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각 업종별 주도기업의 성격에서도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난다. 대체
로 IT와 자동차처럼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는 외자기업의
중심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철강, 석유화학 등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에
서는 중국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자주적 기술역량을 가
진 중국 국내 기업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IT 등 하이테크 부문의
외자기업은 대부분 100% 단독투자 또는 다수지분의 합작기업 형식을 취하고 있
그림 4-18. 중국 주요 산업의 업종별 특성
중국기업 중심

철강
석유화학
가전

순수입

순수출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PC

외자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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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국 측 파트너로의 기술이전이 급속히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외자기업
의 기술인력이 중국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거꾸로 중국의 많은 고급인
력을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두뇌유출’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산이나 교역 등에서 나타
나는 외양과 실제 산업 및 기업의 실력 사이에는 아직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
히 글로벌한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가운데서 한국과 중국의 위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또한 전자와 자동차산업 등 산업고도화가 비교적 빠른 부분의 주요 주체는 외자
기업들이었다. 즉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된 경쟁상대는 중국기업들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진국의 주요 다국적기업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핵심 생산ㆍ수출기
지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한국기업들도 역시 동일한 기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기회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다국적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
에게도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수익기회가 열리고 있다.
물론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 중국이 종전에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
역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분명한 중국의 위협이다.
특히 각 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저급품목, 범용제품 쪽에서는 중국기업 또는 중국산
업의 활동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그 만큼 해당 부문의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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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은 그 산업의 성격상 대기업에 의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이른바
중국 위협의 주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들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밝혀져야 할 것은, 자본ㆍ기술집약적 분야의 대기업이 대체로 어떤
규모에 도달하여 있으며, 어떤 산업의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국제적 기
준으로 볼 때 중국 대기업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결
정하는 연구개발투자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중국 대기업의 수준, 성장 잠재력,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1. 중국의 대기업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중국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분류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
가협회와 중국기업연합회는 2002년부터 매년 500대 중국기업에 대한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85) 이 조사에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광업, 금융, 에너지, 건설, 유통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2004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조사에서는 매출액
30억 위안 이상의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13억 위안 이상의 기업을,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5억 위안 이상의 기업을

85) 중국기업가협회는 2005년 8월 말 중국 티엔진(天津)에서 제4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중국 500대 기업, 중국 500대 제조업 기업, 중국 500대 서비스기업 등을 발표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ꡔ中國大型企業(集團)發展報告ꡕ라는 책으로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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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86)
한편 중국국가통계국이 참여하는 중국 1,000대 공업기업87)의 조사 순위가
2004년부터 발표되었다. 2005년 9월에도 2004년 실적을 기초로 한 조사 결과가
ꡔ英才ꡕ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1,000대 기업에는 매출액 16억 위안 수준까지의
공업기업이 포함되었다. 이 순위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광업, 에너지, 건설, 운수업
이 포함된다. 그러나 앞의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금융, 유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다.88)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대기업에 대한 정의는 2003년 당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통계국이 정한 ‘중소기업인증 발급에 관한 임시규정
통지(關於印發中小企業標准暫行規定的通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중국은 종업원 2,000명 이상, 매출액 3억 위안 이상,
자산총액 4억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을 이른바 ‘대형기업’으로 정의한다. 즉 어떤
제조업 기업이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공업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3,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도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200명
이상, 매출액이 3억 위안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89)

86) 이 조사에서는 자격을 갖춘 기업의 신청뿐 아니라, 각 산업 및 지방 통계자료 활용과 지방정부의
추천, 상장기업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87) 중국에서의 공업기업은 광업, 제조업, 전력ㆍ에너지ㆍ상수도 등 3종의 기업을 포함한다.
88) “中國工業企業1000大”, www.hexun.com. 2005.9.6.; “2004年中国1000家最大企业集团”,
www.drcnet.com.cn 2005.9.27. 등에서 작성.
89) 이러한 정의에 따른 중국 대기업 중 공업기업의 명단 및 분석은 國家統計局工業交通統計司 編(각
년도)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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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통계상 대중소형 기업의 구분기준
업종명칭

지표명칭

계산단위

대형

중형

소형

공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총액

인
만 위안
만 위안

2,000 이상
30,000 이상
40,000 이상

300-2,000 이하
3,000-30,000 이하
4,000-40,000 이하

3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건설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총액

인
만 위안
만 위안

3,000 이상
30,000 이상
40,000이상

600-3,000 이하
3,000-30,000 이하
4,000-40,000 이하

6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도매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인
만 위안

200 이상
30,000 이상

100-200 이하
3,000-30,000 이하

100 이하
3,000 이하

소매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인
만 위안

500 이상
100-500 이하
100 이하
15,000 이상 1,000-150,000 이하 1,000 이하

교통운수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인
만 위안

3,000 이상
30,000 이상

500-3,000 이하
3,000-30,000 이하

500 이하
3,000 이하

우편업기업

종업원 수
매출액

인
만 위안

1,000 이상
30,000 이상

400-1,000 이하
3,000-30,000 이하

400 이하
3,000 이하

숙박 및 요식업

종업원 수
매출액

인
만 위안

800 이상
15,000 이상

400-800 이하
3,000-15,000 이하

400 이하
3,000 이하

주: 1. 표 중의 ‘공업기업’은 채광업, 제조업, 전력 천연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등 3개 업종의 기업을
포함한다.
2. 공업기업의 매출액은 현행통계제도 중의 연생산매출수입으로 대체한다. 건설업기업의 매출액은
연공정결산수입으로 대체한다. 도매와 소매업의 매출액은 연매출액으로 대체한다. 교통운수와 우
편업, 숙박과 식당업기업의 매출액은 연영업수입으로 대체한다. 자산총액은 자산합계로 대체한다.
자료: 國家統計局工業交通統計司 編(2004), p. 255.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1) 2004년 전체 대기업의 현황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공업기업(광업, 제조업, 전력ㆍ에너지ㆍ수도) 중 대기업
은 2004년 말 현재 2,15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0) 이는 2003년에 비

90) 이하 2004년 2,154개 중국 대기업에 관한 분석은 “2004年中國大型工業企業達2154家 比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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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6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의 매출액(主營業收入)은 38.5%, 자산총액은
21.2%, 종업원 수는 10%, 이윤총액은 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들의 효율도 개선되어 일인당 매출은 50.8만 위안으로 2003년에 비
해 26% 증가하였고, 자산 100위안 당 매출도 90.2 위안으로 14.3% 개선되었으며,
일인당 이윤은 3만 7,900위안으로 40.7%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규모와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평균 매출은 36.2억 위안,
자산총액은 40.1억 위안이다. 이 중 6개 대기업의 매출과 자산이 1천억 위안을 넘
어섰으며,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의 대기업은 159개에 달해 2003년에 비해 56개
가 늘어났다. 이들 대기업은 기업 수에서는 중국의 매출 500만 위안 이상 공업기
업91)의 0.78%에 불과하나, 매출액의 39.2%, 이윤총액의 48.7%, 자산총액의
40.2%를 차지한다.
산업분포 면에서는 전자통신산업의 대기업이 217개 사로 가장 많고, 교통운수
장비 195개 사, 화공 161개 사, 철강 148개 사, 방직 147개 사, 전력산업 130개
사, 전기기계 109개 사, 석탄산업 109개 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인 159개 대형기업 중에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업이 많은데, 철
강 33개 사, 전자통신설비 28개 사, 정유 24개 사, 전력 22개 사, 자동차 13개 사
등 120개 사로 75.5%를 차지한다.92)
한편 소유제 면에서는 아직까지 국유기업을 포함하는 공유제기업 위주이나, 비

年增206家”, www.stats.gov.cn 2005.10.21참고. 이 분석과 다음 절에 사용된 中國企業家協會
(2005) 집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자료가 中國企業家協會(2005)의 예비적 집
계 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1) 중국의 기업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및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기업을 집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ꡔ中國統計年鑑ꡕ, 2005, p. 488. 이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이상의 기업이 21만
9,463개에 달한다. 위에서 제시한 비율은 2004년 중국경제센서스에 따른 것으로 ꡔ中國統計年鑑ꡕ
이 제시하는 비율과는 다른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92) 이상은 중국이 집계하고 있는 39개 산업대분류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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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기업명

산업

매출액
(만 위안)

1

上海寶鋼集團公司

흑색금속광물야연 및 압연가공업

16,175,653

2

華北電網有限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15,407,874

3

中國第一汽車集團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1,453,135

4

廣東省廣電集團有限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11,336,356

5

大慶油田有限責任公司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업

10,107,222

6

海尒集團公司

전력기계 및 기재제조업

10,090,705

7

東風汽車公司

교통운수설비제조업

9,600,200

8

江疎省電力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7,012,824

9

摩托羅拉(中國）電子有限公司

교통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기설비제조업

6,467,627

10

首鋼總公司(集團）

흑색금속광물야연 및 압연가공업

6,190,00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04年中國大型工業企業達2154家 比2003年增206家” www.stats.gov.cn 2005.10.21.

표 5-3. 제조업 자산규모 상위 10대 기업
기업명

산업

자산
(만 위안)

1

華北電網有限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22,559,304

2

上海寶鋼集團公司

흑색금속광물야연 및 압연가공업

19,383,969

3

廣東省廣電集團有限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12,808,158

4

東風汽車公司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2,085,421

5

江疎省電力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10,491,235

6

中國第一汽車集團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0,288,406

7

大慶油田有限責任公司

석유와 천연가스채굴업

8,304,841

8

上海市電力公司

전력, 열력의 생산과 공급

7,102,608

9

鞍山鋼鐵集團公司

흑색금속광물야연 및 압연가공업

7,067,205

10

首鋼總公司(集團）

흑색금속광물야연 및 압연가공업

6,897,00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04年中國大型工業企業達2154家 比2003年增206家” www.stats.gov.cn,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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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은 2003년의 1,245개 사에서 2004년 1,185
개 사로 감소하였고, 집체기업도 61개 사에서 44개 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유
및 집체를 포함한 공유제기업은 여전히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반면 사영기업은
80개에서 118개로, 외자기업은 361개에서 476개로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동부지역이 1,298개 사로 전체 대기업의 60.3%를 점하고, 중부지
역이 480개 사, 서부지역이 376개 사인데, 이는 2003년에 비해 각각 144개, 36개,
26개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산동성이 279개 사, 광동성이 224개 사, 절강성이
155개 사, 하남성이 125개 사, 요녕성이 101개 사 순으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대기업의 특징
중국기업가협회가 발표한 2005년 종업원 2,000명 이상, 매출액 3억 위안 이상,
자산총액 4억 위안 이상의 2,134개 대형공업기업(1,790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
로 중국 위협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검토대상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
학, 기계 등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 분야(이하 주요산업) 대기업들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주요산업의 대기업은 전체 제조업 중에서 기업 수의 52.8%, 매출
액의 65.6%, 자산총액의 63.9%를 차지한다. 매출 면에서는 철강과 전자설비의 매
출이 제조업 대기업 매출의 각각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주요산업 대기업들은 전체 대기업 수출의 79%를 점하고 있어, 이 산업
들이 중국 대기업 수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에
서는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 분야의 대기업들이 전체 대기업 수출의 61.6%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 산업이 중국 수출의 주력임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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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 대기업들의 자본장비율93)은 32.8만 위안으로 제조업 평균 30.0만 위
안에 비해 약간 더 높으며, 방직업의 13.6만 위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화
학, 자동차, 가전 등 분야 대기업의 자본장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조선, 전기기계, 전자부품 등의 자본장비율은 제조업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타
나고 있다.
표 5-4. 주요 산업 대기업의 현황
(단위: 억 위안)

산업
광업
참
제조업
고
방직업

기업 수
183
1,790

이윤
총액

종업원
(만 명)

자본
장비율
(만 위안)

224

1,677

353

22.0

54,415 52,321 12,999

3,540

921

30.0

매출

자산

6,523 11,193

수출

130

1,435

1,648

475

54

65

13.6

화학원료 및 제품

161

3,222

3,888

160

319

64

39.7

철강

168

10,355 11,281

660

907

160

38.8

151

96

33

24.9

일반기계

88

1,333

1,992

전용기계

72

998

1,315

89

49

37

15.8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조선

114

5,568

5,313

142

433

54

54.8

23

402

809

168

3.9

9.1

21.2

전기기계 기재

103

2,716

2,308

910

107

50

18.4

그 중 가전

33

1,724

1,226

580

38.4

23

47.4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

217

11,093

6,364

8,003

464

104

24.2

그 중 전자부품

58

887

675

691

52

24

13.0

35,687 33,270 10,283

2,379

512

32.8

67.2

55.6

―

소계 주요산업 합계
비율

주요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율(%)

946
52.8

65.6

63.6

79.1

자료: ꡔ中國大型工業企業ꡕ, 2005에서 작성.
93) 자본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노동자수로 정의되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 없어 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단기부채)를 뺀 값(=자본+장기부채)을 종업원 수로 나누어 자본장비율의 근사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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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자산업 대기업의 자본장비율이 제조업 평균보다도 낮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004년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자본장비율은 1억 2,433만 원이었는데 비해
전자산업(전자부품, 영향, 음향 및 통신장비)의 자본장비율은 1억 3,366만 원으로
더 높았다.94) 즉 한국의 경우 전자산업은 산업평균에 비해 더욱 자본집약적인 산
업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전자산업이 전체 제조업에 비해서 오히려 덜 자본집
약적(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를 평가하는 데에서 전자산업의 급성장이 갖는 의미에 주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소유구조 면에서 제조업 전체 대기업과 주요산업 대기업들은 거의 유사한 특징
을 보인다. 즉 주요산업의 국유, 집체, 법인, 개인, 외국자본의 비율은 각각 34.1%,
7.4%, 30.7%, 5.9%, 21.8%로서 제조업 대기업 전체의 평균과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95) 이는 자료가 모두 비교적 동질적인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세부 산업별로는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즉 비교적 새로운 산업으로
주로 개혁개방 이후에 빠른 발전이 이루어진 전기 및 전자(전기기계 기재, 가전,
통신ㆍ컴퓨터ㆍ전자설비 등) 분야의 경우 국가자본의 비율은 5~12%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외국자본의 비율은 40~72%까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개혁개방 이후 주로 민간 및 외국 자본에 의해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계
획경제 시기부터의 전통적인 산업인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서는 사회
주의적 소유구조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및 집체자본의 비중이 크다. 특히 조
선산업의 경우 국가 및 집체소유의 비중이 80%가 넘으며, 철강산업의 경우에도

94) 한국은행, ꡔ2005 기업경영분석ꡕ.
95) 반면 국가의 통제가 강하고, 외국자본의 진입이 제한된 광업의 경우 국가자본의 비율이 60%가
넘는 반면 외국자본의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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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고유한 비효율성
이 상당 기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나, 전기 및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앞으로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 5-5. 소유구조의 특징
기업 수

자본

국가
자본
(%)

집체
자본
(%)

법인
자본
(%)

개인
자본
(%)

외국
자본
(%)

183

3,932

60.1

0.2

38.6

0.8

0.4

1,790

10,388

35.7

7.0

30.1

7.6

19.6

130

256

22.3

7.8

26.1

22.3

21.5

화학원료 및 제품

161

1,180

32.6

2.4

56.2

5.8

3.0

철강

168

2,042

54.0

10.7

23.2

6.0

6.1

일반기계

88

293

32.2

10.4

30.1

5.8

21.5

전용기계

72

264

39.1

3.6

42.2

7.8

7.4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조선

114

1,321

30.3

8.0

30.6

4.1

27.0

23

97

51.7

31.9

12.9

1.9

1.6

전기기계 기재

103

357

12.0

9.0

30.5

8.7

39.9

그 중 가전

33

171

7.3

11.7

30.1

10.5

40.4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

217

1,038

7.1

3.4

15.3

7.1

67.1

그 중 전자부품

58

168

5.1

1.2

18.1

3.0

72.6

946

6,592

34.1

7.4

30.7

5.9

21.8

산업

산업

광업
참조
제조업
산업
방직업

소계 주요 산업 합계

자료: ꡔ中國大型工業企業ꡕ, 2005에서 작성.

대기업의 산업별 지분비율이 아닌 기업단위의 소유제에 근거해 분류한 중국
500대 제조업기업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국유기업(국유기업 및 국가 다수지분
기업)이 전체의 5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96) 사영 및 외자기업은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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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7.4% 수준이다. 그렇지만 자산과 종업원 수에서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각각
78.9%와 7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출과 이윤 면에서도 국
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8%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 부문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6. 500대 기업의 소유제별 현황
소유제

기업 수

매출

이윤

자산

종업원 수

국유 및 국가 다수지분

54.8

68.24

67.77

78.91

76.49

집체 및 주식합작

7.8

6.84

5.35

4.99

5.83

사영

22.6

14.27

18.17

11.04

13.13

외자

14.80

10.65

8.71

5.06

4.55

자료: 중국기업연합회(2005), p. 207.

대기업의 산업별 경영실적을 보면 제조업 전체와 주요산업 사이에는 거의 차이
가 없으나, 업종별로는 특히 자동차 및 가전분야의 대기업 중에 적자기업의 비율이
높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한 업계의 재편 및 양극분화가 진행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매출이윤율이나 자산이윤율 등의 지표에서도 제조업 전체와 주요산업 간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업계의 이윤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산업의 수익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 국유기업 비율이 높은 데 따른 허술한 원가관리, 수출용 선박에 대한 외국산
부품 및 설비 탑재, 풍부한 노동력 의존에 따른 기계화 등 신규기술 개발의 지체
등을 꼽을 수 있다.97) 다음으로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은 가전업에

96) 國家統計局이 집계한 2004년 기준 2,134개 공업기업 중에서도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 1,217개
로 57.0%를 차지해 500대 기업의 비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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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기업들로, 이들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근 10년간 지속된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고 있다.98)
표 5-7. 경영실적의 특징
산업

적자기 매출 자산 수출
인당
인당
매출
이윤
기업 수 업비율 이윤율 이윤율 비율
(%) (%) (%) (%) (만 위안) (만 위안)
183

13.1

25.7

15.0

3.4

18.5

4.8

1,790

10.2

6.5

6.8

23.9

59.1

3.8

130

13.1

3.8

3.3

33.1

21.9

0.8

화학원료 및 제품

161

13.7

9.9

8.2

5.0

50.4

5.0

철강

168

8.9

8.8

8.0

6.4

64.7

5.7

일반기계

88

3.4

7.2

4.8

11.3

40.3

2.9

전용기계

72

11.1

4.9

3.7

8.9

26.9

1.3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조선

114

15.8

7.8

8.1

2.6

102.3

8.0

23

8.7

1.0

0.5

41.8

44.2

0.4

전기기계 기재

103

6.8

3.9

4.6

33.5

54.1

2.1

그중 가전

33

15.2

2.2

3.1

33.6

74.1

1.7

217

11.1

4.2

7.3

72.1

106.7

4.5

58

8.6

5.8

7.7

77.9

36.9

2.2

946

10.5

6.7

7.1

28.8

69.7

4.6

광업
참조
제조업
산업
방직업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
그중 전자부품
소계 주요산업 합계

자료: ꡔ中國大型工業企業ꡕ, 2005에서 작성.

마찬가지로 500대 기업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단위로 집계된 소유제별
경영실적을 비교하면, 자산이윤율, 일인당 이윤과 매출, 자산회전율 등 모든 지표
에서 국유기업이 가장 나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이 좋
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pp. 320~321.
98) 중국 가전시장의 가격경쟁에 관해서는 본장 4절 하이얼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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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산이윤율은 외자기업이 7.54%인 데 비해 국유기업
은 3.76%로 절반 수준이며, 일인당 매출은 국유기업이 외자기업의 1/3 수준이다.
이는 중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기업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경영되
고 있으며, 특히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표 5-8. 500대 기업의 소유제별 경영성과
소유제

자산이윤율

인당 이윤
(만 위안)

자산회전율
(%)

인당 매출
(만 위안)

국유 및 국가 다수지분

3.76

2.56

87.55

59.55

집체 및 주식합작

4.69

2.65

138.65

78.29

사영

7.20

3.99

130.94

72.58

외자

7.54

5.53

212.98

156.34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207.

한편 수출시장의 개척 면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한 전통적 분야 대기업의 수출비
율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반면, 특히 전자 분야의 대기업들은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높은 수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분야 대기
업 소유권의 70% 가까이가 외국자본인 것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보인다. 즉 이는
중국의 주요산업 중에도 전자산업의 대기업은 상당수가 외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이들은 대부분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화학, 철강, 기계, 자동
차 등 분야의 대기업은 비록 자동차 산업 등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
만, 대부분 중국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조선 분야의 대기업들로,
철저하게 국유 및 집체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1.8%의 높은
수출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3위의 선박 수출국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4년 중국 수출 상위 20대 기업의 대부분은 외자기업과 무역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수한 중국 국적의 제조업 기업은 7위에 랭크된 중국국제해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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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와 15위의 푸티엔정보산업 2개에 불과하다.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중국 내 수출순위를 보면 전자산업의 하이얼이 73위,
조선산업의 중국선박공업이 33위,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가 45위, 역시 대표
적인 철강기업이자 철강업계 글로벌 9위 기업인 바오산강철은 95위에 머물고 있을
표 5-9. 중국 상위 20대 수출기업
수출액
(만 달러)

국적

산업

鴻富綿精密工業（深玔）有限公司

深玔 835,093

대만

컴퓨터 주변기기

2

達豊（上海）電有腦限公司

上海 830,283

대만

컴퓨터

3

摩托羅拉（中國）電子有限公司

4

長城國際信息産品（深玔）有限公司

深玔 407,018

미국, IBM

컴퓨터

5

名碩電腦（蘇州）有限公司

江蘇 323,528

대만

컴퓨터 부품

6

諾基亞（中國）投資有限公司

순위

회사명

1

지역

天津 571,016 미국, 모토롤라

中央 299,393 핀란드, 노키아

전자부품

통신

7 中國國際海運集裝箱（集團）股분有限公司 中央 299,174

중국

컨테이너

8

冠捷電子（福建）有限公司

福建 288,151

대만

컴퓨터

9

東方國際（集團）有限公司

上海 273,983

중국

무역

10

英特尒産品（上海）有限公司

上海 260,182

미국, 인텔

반도체

11

仁寶資訊工業(昆山)有限公司

江蘇 242,051

대만

통신, 전자

12

明基電通信息技術有限公司

江蘇 230,695

대만

통신

13

中國中化集團公司

中央 226,408

중국

화학비료, 수출입

14

中國中煤能源集團公司

中央 223,310

중국

석탄수출입

15

中國普天信息産業集團公司

中央 213,513

중국

전자제품, 서비스

16

戴尒（中國）有限公司

厦門 212,900

미국, 델

컴퓨터

17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

中央 195,870

중국

석유개발

18

佛山市順德區順達電腦有限公司

廣東 176,492

대만

컴퓨터 주변기기

19

英華達(上海)電子有限公司

上海 176,074

대만

전자설비

20

希捷國際科技（无錫）有限公司

江蘇 174,205 미국, 씨게이트 컴퓨터 주변기기

자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및 ꡔ21세기중국총연편ꡕ(2005)에서 작성.

제 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165

뿐이다. 자동차 및 화학업체는 수출 상위 2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부터 중국의 주요산업 대기업들은 아직까지 중국 수출의 주력군이 아니며, 대기업
수출의 주력 역시 아직까지 외자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중국의 대기업들은 1990년대 부터 『Fortune』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1995년 3개에 불과했던 중국기업은 1998년 5개,
2000년 9개, 2004년 14개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5개 사가 세계 500대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표 5-10. 1995년 이래 Global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의 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151

162

175

181

185

161

186

197

191

189

176

일본

149

126

112

100

100

97

105

82

88

82

81

한국

8

12

12

7

9

8

9

11

12

11

11

중국

3

2

2

5

5

9

11

11

11

14

15

자료: 周新軍, 2005, “ꡔ財富ꡕ 500强排行榜10年變臉寫眞”, ꡔ中外企業家ꡕ 2005. 7~8期, www.drcnet.com.cn.
2005.10.13. http://www.fortune.com/ 등에서 작성.

200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15개 중국기업을 보면 정유, 금융, 전력,
통신서비스, 국영무역 등 사실상 국가독점 분야의 기업들이 13개사로 대부분을 차
지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제조업체는 철강산업의 바오산강철(寶鋼集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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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2005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단위: 백만 달러, 명)

순위

기업명

산업 소재지

매출

이윤

자산

종업원

31

Sinopec 中石化

정유 베이징

75,077

1,269

74,941

774,800

40

State Grid Corp of China
國家電力

기간
베이징
서비스

71,290

694

134,300

729,327

46

China National Petroleum
中石油

정유 베이징

67,724

8,757

212

China Life Insurance
中國人壽保險

생명
베이징
보험

24,981

74

69,352

75,984

224

China Mobile
Communications
中國移動

통신 베이징

23,958

4,078

56,734

111,399

229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工商銀行

은행 베이징

23,445

279

685,135

375,781

262

China Telecommunications
中國電信

통신 베이징

21,562

2,422

65,333

406,885

287

Sinochem 中國化工

무역 베이징

20,381

230

6,156

15,978

309

Shanghai Baosteel Group
上海寶鋼

철강 샹하이

19,543

1,537

23,421

94,231

315

China Construction Bank
中國建行

은행 베이징

19,048

5,846

471,792

310,391

China Southern Power Grid 기간
광저우
서비스
南方電網

18,929

231

29,728

134,805

316

110,396 1,133,985

339

Bank Of China
中國銀行

은행 베이징

17,960

2,529

515,972

181,894

397

Agricultural Bank of China
農業銀行

은행 베이징

15,285

242

484,960

489,425

434

COFCO
中粮集團

무역 베이징

14,189

121

7,221

23,658

448

China First Automotive
Works 第一汽車

13,825

293

12,431

138,049

*

Hutchison Whampoa
(H.K)

17,281

2,071

84,171

182,000

자동차,
창춘
부품
식료,
약품

H.K

합계
자료: http://www.fortune.com/, 2004년의 수치를 기준.

464,477 30,675 2,832,041 5,1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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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 자동차산업의 이치집단(一汽集團, 448위) 2개뿐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대
표적인 국유기업들이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은 이른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으로
최근 홍콩 증시 상장 및 일부 지분의 해외매각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
가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유은행이다. 또한 2개의 전력(망)회사, 2개의
통신회사, 2개의 석유회사, 2개의 무역회사, 1개의 보험회사 역시 과거 국가가 독
점했던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다.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2004년에야 처음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04년의 경우 바오산강철(372위)과 상하이자동차(461위)가 순위에 진
입하였다. 2005년에는 상하이자동차가 탈락한 대신, 동북지역의 창춘(長春)에 근
거지를 둔 제일자동차(448위)가 새로 순위에 진입하였다. 이 기업들 역시 대표적인
국유기업들이다. 다만 제일자동차의 경우 1951년에 소련의 기술지원하에 건설된
장춘제일자동차제조창(一汽)에 기원하고 있는 노(老) 국유기업인 반면, 309위의
바오산철강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중반 일본 신일본제철의 협력하에 건설된
비교적 새로운 국유기업이다.
한편 바오산철강의 경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12개 철강 업체 중 매출
액 기준으로 9위, 제일자동차의 경우 34개 자동차 관련 업체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한편 중국기업가협회와 중국기업연합회가 2002년부터 발표하는 500대 중국기
업 명단은 『Fortune』의 글로벌 500대 기업 선정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다.99)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500대 기업을 비교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본 중국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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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수준이 세계수준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2005년 글로벌 및 중국 500대 기업의 하한선은 글로벌 500의 경우 124억 달
러, 중국 500의 경우 45억 위안(5.4억 달러)이었다. 글로벌 500의 최하위 기업은
중국 기업 중에서는 매출액 1,026억 위안(124억 달러)으로 상위 20위에 해당한다.
또 2004년 중국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글로벌 500 기업의 5.3%, 자산총액
은 5.61%, 이윤은 5.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00)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주요산업인 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전자(통신)101) 분야
의 중국 매출 최대기업과 세계 매출 최대기업의 매출, 자산총액, 이윤총액 등의 지
표를 살펴보면, 바오산강철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기업을 갖고 있는 철강산업이 세
계 최고 매출기업의 50% 선에 도달했고, 국내에서 독점적 이윤을 누리는 통신서
비스업이 특히 이윤총액 면에서 세계수준의 60% 가까이 도달한 것을 제외하면,
여타 분야의 중국 대기업은 아직까지 세계 수준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5-12. 매출액 비교
산업

글로벌 1위 기업(1)

중국 1위 기업(2)

(2)／(1)

기업명

억 달러

기업명

억 위안

억 달러

%

자동차

GM

1935.2

一汽集团

1252.3

151.2

7.8

전기전자

GE

1523.6

海尔

1009.1

121.9

8.0

통신

NTT

1005.5

中国移动

1982.9

239.5

23.8

철강

Arcelor

375.3

上海宝钢

1617.6

195.4

52.1

화학

BASF

466.9

上海华谊

258.3

31.2

6.7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173.

99) 신화사 2005.8.21, www.csf.go.kr 에서 재인용.
100) 安寧(2005).
101) 통신은 통신서비스로, 엄밀히 말하면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인 제조업기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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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자산총액비교
산업

글로벌 1위 기업(1)

중국 1위 기업(2)

(2)／(1)

기업명

억 달러

기업명

억 위안

억 달러

%

자동차

GM

4796.0

一汽集团

1028.8

124.3

2.5

전기전자

GE

7503.3

海尔

428.1

51.7

0.6

통신

NTT

1785.6

中国移动

4695.6

567.1

31.8

철강

Arcelor

424.4

上海宝钢

1938.4

234.1

55.2

화학

BASF

461.0

上海华谊

336.0

40.6

8.8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173.

표 5-14. 이윤총액
산업

글로벌 1위 기업(1)

중국 1위 기업(2)

(2)／(1)

기업명

억 달러

기업명

억 위안

억 달러

%

자동차

GM

28.1

一汽集团

24.1

2.93

10.4

전기전자

GE

165.9

海尔

5.6

0.68

0.4

통신

NTT

66.1

中国移动

337.5

40.76

61.7

철강

Arcelor

28.8

上海宝钢

127.2

15.36

53.3

화학

BASF

23.4

上海华谊

1.1

0.13

0.6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175.

한편 대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규모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일
인당 매출이나 일인당 이윤을 비교할 때도, 중국 1위 기업과 세계 1위 기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분야 중국 1위 기업의 일인당 매출은 세계 1위 기업의
10.9%~52.1% 수준이다. 일인당 이윤의 경우, 제조업에서 자동차는 세계수준의
1/3, 철강은 1/2이나, 그밖에 전자와 화학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독점적
이윤을 누리는 서비스 산업인 중국이동통신의 경우 세계 매출 1위인 NTT보다도
오히려 일인당 이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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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일인당 매출: 세계 1위 기업과의 비교
산업

글로벌 1위 기업(1)

중국 1위 기업(2)

(2)／(1)

기업명

만 달러

기업명

만 위안

만 달러

%

자동차

GM

59.7

一汽集团

108.8

13.1

22.0

전기전자

GE

49.6

海尔

200.6

24.2

48.8

통신

NTT

49.9

中国移动

178.0

21.5

43.1

철강

Arcelor

39.7

上海宝钢

171.7

20.7

52.1

화학

BASF

57.0

上海华谊

51.5

6.2

10.9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173.

표 5-16. 일인당 이윤: 세계 1위 기업과의 비교
산업

글로벌 1위 기업(1)

중국 1위 기업(2)

(2)／(1)

기업명

만 달러

기업명

만 위안

만 달러

%

자동차

GM

0.9

一汽集团

2.1

0.254

29.3

전기전자

GE

5.4

海尔

1.1

0.135

0.2

통신

NTT

3.3

中国移动

30.3

3.66

109.0

철강

Arcelor

3.0

上海宝钢

13.5

1.63

54.3

화학

BASE

2.9

上海华谊

0.2

0.03

0.9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207.

중국 주요산업 매출 1위 기업의 일인당 매출이나 이윤은 특히 각 업종에서 대
표적인 한국기업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글로벌 매출 1위 기업과의 차이보다 더
벌어진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한국기업들이 특히 일인당 효율성 면에서 글로벌 1
위 기업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일자동차의 일인당 매
출은 현대자동차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최대의 전자업체인 하이얼의 일인
당 매출은 삼성전자의 22.5% 수준이다. 또 중국 최대의 철강업체인 바오산철강의
일인당 매출은 POSCO의 29.7%에 불과하다.
나아가 한중 대표기업 간 일인당 이윤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다. 즉 제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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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자동차의 9.2%, 하이얼은 삼성전자의 1.0%, 바오산철강은 POSCO의
14.7% 수준에 불과하다.
표 5-17. 일인당 매출: 한국기업과 비교
산업

기업명

인당 매출(1)
만 달러

기업명

인당 매출(2)
만 달러

(2)／(1)

자동차

현대자동차

87.1

一汽集团

13.1

15.0%

전기전자

삼성전자

107.5

海尔

24.2

22.5%

통신

KT

39.5

中国移动

21.5

54.4%

철강

POSCO

69.8

上海宝钢

20.7

29.7%

화학

한화

557.0

上海华谊

6.2

1.1%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207, Fortune 2005 등에서 작성.

표 5-18. 일인당 이윤: 한국기업과 비교
산업

기업명

인당 이윤(1)
만 달러

기업명

인당 이윤(2)
만 달러

자동차

현대자동차

2.8

一汽集团

0.254

9.2%

전기전자

삼성전자

14.1

海尔

0.135

1.0%

통신

KT

3.0

中国移动

3.66

123.3%

철강

POSCO

11.1

上海宝钢

1.63

14.7%

화학

한화

7.6

上海华谊

0.025

0.3%

(2)/(1)

자료: 中國企業聯合會(2005), p. 207, Fortune 2005 등에서 작성.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 능력은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표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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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국 500대 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2003년 0.91%에
불과하여 5~10%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002
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200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
관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102) 산업별로는 공
예품 및 기타제조업이 5.36%로 가장 높고, 전용설비제조업 4.21%, 사무용기계
3.94%, 통신설비ㆍ컴퓨터ㆍ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3.89%, 화섬업 3.36% 등이 비
교적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國家發改委産業經濟硏
究所課題組, 2005, pp. 2~3).

표 5-19. 중국 500대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단위: 억 위안, %)

1999

2000

2001

2002

2003

연구개발비 총계

n.a.

n.a.

n.a.

658.3

738.8

비율(매출액대비)

0.79

0.92

1.04

1.05

0.91

자료: 國家發改委産業經濟硏究所課題組(2005), p. 2.

표 5-20. 중국 제조업 500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R&D/매출 비율

10% 초과

5~10%

1~5%

1% 미만

총계

기업 수

2

39

197

262

500

비율(%)

0.40

7.80

39.40

52.40

자료: 중국기업가협회(2005), p. 212.

102) 이는 2002년에는 500대 기업 안에 상당수가 포함되었던 컴퓨터 및 응용서비스 업체들이 2003
년에는 순위에 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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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정부가 집계하는 세계 연구개발 상위 700개 기업의 통계에 따르
면,103) 200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한 기업은 약 75억 달러(약
620억 위안)를 지출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였다. 반면 중국 500대 기업 전체의 연
구개발 지출은 약 89억 달러(738억 위안)로 포드 자동차 한 회사의 1.2배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투자
의 상당 부분이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전기전자, 철강, 화학, 자동차, 기계, 조
선산업 등 주요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통신ㆍ컴퓨터ㆍ전자설비 분야가 전체 제조업 연구
개발 투자의 2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포함하는
교통운수 장비가 14%, 철강이 11%, 전기산업이 10%, 화학이 8% 등이다. 이 산
업들은 중국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의 75%를 차지한다.
표 5-21. 제조업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별 분포(2003년)
통신, 컴퓨터 및 전자 설비

18%

교통운수 장비

21%

철강 및 압연
전기 기계 및 기자재 가공업

3%

화학원료 및 화학 제품

4%

통용설비

5%

14%

전문설비
의약

6%

방직업 (섬유업)

8%

11%

기타 제조업

10%

자료: 李廉水ㆍ杜占元 主編(2005), p. 214.

103) DTI, The 2004 R&D Scoreboard, http://www.innov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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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로 나누었을 때, 중
국 제조업 기업들은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와 시험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응용
연구와 시험개발을 비교할 때도 자금투입 면에서 응용연구에 34%, 시험개발에
43%를 투입하고 있고, 인력투입 면에서는 응용개발에 25%, 시험개발에 59%를
투입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보다는 당장
의 경쟁력 확보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의 시험 및 개발에 연구개
발 자금의 76%, 인력의 84%를 투입하고 있다.
표 5-22. 중국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구성(2003년)
투입

비율

103,068

100%

기초연구

24,125

23%

응용연구

34,951

34%

시험개발

43,993

43%

7,705

100%

기초연구

1,209

16%

응용연구

1,942

25%

시험개발

4,554

59%

과학자와 엔지니어

6,046

78%

합계
제조업 연구개발 지출 및
연구성격별 구성(만 위안)

합계
제조업 연구개발 투입시간 및
연구성격별 구성(人年)

자료: 中國科技統計年鑑 2004에서 작성.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다음으로 중국의 연구개발 능력을 수준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
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비교를 위해 OECD의 MSTI(Main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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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dicators) 지표104)를 사용하였다. MSTI를 중국과 주요국(미국, 일
본, 독일, 대만) 및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의 규모, 특징,
강도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연구개발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내연구개발총액
(GERD)의 규모 및 총 연구원 수를 보면,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양적 연구개발 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GERD 규모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PPP 기준 846억 달러
의 연구개발 투자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GERD
(단위: 백만 달러, PPP)
284,584

300,000

200,000
114,009
84,618

100,000
57,065
24,379
0

독일

일본

한국

13,668
미국

중국

대만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MSTI): 2005/1 edition.

그렇지만 MSTI의 중국 GERD 평가는 중국의 연구개발 능력을 상당히 과대평
가하고 있다. 즉 OECD 자료에서 사용된 중국의 구매력평가환율(PPP)은 달러당
1.819위안으로 2003년 명목환율 달러당 8.28위안에 비해 4.56배나 중국화폐의 실
질 구매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지출액
104) MSTI 2005/1는 OECD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통계지표 76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대
만, 싱가포르, 러시아 등 비회원국의 지표들도 별도의 표로 일부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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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명목지출액의 4.56배로 커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 환율을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하는 지수 4.56은 지나치게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105)
명목치로 환산한다면 중국의 국내 연구개발투자총액은 185억 달러 수준으로 역시
명목치로 환산한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왜곡의 가능성이 작은 연구인력 면에서는 중국의 연구개발 종사인력은 86만 명
으로 미국의 126만 명에 이어 세계 2위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15만 명 수준에 비해서 5배 이상 많고, 일본의 67만 명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그림 5-2. 총 연구원 수

(단위: 명)

1,500,000
1,261,227

1,000,000

862,108
675,330

500,000
264,721
151,254
67,599
0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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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대만

* 미국은 1999년 기준.

105) OECD 보고서 역시 중국에 대한 별도의 note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China’s) R&D
data expressed in PPP are likely to be overestimated...] . http://oecdnt.ingenta.com.
한편 중국의 위안화를 PPP로 환산하는 지수에 대해서 OECD 중국 경제보고서(2005)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1.9~4.5까지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수치는
예시된 가장 극단적인 수치보다도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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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적인 지표에서는 중국의 연구개발 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R&D 집약
성 및 R&D 능력을 보여주는 GDP 대비 GERD의 비중(%)을 살펴보면 양적인 지
표에서와는 달리 1.31%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체 피용자 중에서(total
employment) 천 명당 연구원 수에 있어서도 1.2명으로, 한국의 6.8명과 큰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3. GDP 대비 GERD의 비중

(단위: %)

4
3.15
3

2.64

2.55

2.6

2.45

2
1.31
1

0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중국

그림 5-4. 종업원 천 명당 연구원 수
12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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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9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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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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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기업의 연구원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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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비교하기위해서는 MSTI 자
료 중 기업연구개발지표(BERD)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중
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03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을 보면 중국의 경우 527.75억 달러(PPP) 수
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명목 환
율로 평가할 경우 약 116억 달러 수준으로 독일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뒤진다.
기업 연구원 수의 경우 48만 명으로 미국의 101만 명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11만 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은 숫자이다.
그림 5-7. 6개국 연구개발의 주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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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기업의 연구개발이 전체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 대
상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낮다. 즉 미국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기업부문이
68.9%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전체의 75%를 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62.4%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76.1%를 기록
하였다. 대신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로 비
교 대상국 중 가장 높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불과하고 한국도 12.6% 수준이다.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한국
의 10.1%와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대만은 중국과 가장 유사한 주체별 연구개발 구
성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전체 연구개발에서 기업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GDP에서 기업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2%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2.36%나 한국의 2.0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업연구개발 투자의 비중과 유사한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3년 56.2%로 미국의 80.5%(1999년), 한국의
73.6%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8.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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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전체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기업 비중(2003년)
BERD/GERD(%)

기업연구원 비중(%)

독일

69.8

58.1

일본

75.0

67.9

한국

76.1

73.6

미국

68.9

80.5*

중국

62.4

56.2

대만

62.5

60.0

주: * 미국은 1999년 기준.

2003년 중국의 BERD/GERD 비중이나 기업 연구인력의 비중은 비교 대상국
중에서 최하위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표 5-24. 중국의 BERD 관련 지표의 변화
연도

1995*

2000*

2001

2002

2003

BERD/GERD

43.7

60.0

60.4

61.2

62.4

기업 연구자수의 비중

37.0

50.9

52.3

54.7

56.2

주: * 중국의 1995년과 2000년 연구자 수에 관한 통계는 집계의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1995년의
수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MSTI 자료 내에서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input)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투입
이 효율적으로 성과(output)로 전환되어야만 연구개발 투자가 산업과 기업의 경쟁
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연구개발 투입은 그에 비례하여 산
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의 효
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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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 각국이 획득한 특허건수(Number of
triadic patent families)와 그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이 획득한 특
허건수는 12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과는 양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508건의 1/4 수준이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명목 가치로 평가할
때 한국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고, 인력 면에서는 한국의 거의 10배에 달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다.
표 5-25. 비교대상국의 국제특허건수 및 비중(2001년)
국제특허 건수(건)
비중(%)

독일
7,466
15.8

일본
11,751
24.87

한국
503
1.06

미국
16,469
34.86

중국
128
0.3*

대만
89
0.2*

주: * 중국과 대만의 비중은 직접 계산.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중국의 대기업들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평가
한다. 중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고, 제조업 기업 중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되는 하이얼과, 규모와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오산철강,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산
업의 최대 기업인 제일자동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발전수준을 글로벌 기업
및 한국 대표기업들의 수준과 비교 평가해본다.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하이얼(海爾, Haier)은 산둥성 칭다오(靑島)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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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중국 주요 가전업체의 매출액 순위(2004년)
순위

회사

매출액(억 위안)

주력제품

1

하이얼

1,009

에어컨

2

메이더

300

에어컨

3

하이신

272

TV

4

커리

137

에어컨

5

창웨이

121

TV

6

창홍

116

TV

7

커롱

101

냉장고

8

커란스

94

주방가전

9

LG(천진법인)

91

에어컨

10

TCL

76

TV

11

아오커마

73

냉장고

자료: 國家統計局 編(2005)에서 작성.

인 가전업체이다. 중국 가전산업은 중국의 여러 산업 가운데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
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의 가전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미 및 일본의
중국 현지법인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외국 브랜드가 중국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상황과 비교되
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최근 중국 가전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 가전산업 내에서 하이얼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중국의 대형공업기업
중에서 매출액 규모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일 뿐 아니라, 2003년
브랜드 가치가 530억 위안(약 64억 달러)으로 평가되면서 중국 1위의 브랜드 가치
를 가진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 현재 하이얼은 백색가전과 TV를 포함한 주요 가전업체 중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위인 메이더(美的)에 비해 3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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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하이얼의 국제적 위상(2002년)
순위

백색가전

1

시장 점유율

순위

냉장고

2000년

2001년

Whitlpool

8.68

8.33

1

2

Eletrolux

7.68

7.72

3

Simens

5.35

4

GE

5
6

시장점유율
2000년

2001년

Haier

5.26

5.98

2

Whirlpool

6.36

5.19

5.59

3

Kenmore

3.80

3.85

5.07

5.08

4

Eletrolux

3.26

3.28

Haier

2.90

3.72

5

KIC

2.27

2.76

Sears

3.73

3.71

6

Borsh

2.38

2.61

기타

66.59

65.85

기타

76.67

76.33

자료: Euromonitor, 羅淸啓ㆍ馮希駿(2005), p. 149에서 재인용, 작성.

고 있어 최소한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이얼은 또한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백색가전에서는 세계 5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냉장고 생산에서는 생산량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
하였다. 하이얼은 본래 칭다오 냉장고제조창에서 출발, 1984년 도산위기에 처한 2
개의 소형공장을 합병하여 집단소유제 기업으로 출범시킨 기업이다. 설립 당시에
는 종업원 800명에 매출액은 약 348만 위안(42만 달러), 누적 손실은 147만 위안
에 달하는 작은 공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뤼민(張瑞敏) 회장 지도하에 성장을
시작하였다.
1989년 칭다오 냉장고주식회사로 개편하고 1991에는 흡수합병을 통해 에어콘
과 농동기 공장을 흡수하여 1992년 12월 현재의 하이얼 그룹으로 출범하였다.
1993년에는 상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이후 하이얼은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7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하이얼의 성장전략은 시기에 따라 기술능력을 축적을 통해 1) 국내에서 브랜드
를 확고히 하는 시기, 2) 강력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사업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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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그리고 3) 내수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외수출과 해외투자를 적극
화하는 국제화 시기로 나뉜다.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는 경영 및 기술 능력 축적을 통
해 품질 고급화와 내실을 다지고 고품질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한 시기이다. 이 당
시 장뤼민 총재가 품질을 지상명제로 하고 특히 종업원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 불
량률을 낮추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6) 즉 하이얼의 초
기 경쟁력은 특히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인 노력과 식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2년부터 1998년은 중국 가전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
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전국적인 경쟁시장이 형성되었고, 하이얼은 비교적 선발자
로서의 이익과 품질 관리를 통해 형성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가전시장의 급성
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즉 하이얼은 에어컨과 냉동고 등 관련분야로의 다각화를 시작으로 점차 TV 등
이른바 흑색 가전 및 소가전 등 가전 전분야로 진출하였고, 지리적으로도 근거지였
던 칭다오를 벗어나 후베이, 광둥, 안후이 등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
수하였다. 특히 1997년 18개의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냉장고 전문업체에서
종합가전업체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 및 휴대폰 사업에
도 진출하였다. 즉 기업의 규모 면에서, 그리고 사업의 범위 면에서 중국 제일의
대표적 가전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9년 이후 하이얼은 중국 제조업체
로는 사실상 가장 앞서서 판매시장, 생산기지, 브랜드, 품질 등 분야에서 국제화를

106) 1985년 당시 하이얼에서 종업원들에게 품질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불량판정을
받은 냉장고를 종업원들 앞에서 해머로 때려 부수었던 일화는 전국적으로 소개됨으로써 하이얼
의 품질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羅淸啓ㆍ馮希駿(2005),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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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기 시작한다.
하이얼의 국제화 전략은 초기에는 가전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는
1990년대 말, 국내의 여러 군소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확고히 하려는 차별화 전
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국제화 전략은 다만 국내시장에
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형성하는 효과만을 거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이얼이
중국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결과 또한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하이얼은 200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서기 시작하였
다. 2004년까지 하이얼은 세계 16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 중 구미 시장
이 60%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가 16%를 점한다. 수출제품은 냉장고와
표 5-28. 글로벌 500대 기업(전기전자)과 하이얼의 경영성과 차이(2004년)
순위

회사명
전기전자 18개 기업

매출액
이익
매출
종업원 수
이익률
(억 달러) (억 달러)

일인당
일인당
매출
이익
(만 달러) (만 달러)

7,346

281.6

2,795,425

3.8%

26

1.01

1

Siemens

915

41.4

430,000

4.5%

21

0.96

2

Hitachi

840

4.8

347,424

0.6%

24

0.14

3

Matsushita Electric

811

5.4

334,752

0.7%

24

0.16

4

Samsung Electronics

716

94.2

66,586 13.2%

107

14.15

5

Sony

666

15.2

151,400

2.3%

44

1.01

6

Toshiba

543

4.3

166,000

0.8%

33

0.26

7

Tyco International

410

28.8

258,400

7.0%

16

1.11

8

LG Electronics

378

14.0

32,000

3.7%

118

4.39

9

Philips Electronics

377

35.3

161,586

9.4%

23

2.18

10

Mitsubishi Electric

317

6.6

97,661

2.1%

32

0.68

Haier

123

2.2

50,310

1.8%

24

0.44

자료: http://www.fortune.com, 中國企業聯合會(2005), p. 258 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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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각각 30~40%이며, 세탁기가 약 20%이다. 이러한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
해 전세계에 56개의 무역센터와 5만 8천 개의 판매거점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중
동시장의 두바이와 유럽시장의 독일에 국제물류센터를 설립했다.
생산 면에서도 2004년까지 인도네시아, 이란, 미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로
코, 이탈리아 등 14개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
시아, 인도, 터키, 루마니아, 태국 등 7개국에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井上隆一郞 2004: 72~73).
이처럼 하이얼이 중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규모, 수익
성, 수출 면에서 글로벌 기업과는 아직도 매우 큰 격차가 있다. 하이얼의 2004년
매출액은 약 127억 달러로, 삼성전자의 716억 달러나 LG 전자의 378억 달러와는
규모 면에서 아직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일인당 매출은 한국 대기업의 1/4 수준,
일인당 이윤은 1/30~1/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04년 매출이익률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전기전자업종의 평균인 3.8%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최근 하이얼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3.1%를 기록하였던 매출
이익률은 2003년과 2004년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내시장의 급성장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
이얼의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중국 가전산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중국 가전산업은 대기업 기준으로 2004년 백색가전 분야에서
33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그 중 5개 기업이 적자 상태이다. 또한
TV 등 영상기기 분야에서는 2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적자 상황이다.
가전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가전제품의 가격인하로 연결되고 있다. 1996년
부터 근 10년간 중국 가전제품의 소매가격은 매년 인하되어왔으며, 최근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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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가전제품 소매가격지수(전년도=100)
120
소매가격지수
115

가전제품

114.8

110
106.1
105
100

114.8
100.8

100.7

99.2

98.5

98.7
95.6

97.4

114.8

114.8

97

95
93.9

94

93.6

93.9

94.2

94.2

94.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0
1995

1996

1997

1998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 db.cei.gov.cn 등에서 작성.

따라서 하이얼이 비록 가전산업의 선두주자이고, 중국 내에서 차별화된 고급 브
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 속에서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외양적으로 나타나는 국제화 이미지와는 달리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2년 5.2%, 2003년 6.1%, 2004년 8.3%로, 비록 매년 증가하고 있기
는 하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4년 하이얼의 수출은 약 7억 2천만 달러
표 5-30. 하이얼의 경영성과
(단위: 억 위안, %)

매출대비 매출대비
수출
R&D

매출액

이윤

납세

수출액

R&D

이윤율

2004

1016.3

18.2

19.9

84.3

43.6

1.8

4.3

8.3

2003

806.5

14.6

17.7

49.0

38.5

1.8

4.8

6.1

2002

710.5

22.2

27.4

36.9

40.0

3.1

5.6

5.2

자료: http://www.oemcenter.net/, http://economy.enorth.com.cn/ 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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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불과하다.107)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얼은
중국기업 중 수출순위 73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많은 가
전분야의 외자기업은 물론, 메이더(57위)와 같은 다른 중국 가전업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역시 2004년 전체 약 8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의 80%
를 해외에서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연합뉴스 2005. 5.18), LG전자는 2004년
전체 매출 약 400억 달러 중 7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의 장기 성장을 결정하는 R&D 투자 면에서 하이얼은 전체 매출의
표 5-31. 주요 전기전자 기업의 R&D 지출 비교(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회사명

R&D 지출

매출

매출대비
R&D

1

Siemens, Germany

6,899

102,425

6.7

2

Matsushita Electric, Japan

6,022

85,249

7.1

3

Sony, Japan

4,911

65,324

7.5

4

Samsung Electronics, South Korea

4,748

79,375

6.0

5

Philips Electronics, The Netherlands

3,453

41,314

8.4

6

Canon, Japan

2,693

33,927

7.9

7

LG Electronics, South Korea

1,494

41,883

3.6

8

Sharp, Japan

1,358

22,084

6.1

9

Sanyo Electric, Japan

1,225

24,536

5.0

10

Ricoh, Japan

1,081

17,748

6.1

하이얼

527

12,274

4.3

주: 파운드/달러환율은 2004년 12월 말 기준 l파운드 = 1.9247달러 적용, 위안/달러 환율은 1달러=8.28
위안 적용.
자료: DTI The 2005 R&D Scoreboard, http://www.innovation.gov.uk/, 中國企業家協會(2005)에서 작성.
107) 中國 商務部 홈페이지, 이는 표에 제시된 2004년 수출액 84.3억 위안(약 10억 달러)과 차이가
있다. 표의 수출액은 수출인도액(交貨値)으로 통계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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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익성의 악화에 따라 그 비율은
2002년 5.6%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국내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아직까지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들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하이얼은 가전, 영상기
기, 휴대폰, 컴퓨터 등 광범한 분야로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과정이어서, 향후의 주
력산업을 배양하기 위한 집중적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하이얼은 국내시장의 압도적 점유율과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에 시
달리고 있다. 또한 대대적인 국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미미하다. 이
때문에 하이얼의 국제화 전략이 결국 내수시장에서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장기성장을 결정하는 R&D도 비교
적 높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오히려 투자 여
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절대적 규모도 아직 크지 않다. 따라서 하이얼이 세계시
장에서 한국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창춘에 본거지를 둔 제일자동차(第一汽車, First Automobile Works)는 2005
년 포춘 500대 기업 중 448위를 기록한 중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이다. 제일자동
차는 중국 국내에서 상하이에 본거지를 둔 상하이 자동차, 후베이(湖北) 성에 본
거지를 둔 동펑(東風) 자동차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국유기업
이기도 하다.
제일자동차는 실제로는 폴크스바겐과의 합자기업을 포함한 여러 개의 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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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부품기업 등 40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100만 대를 돌파했다. 제일자동차
는 승용차 및 트럭에서 훙치(紅旗), 제팡(解放), 샤리(夏利) 등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최대 중형(重型) 트럭 생산기지와 6만 대 규모의 경차
생산기지, 3만 대 규모의 훙치 승용차 생산기지, 독일 폴크스바겐과 합자한 15만
대 규모의 승용차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108)
표 5-32. 중국 자동차산업 순위(2004년)
순위

회사명

매출액
(억 위안)

자산
(억 위안)

종업원 수

매출
이익률
（% ）

자산
이익률
（% ）

1

제일자동차

1,145

1,029

115,138

3.9

4.4

2

동펑 자동차

960

1,209

110,841

9.7

7.7

3

上海 GM

405

243

5,003

19.6

32.6

4

上海 폴크스바겐

379

290

14,370

9.8

12.8

5

광주 혼다

322

149

4,154

17.6

38.1

6

중국중형차집단

234

215

27,567

5.3

5.7

7

北汽福田

217

66

22,138

1.9

6.1

8

北京현대

174

92

2,346

10.7

20.3

자료: 國家統計局(2005)에서 작성.

제일자동차는 1951년 소련의 지원 아래 건설된 장춘 제일기차제조창(一汽, 이
치)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에는 지에팡 트럭 연 3만 대, 훙치 승용차 연 수백 대 규
모의 공장이었다. 이치는 196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 건설된 많은 자동차 공장들
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모태 역할을 했다.

108) 2005-07-14, 중신망(中新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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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에는 1977년부터 도요타의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받은 것을 계기
로 외국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 외자도입에 의한 자동
차 산업의 발전이라는 중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타 자동차 회사들이 다국적 자동
차 회사들과 속속 합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109) 제일자동차는 정부직할
의 자동차연구소를 흡수하여 개발체제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개발 및 생산 전략을
선택하였다. 외국과의 협력은 산하기업인 티엔진 자동차가 일본 다이하쯔와 경승
용차 기술을 전수받고, 일본기업과 변속기 공장을 설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폴크스바겐과 합자한 상하이 자동차의 성공에 자극
받아 자주적 생산전략을 포기하고, 폴크스바겐의 협력을 받아 아우디, 제타 등 모델
을 합작생산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90년에는 3억 달러를 투자하여 폴크스바겐과
이치다중(一汽大衆)이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연산 15만 대의 승용차 공장을 건
설하여 1996년부터 가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새로 진입한 외자
기업들에 의해 생산과잉 상황이었고, 결국 초기에는 가동률이 20% 수준에 머무르고
심지어 일시적인 조업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110)
1999년 이후 15만에 달하던 종업원의 30% 이상을 퇴출시키는 강력한 구조조
정을 단행하고 정부지원에 의한 채무탕감(채권주식 스왑)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폴크스바겐과의 협상을 통해 신차종을 도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00년부터
경영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진출이 빨라짐에 따라 제일자동차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광범한 합자 및 제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즉 2002년 티엔진
109) 당시 상하이 자동차는 독일의 폴크스바겐과, 베이징 자동차는 미국 크라이슬러와 각각 합자기업
을 설립했다. 井上隆一郞, 2004, p. 49.
110) 이 시기에 부진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치와 폴크스바겐, 그리고 정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99년 이치의 경영진이 쇄신됨으로써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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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도요타의 합자법인을 인수하고 도요타와 포괄적인 제휴협정을 체결한 이
후, 전국적인 판매총괄회사 설립, 티엔진에 대형 금형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제일자동차의 자체 고급 승용차 브랜드인 훙치의 신모델 개발에도 도요타가 협력
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마쓰다와의 승용차 생산 및 판매협력, 볼보와의 트럭용
엔진 공장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일자동차뿐 아니라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는 사실상의 내수산업이
며, 일부 부품의 수출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효율성 면에
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일인당 매출은 1/5 이하에 불과하고, 현대자동차
와 비교할 때도 1/9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부족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표 5-33.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2004년)
순위
1
3
4
5
13
32

매출
이윤
자산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General Motors
193,517
2,805
479,603
Toyota Motor
172,616
10,898
227,513
Ford Motor
172,233
3,487
292,654
Volkswagen
110,649
842
172,583
Hyundai Motor
46,358
1,473
54,174
First Automotive
13,825
293
12,431
업체명

종업원 수
324,000
265,753
324,864
342,502
53,218
138,049

인당 매출 인당 이윤
(만 달러) (만 달러)
60
0.87
65
4.10
53
1.07
32
0.25
87
2.77
10
0.21

주: 순위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자동차(부품포함)업체 중 순위.

연구개발 면에서도 제일자동차의 2004년 연구개발투자는 약 14억 4,124만 위
안(약 1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2004년 약 79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도
요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약 19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현대자
동차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111)
제일자동차가 앞으로 훙치 등 그동안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독자브랜드를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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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제일자동차의 운명은 현재의 주요 합작
파트너인 폴크스바겐의 중국 생산 활용전략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112) 나
아가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도요타와 본격적인 완성차 합자기업을 설립
한다면 제일자동차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바오산강철(寶山鋼鐵, Baoshan Iron & Steel)은 2004년 현재 168개에 달하는
중국의 철강 대기업 중에서도113) 단연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 철강
표 5-34. 중국 철강기업 순위(2004년)
순위

기업명

1
2
3
4
5
6
7
8
9
10

寶山강철
首鋼총공사
鞍山강철
武漢강철
江蘇沙鋼집단
萊蕪강철
太原강철
濟南강철
馬鞍山강철
攀枝花강철

매출액
(억 위안)
1,618
619
627
401
311
301
290
274
268
253

자산
(억 위안)
1,938
690
707
578
265
302
316
227
304
418

종업원 수
98,914
83,847
112,385
85,487
9,569
37,037
52,800
17,044
43,309
105,329

매출이윤율 자산이윤율
(%)
(%)
13.6
11.3
2.0
1.8
21.6
15.3
17.4
12.1
8.6
10.1
5.8
5.8
7.2
6.7
7.7
9.3
15.0
13.2
4.6
2.8

자료: 國家統計局(2005), p. 276에서 정리.
111) 자료: DTI The 2005 R&D Scoreboard, http://www.innovation.gov.uk/, 中國企業家協
會(2005), p. 246에서 작성.
112) 폴크스바겐의 중국 내 주요 파트너는 제일자동차라기보다는 상하이 자동차이다. 즉 1985년에 설
립된 상하이 폴크스바겐이 폴크스바겐의 중국 사업에서 주력업체이다.
113) 철강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모두 4,947개로 파악되고 있다. ꡔ中國統計年鑑ꡕ 2005, 이 중 본 연
구의 대기업 분류에 포함되는 기업은 168개인데, 이들은 제철 16개, 제강 47개, 압연가공 95
개, 철합금제련 10개 업체로, 이른바 대규모 고로를 갖춘 일관 제철소는 16개 정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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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다. 매출액과 자산 면에서 2위인 쇼우깡(首都鋼鐵)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바오산강철은 2005년 포춘 500대 기업 중 309위에 랭크된 중국의 대표적인 글
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철강업체 중 한국의 POSCO에 이어 9위에 랭크
되었다. 매출액 기준이 아닌 조강능력은 2002년 1,950만 톤으로, 2,810만 톤을 기
록한 POSCO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井上隆一郞 2004: 19). 즉 바오
산철강은 규모와 지위 면에서 중국 제조업 기업 중 가장 세계수준에 근접한 기업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바오산강철은 개혁개방 이전에 세워진 중국의 다른 철강기업과는 달리, 개
혁개방 이후에 건설된 기업이다. 즉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연해지역에 일
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태동하고, 일본 신일본제철의 기술지원하에 1985년에
연간 300만 톤 조강규모의 1기 건설이 완료되었다.114) 이후 1990년대에 들어 2기,
3기 공정이 완료되어 1997년에는 조강능력 800만 톤에 달하는 중국 최대 철강기
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건설과정에서 세계 최신의 설비 및 공정을 도입함
으로써 세계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1995년부터는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바오산강철은 1998년 이후 중국정부의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집단화 정책을 통해 상하이 지역의 5개 군소 제철소를 흡수함으로써 양적으로
급팽창하였다. 이를 통해 바오산강철은 조강능력 1,950만 톤(2002년)의 규모를 갖
춘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2000년에는 상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9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
114) 이 기간 동안 신일본제철은 연인원 3천 명을 파견하여 건설을 지도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1천 명 이상의 중국 직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중국 각지에서 이
루어진 철강 공장의 신증설 과정에서 인재풀로 활용되었다. 또한 바오산강철의 건설과정에서 일
본으로부터 약 16억 달러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井上隆一郞, 2004,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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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성공하여 채권/주식 스왑 등의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고, 2002년부터는 대대
적인 신규설비 투자를 시작하였다.
또한 선진기술을 갖춘 외자기업과의 합병이나 지분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즉 1998년부터 가동된 日新제강을 합병하여 절강성 닝보(寧波)에 寶新스테인
레스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4년 현재 바오산강철은 그룹에 속한
초기 인수합병 기업들 외에도 新日本製鐵, 日新製鋼, 미쯔이 물산(이상 일본),
Arcelor(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합자기
업을 설립하여 봉형강, 자동차용 판재, 스테인리스강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도 바오산강철은 국내외 기업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경쟁력과 시장지
배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01년 중국 내 대표적인 철강사인 강철은 首
鋼총공사 및 武漢강철과 원료조달, 물류, 기술개발에 관한 제휴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제일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동펑 자동차 등 중국 내 3대 자동차업체와 자동
차용 판재 공급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POSCO, 신일철 등과 원료
탄 및 철광석의 공동개발을 포함한 제휴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바오산강철은 최신 설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내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고, 규모나 산업 내 지위 면에서 글로벌 기업에 가장 가까
이 근접한 기업일 뿐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강력한 기업
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바오산강철의 양적인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기업집단화 개혁은 바오산
강철의 경쟁력을 오히려 잠식하고 있다. 집단화 과정이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정책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새로 흡수합병된 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등 긍정
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집단화의 결과 바오산강철 전체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
되었다.
즉 2002년 원(原) 바오산강철은 일인당 매출이 221만 위안에 달하여 국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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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기업이다. 그러나 흡수합병된 여타 5개 사는 당시 경영난
과 적자에 허덕이던 비효율적인 기업이었다. 때문에 흡수합병 후 집단 전체의 효율
성은 과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흡수합병된 上海第一鋼鐵의 경우
종업원 수가 2만 명으로 원래의 바오산강철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갖고 있었지만,
매출액은 바오산강철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5-35. 집단화의 효과(2002년)
바오산강철
上海第一鋼鐵
上海五鋼
上海梅山
浦東鋼鐵
寶鋼益昌鋼板
집단 합계(기타 포함)

매출액(억 위안)
339
56
51
50
146
26
777

종업원수(천 명)
16
20
16
n.a.
n.a.
n.a.
100*

인당 매출(만 위안)
211.8
28
31.9
n.a.
n.a.
n.a.
77.7

자료: 井上隆一郞(2004), p. 19에서 계산, *: 추정치

즉 1998년 이래 바오산강철은 흡수합병을 통한 집단화의 결과 규모 면에서는
급팽창했지만 인력이나 자산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기업 전체의 장
기적 성장능력을 크게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바오산강철의 일인당 매출이나 일인당 이윤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POSCO와 비교할 때
일인당 매출은 1/3에도 못 미치고, 일인당 이윤율은 14.7%에 불과하다.
또한 바오산강철이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세계
제일의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 내수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바오산강
철의 수출은 2004년 5억 9,784만 달러(49.5억 위안)로 전체 매출의 3% 수준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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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철강업체(2004)
기업명

매출액

이윤

종업원 수

매출
이윤율

일인당
매출

일인당
이윤

전체 12개 기업

2,759

218

841,694

7.9%

32.8

2.6

1

Arcelor

375

29

94,601

7.7%

39.7

3.0

2

Nippon Steel

315

21

46,451

6.5%

67.9

4.4

3

JFE Holdings

261

15

52,503

5.7%

49.7

2.8

4

Alcan

249

3

82,500

1.0%

30.2

0.3

5

Norsk Hydro

246

19

34,648

7.6%

70.9

5.4

6

Alcoa

240

13

119,000

5.5%

20.1

1.1

7

Mittal Steel

222

47

164,393

21.2%

13.5

2.9

8

POSCO

209

33

30,000

15.9%

69.8

11.1

9

Baoshan steel

195

15

94,231

7.9%

20.7

1.6

10

Corus Group

171

8

48,300

4.8%

35.4

1.7

11

United States Steel

141

11

48,000

7.7%

29.4

2.3

12

Kobe Steel

134

5

27,067

3.6%

49.6

1.8

순위

자료: 『Fortune』.

표 5-37. 바오산강철의 경영현황(2004년)
(단위: 억 위안)

매출

이윤

수출

R&D 투자

매출대비 수출

매출대비 R&D

1,618

127

49.5

9.02

3.06%

0.56%

자료: 國家統計局(2005), p. 258, 21세기중국총연 편(2005) 등에서 작성.

연구개발 능력 면에서도 바오산강철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4년 9억 173만 위
안(약 1억 900만 달러) 수준으로, 매출액의 0.56%에 해당한다. 이는 POSCO의 연
구개발 투자의 4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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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주요 철강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비교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R&D 지출

매출

매출대비 R&D

1

JFE, Japan

357

24,201

1.5%

2

POSCO, South Korea

268

23,216

1.2%

3

Alcan, Canada

240

24,948

1.0%

4

Arcelor, Luxembourg

184

41,119

0.4%

5

AlCoA, USA

182

23,537

0.8%

Baoshan

109

19,541

0.6%

주: 파운드/달러환율은 2004년 12월 말 기준 l파운드 = 1.9247달러 적용, 위안/달러 환율은 1달러=8.28
위안 적용.
자료: DTI The 2005 R&D Scoreboard, http://www.innovation.gov.uk/, 中國企業家協會(2005), p. 258에
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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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중국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하
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중국기업들이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의 LCD,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수행하였거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91년까지의 탐색단계, 1998년까지의 태동단계, 1999
년 이후의 발전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79~1991년까지 탐색단계의 중국은 외화부족으로 외화자금의 해외반출 자체
가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1980년대는 주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해외 현지에 최소한의 컨택트 포인트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115)
한편 해외진출 또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최초의 정책문건으로 1979년 3월에 국
무원이 제시한 ‘해외직접투자(出國开办企业)’ 정책이 있었다(鄧洪波 2004). 또
1985년 7월에는 경제무역부(현 상무부)가 ‘비무역업의 해외 합작기업 설립 심사절
차와 관리방법에 관한 시행규정’을 처음으로 공포하였다.116) 그러나 이 시기 중국

115) 주로 중앙의 부처급 대기업과 지방의 무역그룹이나 종합무역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해외에 무역활
동을 위한 대표처나 합작무역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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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개방 정책의 중심은 해외투자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심이
두어졌다.117)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해외진출’이라는 전략적 아이디어가 태동하기 시작
한 시기이다.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표명된
이후,118) 다시 1997년 9월 15기 당대회에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으로서 ‘저
우추취(走出去)’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119)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에 힘입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8년 말
계약기준으로 25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해외에 설립된 기업 수는 2,396개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引進來)에 개방정책의 중심
이 두어졌다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단계라고 보
기는 어렵다.

116) 동 규정은 해외투자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심사권한 위양, 일부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사업은 성
급 정부와 부처급 단위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권한을 위양하였다.
117) 이 기간 동안 891개의 비무역 관련 분야 해외투자가 이루어졌고, 1991년 말 해외직접투자 누계
는 1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18)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서방 선진국이 대중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이를 ‘화평연변’ 전략 차원
에서 파악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수동적 방어정책과 과거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던 보수파를 압도
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힘입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대응을 시도하였다. 특
히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1992년 14기 당대회에서 장저민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보고를 통하여 “적극적
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대외지향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다
국적경영을 적극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119) 처음에는 ‘두 개의 시장’, ‘두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여 후발주자로서 중국경제의 이점을 강화하
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고 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대외무
역업무회의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장저민이 처음으로 ‘저우추취’라는 용어로 중국기업의
국제화 추진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우리는 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走出去)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의 시장과 자원을 이용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직해야 한다. ...... ‘외자유치’ 정책과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정
책은 우리의 대외개방 정책의 두 가지 밀접하게 연계된 방침으로, 상호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하나도 부족할 수 없다. 이러한 지도사상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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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투자가 정책과 실행 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1999년 이후이다. 1999
년 2월 ‘중국기업의 해외 임가공사업 진출에 관한 의견’이 경무부와 경무위(현 상
무부로 통합) 재정부 공동으로 제정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9기 전인
대 5차상무회의의 ‘국유기업개혁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 결정’에서 여건을
갖춘 우량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제공과
관리감독 강화 정책이 발표되었다.120) 2000년에는 장저민 당시 총서기가 당 중앙
관련 문건에서 ‘저우추취’ 전략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저우추취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국제화 전략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이 ‘의견’과 ‘결정’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들이 줄이어 발표되었으며,
1999년 한 해 동안에만 5.9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년대비
128%의 급증세를 보였다.
‘저우추취’로 대표되는 중국기업의 새로운 국제화 전략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후진타오 지도부 출범 이후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引進來)과 중국기업
의 해외투자 촉진정책(走出去)의 상호 결합을 추진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임을 선언한 2002년의 16기 당대회 정책보고로 ‘저우추취’는 중국의
국제화 전략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어서 2003년 9월 중국공산당 제16기 3
중전회에서는 ‘저우추취’를 통한 중국 ‘다국적기업’의 발전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121)
중국의 해외투자는 정부가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한 데 힘
120) 동 결정의 내용은 1998년 중앙지도부가 확정한 ‘우량기업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이들의 해외진
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121) 2003년도부터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형식으로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고, 2002년
도 통계는 약식 통계로만 집계되어 추이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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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났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3년에 28.5억 달러로
전년대비 5.5%의 소폭 증가세에 그친 데 비하여, 2004년에는 5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누계기준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4년 말에는 총 5,163건, 44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122)
표 6-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단위: 건, 억 달러)

연

도

2002
2003
2004

건 수(누계)
3,439
5,163

금

액

당해년도

누계

27.0
28.5
55.0

93.4*
332
448

주: 2002 國外經濟合作簡明統計(2003. 1. 17.)의 협의액 기준으로,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
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자료: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각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4년 말 누계 기준으로 전 세계 개도국 가운데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개도국 가운데

122)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이 발표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공보가 ‘비금융부분’에 국한된다고 명시
하고 있는 점이다. 누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2004년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총 116
억 달러여야 하나, 공식통계에서 발표하는 같은 해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 수치는 55.3억 달
러로 공식통계 사이에 60.7억 달러의 오차가 발생한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누계치의 차이인
116억 달러와 2004년도 실적치인 55.3억 달러 간의 오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비금융부분’ 투자만을 집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락된 해외금융기관
에 대한 직접투자분(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과 엄격한 외환관리제도하에서 원활한 인수합병 자
금의 조달 필요성이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비축 기금 부분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최근 블룸버
그/연합뉴스에서 2005년에만 중국이 국제기업 인수합병에 이미 630건에 165억 달러를 투자했
다는 뉴스에서 추론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05년도 1월~6월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행액이 현금투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69% 증가한 것이 23.6억 달러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ｈｚｓ．ｍｏｆｃｏｍ．ｇｏｖ．ｃｎ／ａｒｔｉｃｌｅ／２００５０８／（２００５.８．１２．商務部合作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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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위에서, 2004년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해외집적투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 지역 가
운데에는 홍콩 및 마카오를 비롯하여 ASEAN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과
이 지역들과의 밀접한 경제관계, 특히 화교자본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EAN 각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
력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라 주 탄쥰마림 지구에 공업
단지를 건설한 말레이시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내 글로벌화된 기업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이얼(미국, 이탈리아), 춘란(春蘭)(미국, 일본,
이탈리아), 만샹(万向)(미국, 영국,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선진국도 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6월 푸지엔성
푸저우에서 중국기업 유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스웨덴은 이보다 앞선
2002년에 상하이에 중국기업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표 6-2. 지역별 투자규모
(단위: 만 달러, %)

2003

2004

3,322,222

4,477,726

2,655,939(80.0)

3,340,953(74.6)

아프리카

49,122( 1.5)

89,955( 2.0)

유럽

53,152( 1.6)

74,666( 1.7)

중남미

461,934(13.9)

826,837(18.5)

북미

54,849( 1.7)

90,921( 2.0)

대양주

47,226( 1.4)

54,394( 1.2)

지역/연도
합계
아시아

자료: 표 6-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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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투자규모로는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 군도와 버진 군도와 특수관계 지
역인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면 2004년 말 스톡 기준으로 미국, 한국, 호주, 이라크,
싱가포르 순이다.123) 최근의 추세를 종합해보면 특수 관계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
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 군도와 영국령 버진 군도에 대
한 투자가 크다. 다만 2003~2004년에는 미국, 호주, 한국 등 선진지역에 대한 투
자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다.
표 6-3. 10대 투자대상 국가(지역)별 투자금액
(금액: 만 달러, %)

2003
국가(지역)

2004

스톡

플로우

스톡

플로우

2,463,226

114,898

3,039,289

262,839

369,068

80,661

케이맨 군도

665,991

128,613

영국령 버진 군도

53,264

20,968

영국령 버진 군도

108,938

38,552

미국

50,232

6,505

미국

66,520

11,993

마카오

44,686

3,171

마카오

62,483

2,658

이라크

43,696

-

한국

56,192

4,023

호주

41,649

3,039

호주

49,458

12,495

한국

23,538

15,392

이라크

43,487

-

싱가포르

16,483

-321

싱가포르

23,309

4,798

태국

15,077

5,731

버뮤다 군도

18,522

145

3,322,222

285,465

4,477,726

549,799

홍콩
케이맨 군도

합 계

국가(지역)
홍콩

합 계

자료: 표 6-1과 동일.

12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국가에 따라 자원개발 혹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
특수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국가별 순위가 자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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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종별 추이
초기단계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사무소,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광산
채굴, 농업 개발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자원개발에 집중되었다(｢國際先驅導報
｣, 2003).124) 이러한 투자는 세계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노력(무역사무소 개설),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비교우위 활용 가능한 업종(음식업), 그리고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부족 등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임가공업

표 6-4. 업종별 투자규모
(단위: 만 달러, %)

업 종

2003

2004

2004까지 누계

n.a. ( 3)

28,866( 5.3)

83,423( 1.9)

채굴업

138,000 (48)

180,021( 32.7)

595,137( 13.3)

제조업

62,000 (21)

75,555( 13.8)

453,807( 10.1)

전력, 가스, 용수서비스업

n.a. ( 1)

7,849( 1.4)

21,967( 0.5)

건축업

n.a. ( 1)

4,795( 0.9)

81,478( 1.8)

8,450 ( 3)

82,866( 15.1)

458,055( 10.2)

-

3,050( 0.6)

119,237( 2.7)

도소매업

36,000 (13)

79,969( 14.6)

784,327( 17.5)

부동산업

-

851( 0.1)

20,251( 0.5)

농목어업

물류업, 체신업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업

리스 비즈니스서비스업

28,000 (10)

74,931( 13.6)

1,644,552( 36.7)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

-

1,806( 0.3)

91,109( 2.0)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업

-

8,814( 1.6)

109,314( 2.4)

기타업종계

549,799(100.0)

4,477,726(100.0)

합

계

285,000(100)

자료: 2004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중국상무부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
124) 김화섭,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과 시시점(2004. 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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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02년까지 가공무역 형태의 해외직접
투자가 누계로 11.2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4년 말 현재 스톡기준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최대 업종은 비즈니스서비
스업이며, 총 164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3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
음이 도소매업 17.5%, 자원개발업 13.3%, 물류업 10.2%, 제조업 10.1%의 순이
다.
중국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개발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비하여 물류, 도소매,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
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서 해
외시장 개척을 위한 물적 상적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해외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은 상대
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원개발을 위시하여 제조업과 물류 체신업종
의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면 주목을 받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대형
투자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비중이 결정된다. 2004년 제조업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1)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가전
분야이다. 하이얼을 비롯하여 ＴＣＬ，춘란, 창훙(長虹) 등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대형 가전업체들은 모두 해외에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시작한 중국 휴대폰 업체들도 해외직접투
자에 나서고 있다. 중싱(中興) 통신은 파키스탄에 휴대폰 공장을 설립하였고, 첨단
휴대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진국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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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중국 주요 가전업체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기업명
靑島海爾
靑島海信
江蘇春蘭
深圳康住
四川長虹
广東TCL
广東科龍
深圳創維

투 자

지 역

미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나이지리아 등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러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인도, 베트남 등
말레이시아, 인도 등
멕시코, 터키 등

자료: ꡔ中國投資ꡕ, 2003. 3.

(夏新)은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하
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판매, 제조 등을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도 늘
어나고 있다.

표 6-6. 중국 휴대폰 업계의 글로벌 제휴
중국 휴대폰 업체

제휴업체

유형

닝보버드(波導)

지멘스

포괄적 제휴(개발, 생산, 판매)

TCL

알카텔

휴대폰 제조 자회사 설립

슝마오(熊猫)

에릭슨

기술 제휴

샤신(夏新)

보다폰

판매 제휴

자료: 정상은, 『이륙기에 접어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SERI CEO Information(제493호), 2005. 3. 23.

특히 기술 및 노하우 획득을 위해 IT 선진국인 한국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중
싱 통신은 2000년 한국에 R&D 센터를 설치하여 CDMA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획득, 벤처기업 인수 등을 통해 한국의 축적된 기술을 흡
수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아니지만 미국의 중국계 통신장비업체인 UT 스타컴은
현대시스콤의 CDMA 특허와 기가텔레콤의 연구개발 부문을 인수(2004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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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5)
한편, 1990년대 초반 부품과 트럭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초보적인 국제화 단
계에 들어간 중국 자동차 업계는 2000년대에 들어서 승용차 수출이 시작되면서 현
지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체리(奇瑞) 자동차는 쿠바, 말레이시아 등에
경승용차 ‘QQ’를 수출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와 이란에 현지생산 체제를 갖추
었고 서유럽에도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일부 선도기업들은 기술
과 브랜드에서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상하이 자동차(上海汽車)의 쌍용차 인수와 부품업체인 만샹의 Zeller사(미국)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최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되면서 중국기업들의 국제인수합병
(M&A)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가 특히 선진국 시장 진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종전에 개도국 기업들의 해
외직접투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제인수합병 형식에 의한 투자가 최근 활발하다
는 점이다. 향후에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M&A 비중이 계속 증대될 것
표 6-7. 중국기업에 의한 주요 M&A 사례
(단위: 만 달러)

중국 기업
海爾集團
万向集團
華立集團
中國海洋石油總公司
京東方科技集團
上海汽車集團
江蘇飛達工具集團

대상 기업
이탈리아 냉장고 공장
미국 UAI
필립스 CDMA 이동통신부
인도네시아의 스페인 소유유전 일부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한국 쌍용자동차 주식 48.9% 인수
일본 제철 공장

금액
700
280
*
59,000
38,000
5,970
36

자료: 21世紀經濟報道(2003. 3. 31).
125) 정상은, 『이륙기에 접어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SERI CEO Information(제493호),
2005. 3. 23의 관련 부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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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기업을 M&A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에너지 등 해외 자원개발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유기업인 CNPC는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수단, 알제리,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서 44개의 석유탐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미 가채
매장량 7.36억 톤을 확보하였다. CNPC가 현재 해외에 구축한 생산능력은 2,900
만 톤에 달한다. CNPC는 2020년까지 총 180억 달러를 해외유전 및 가스탐사개발
에 투자할 계획이다.
표 6-8. 중국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2002~2005년)
업종

기업명

투자국

개요

철강

바오스틸

브라질

- ’02년, 세계 최대 철광석채굴회사인 CVRD社와 합작,
연 370만 톤 생산의 대형 제철회사 설립

CNOOC

석유
및
천연
가스

CNPC

인도네시아
호주

- ’02년, 인도네시아 유전개발권 매수
- ’03년, 고곤 LNG 프로젝트 권리(12.5%) 매입

인도네시아

- ’04년, 아메라다 헤스(美)社 보유 인도네시아 유전권리
(50%) 매수

알제리

- ’03년, 아드라르 유전개발 및 정제공장 건설 프로젝트
낙찰(3억 5천만 달러)

카자크스탄

- ’05년 ＰＫ 석유공사 지분 100% 인수

총 20개 국가

- 44개 협력 프로젝트 체결, 가채 매장량 기준, 7.36억
톤 확보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기업과 Pirshagi 유전개발을 위
한 합작회사 설립

SICOPEC
이란

- 향후 30년간 LNG 2억 5천만 톤 공급 계약
- 야다바란 유전 지분 50% 획득

자료: 정상은(2005)에 기초하여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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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INOPEC은 이란으로부터 향후 30년간 2억 5천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
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야다바란 유전의 지분 50%도 획득하였다. CNOOC는
현재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18개국에서 71개 기업과 160여 건의 유전 탐사
개발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 인도네시
아 렙솔社가 보유한 유전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매수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계
정유회사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집단은 2002년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
여 브라질에 철광석 생산기업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자원확보형 해외투자에는 중
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은 남미를 순방하
면서 쿠바 니켈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16건에 달하는 자원협력 협정을 체결
한 바 있다.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중국 정부 차원의 해외투자(走出去) 장려는 기존의 외자유치(引進來) 전략 위주
의 대외개방정책을 쌍방향 개방정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국제경
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유도하고, 나아가 중국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
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경 요인들이 있다.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중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데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급증
과 에너지 자원의 확보라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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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출확대와 그에 따른 무역흑자로 중국은 2005년 6월 현재 7천억 달
러를 넘어서는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인
플레이션 압력과 대외적으로는 인민폐 환율평가 절상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막
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민폐 절상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조절하고 인
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맞
아 떨어지는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민폐의 절상 가능성은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향후 중국기업들의 해
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에 원유 등 원자재의 수
입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원유 수입은 1997년 3,600만 톤에서 2004년 1억
2,300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철광석 수입량은 2002년 1억 톤에서 2004년 2억
톤으로 증가하였다. 자원부족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중국은 석유, 철강 등을 비롯한 전략 자원의 확보에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주
요 전략 자원의 확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중
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이다.
표 6-9.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존도(2003년)
(단위: %)

원자재

원유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납

수입의존도

40

50

80

40

20

자료: 원유－BP Statistical Review, 2004.
기타 원자재－China Mining Information Archive, 2004(정상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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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동기
1) 요소비용의 상승에 따른 대웅
고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라 요소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기업의 저임노동력에 대
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제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어 실질임금 비용의
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가입을 전후하여 외자기업
의 대거 유입과 중국기업의 급성장으로 특히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하여 공급은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전력부족 등 에너지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원자재 등 자원 부족도 생산비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Zhou Qi Ren). 이러한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압력은 중국의 저원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상쇄하는 수준까지 육박할 우려가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진출은 개도국의 상대적 저임금과 시장개척을 목표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저생산비
이점을 활용하여 성장해온 섬유, 의류, 제화 업종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01년부터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지도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한 중국이 1999년 2월
에 ‘중국기업의 해외 임가공사업 진출에 관한 의견’을 통하여 임가공업종의 해외직
접투자를 가장 먼저 장려한 것도, 생산비 압박을 받기 시작한 업종의 효율성 추구
를 위한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2) 공급과잉 문제 해결
2001년 WTO 가입으로 국내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공정성, 투명성 및
법제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자 다국적기업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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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은 더욱 확대, 강화, 가속화하였고,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글로벌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대거 유입은 일
부 산업에서 공급과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6) 공급
과잉 문제는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뒤 급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의 둔화를 경험한 중국경제는 WTO 가입으로 수출이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내수둔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과잉문제가 가
중되고 있다.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대표적인 업종이 가전업
종이다. 중국기업들의 대규모 설비증설이 가전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는
데, 2001년 당시 C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가동률은 55% 정도에 불과하였
다. CTV 등 전통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러한 공급과잉은 컴퓨터 등 일부
IT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급과잉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중국기업
들은 스스로 글로벌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분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 기술의 흡수와 국제경쟁력 구축을 위
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공급과잉과 경쟁압력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는 결국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시장 확보에 전략적 목표를 두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이얼로 대표되는 중국 가전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이
에 해당한다.

126) 상하이 비즈니스정보센터(Shanghai Business Information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2004
년 상하이 지역에서 판매된 500대 품목 가운데 48%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회사 브랜드이거나
수입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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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주의 장벽의 우회 필요성
WTO 가입 이후 거세지고 있는 보호주의 압력도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대우가 해소되
고 회원국으로서 무차별적인 최혜국대우를 제공받음에 따라서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자, 이들 국가로부
터의 보호주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이 현지국 정
부로부터 다양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중국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해외 시
장개척보다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진입방식을 통하여 이러한 압력을 우회
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압력에 노출되었다.
섬유, 의류업종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후발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형 진출이 이루어진 반면, 가전업종의 경우
에는 제품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제품은 선진국, 저가 제품은 개도국으로 재배치하
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2003년간 중국 가전수출이 연평균 41%로 급증
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자 캉쟈(康佳),
촹웨이(創維) 등이 멕시코에 조립기지를 건설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핵심역량으로서 기술자원 획득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기술도입을 위주로 하는 기술개발 정책은 중국기업들이
세계 선진 기술수준의 핵심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중국 및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핵심역량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중국기업들이 최근 2~3년간 활발히 추진해온 해외직접투자 가운데는 자신이 보
유한 핵심역량을 이용하여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핵심역량을 확보, 구축하기 위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중국기업들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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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M&A에 나서는 데는 더욱 선진적인 외국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선진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최대의 민영 자동차부품기업인 완샹(万向集團, Wanciang Group)은 1993
년 미국에 万向美國公司를 설립한 데 이어 1996년에는 万向歐洲公司(영국)와
万向南美公司(미국 플로리다)를 설립 각각 설립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는 기술
제휴 선이던 미국 부품업체인 Zeller, ID, LT사 등을 인수하였고, 2001년에는
UAI사의 주식 21%를 인수하여 최대주주로 부상하였다. 완샹의 이러한 선진국 해
외직접투자는 전형적인 핵심역량 구축을 위한 진출 사례에 해당한다. 완샹은 최근
일본, 유럽, 한국 등에도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밖에도 상해에 소재한 둥팡 통신(東方通信公司)의 미국 Interwave사 주식
구매, 화이(華意集團)의 미국 Moltech사 인수 사례는 특히 우수 경영자원 확보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메이더(广東美的)가 일본 산요전기를 인수한 사
례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둥팡(京東方)이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
동차를 인수한 것, 그리고 화웨이(華爲技術)가 인도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한 것
역시 선진국의 핵심역량 기술 및 R&D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TCL은 전화기 생산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영상기기, 휴대폰, 통
신 등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전자업체이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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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경쟁국들이 가전제품 수출가격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TCL은 수출시장에
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였다. 수출급감 등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TCL은 그동안의 수출전략에서 탈피하여 미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지
에 자회사 또는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년 국내 컬러TV 시
장에서의 심각한 출혈가격경쟁은 해외시장 개척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해외투자는 1999년 베트남 공장, 2000년 인도 자회사 설립 등 중국보다 뒤져
있는 후발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질성이 높은 후발 개도국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에 29개 분공사와 11개의 CKD 공장, 7개의 SKD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인도와 베트남에서는 컬러TV 시장 점유율이 각각 8%를 넘어
섰으며, 특히 인도시장에서는 필립스, 소니 등 다국적 가전회사와 중국업체인 콩카
등 경쟁사들을 추월하였다.
개도국 시장진출의 성과에 힘입어 TCL은 2002년에 독일 가전업체인 슈나이더
전자를 인수하였으며, 이어서 2004년에는 프랑스 톰슨 그룹과 선전(深圳)에 TV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합작회사 TTE를 설립하였다.127) 이로써 TCL은 선진국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TCL은 싱가포르, 선전, 미국, 독일
등 4곳에 글로벌 R&D 센터, 멕시코, 폴란드, 인도, 태국, 베트남, 중국 내 다수의
공장 등 10곳의 글로벌 제조센터, 유럽 24개, 북미 3개, 대양주 1개, 아시아 14개
등 총 42개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TCL의 전략은 자체 브랜드와 주문자 상표 브랜드 전략의 동시 추진에 특색이
있다. 인도,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는 자체 브랜드로 진출하고, 미국, 유럽 시장
은 OEM/ODM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127) TTE는 TCL과 톰슨의 컬러TV사업부를 통합하여 설립한, 컬러TV 부문의 연구개발, 제조, 판
매에 특화한 글로벌 TV 전문업체로 ‘TCL-Thomson Electronics’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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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은 TTE를 통하여 글로벌 TV사업을 통합한 기반 위에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시장에서는 자체 브랜드인 TCL을 사용하고, 유럽시장에서는 Thomson
브랜드를, 북미시장에서는 RCA 브랜드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128) 그리고 유럽의
독일시장과 중국의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는 슈나이더(Schneider)와 러화(ROWA)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TCL의 국제 인수합병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적 브랜드
인수에 그 목적이 있으나, 독일 슈나이더 사와 RCA의 경우 LCD-TFT 분야와
HD 디지털 TV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 획득도 중요한 전략 목표로 고려
되었다.
TCL은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통신분야에서도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04
년에는 알카텔과 휴대폰 및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에 관한 합작회사
TCL 알카텔 이동전화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소니와
가전산업 기술개발, 생산, 판매, 원자재 구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한편, 에릭슨과도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에릭슨의 2.5G 기술을 플랫폼으
로 하는 휴대폰 기술제휴를 체결하였다.129)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경동방과기집단(BOE)은 1993년 국유기업이던 북경전자관공장을 모태로 경영층
과 근로자들이 시드 머니(seed money)를 일부 확보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TFT-

128) RCA는 미국 브랜드로 TCL이 톰슨 사 TV 사업부문을 합병하기 이전에 이미 톰슨에 인수된
상태였다.
129) 한편 글로벌 사업분야를 가전과 휴대폰 사업 중심으로 정리하여 특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비주력 분야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5년 12월 10일 프랑스 레그랑(Legrand)
그룹에 TCL 건축기술, TCL국제전기 등 2개 사업부문 자산을 매각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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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제품을 주축으로 하는 모니터 관련 전문생산업체로, TFT-LCD 관련 핵심부
품 생산규모는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동방은 LCD 사업 부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일본기업과 합작을 추진
하였으나, 핵심기술 이전 조건 합의에 실패하여 포기하였다.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핵심기술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해외직접투자
형식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국내로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해외인
수합병－해외융자－국내건설－관련 부품산업 견인’ 전략을 통한 발전모델을 구축
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인수합병이다. 2001년
경동방은 현대전자의 STN-LCD, OLED 업무의 45% 지분을 인수하여 동 사업분
야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다. 이 인수합병으로 경동방은 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게 되었고, 해외직접투자 경험을 축적하여 2003년 TFT-LCD 부
문을 인수할 수 있는 협력여건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월 오랜 협상 끝에
3억 800만 달러에 하이닉스의 TFT-LCD 부문 자회사인 하이디스를 인수하였다.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사례는 롄샹의 IBM 노트북 사업부문 인수 이전까지
중국 최대의 첨단사업 인수합병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동방은 관련 고
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획득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冠捷科技의 지분
26.36%를 10.5억 홍콩 달러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다운스트
림 분야의 배치를 완성하였다.
경동방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핵심기술을 유치하여 국내에 TFT-LCD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한편 2003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경동방 TFT-LCD 모델공장은 총 건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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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달러로, 1단계 투자에만 총 5억 달러 규모가 소요된다. 이 공장은 월 생산
규모 6만 장의 제5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 국내기술과 인력 위주로
건설되고 있으나, 25%의 지분을 가진 하이디스의 일부 기술유출은 불가피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130) 2005년 6월 현재 이미 월 3만 장 생산시설 규모를 완성하였
으며, 완공 후에도 향후 생산라인 기술개조를 통하여 월 8.5만 대 생산규모까지 재
확장할 계획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기반으로 경동방은 향후 5년 내에 제6
세대와 7세대 TFT-LCD 생산라인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롄샹은 중국의 IT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중국과학원 출신 공학도들
이 1984년 2만 5천 달러로 창업하였다. 이후 20년 만인 2004년 매출액 140억 달
러, 판매량 1,400만 대를 달성해 Dell, HP에 이어 세계 3대 컴퓨터 메이커로 부상
하였다. 그동안 롄샹은 국내에서 AOL,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합작 및 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 제품, 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131)
그렇지만 2003년까지만 해도 롄샹의 국제사업 수익은 총 매출의 5%에 불과하
였다. 롄샹은 초기 국제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선진국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 판매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통망 구축
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국제 브랜드의 인수와 자체 브랜드 육성 및 유통망 구축을 놓
130) 비오이 하이디스 최병두 사장 인터뷰에서(인터넷 한겨레, 2004. 2. 10. 18:46).
131)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영문 상호인 레전드(legend)가 이미 미국에 등록된 상호임
을 확인하고 2002년부터 브랜드 전환작업에 착수하여 2003년 영문 상호를 Lenovo로 전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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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부 논의 끝에 20년 이내에 국제적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는 불가능하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결국 강력한 국제 브랜드를 인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3년 11월 IBM PC사업부문 매각이 거론되면서 이를 인수
하는 쪽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내렸다. 인수합병의 목적은 IBM의 브랜드와 세계적
인 판매망의 확보에 있었다.132)
협상 과정은 가격조건 이외에도 IBM 노트북, PC 제품의 특허, 브랜드 등의 사
용문제가 협상의 중점 이슈가 되었다. 인수 후의 지재권과 브랜드의 사용방법, 사
용기간 등의 문제도 집중 논의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04년 12월 인수합병에 합
의하고 인수를 공식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수가격은 12.5억 달러였으며, 롄샹이
부담하기로 한 부채 인수분 5억 달러를 포함하면 실제 인수 가격은 17.5억 달러에
달한다. 지불조건은 부채인수를 조건으로 현금 6.5억 달러에 나머지 6억 달러는 롄
샹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인수대상은 IBM PC, 노트북을 포함하여 글로
벌 PC 사업 및 PC 관련 연구개발센터, 제조공장 및 전세계 판매망과 서비스 센터
등이었으며, 인수가액 가운데 관리노하우, 상표사용, 특허, 유통체계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불비용이 7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계약과 함께 IBM은 롄샹의 18.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롄샹은 향후 5년간 무상으로 IBM 브랜드를 사용하는 권
한과 ‘Think pad’ 브랜드 상표권을 확보하였으며, IBM은 기존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 및 수요창출을 지원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IBM의 글로벌 파이낸싱, 서비
스를 통한 소비금융과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본사를 뉴욕에 두고 베이징과 노스 캐롤라이나에 각각 운영센터를 설치
하며,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로 하는 종업원 1만 9,500명(IBM에서 전직한 직원 1
천 명 포함)의 세계 3대 컴퓨터 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롄샹은 국제 브랜드로서
132) 2000년에 처음으로 IBM 인수문제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자체 브랜드를 육성 개발하
는 방향으로 전략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224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의 이미지를 얻었고, 다양한 고객층과 판매망, 일류 관리인력, 최선진기술 수준과
풍부한 제품조합 및 효율성 높은 운영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롄샹은 기존 IBM 고객을 확보하고, 유능한 직원을 유지하며, 양사 간의
문화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단계 통합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쌍방향 조직구조, 직능단위, 공급사슬을 통합하는 것
이다. 대체로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단계는 새 회사상
품, 판매인력, 유통채널, 연구개발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랜
드 통합을 실현하여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롄샹은 IBM PC 업무를 완전히 익히는 데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8년까지 Lenovo가 IBM의 브랜드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롄샹은 IBM 노트북 사업부 인수합병으로 연산 1,500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3대 컴퓨터 업체로 부상하였다. IBM 노트북 사업부 역시 인수합병된 후 일
단 경영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3) 향후 롄샹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델과 HP를 제치고 세계 최대 컴퓨터 전문업체로 성
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상하이 자동차는 55개의 계열회사와 종업원 6만 명을 가진 중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이다. 2003년에 8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이 가운데 60만 대가 승용
차 생산시설이다. 승용차, 버스, 트럭, 트랙터, 모터사이클 등을 생산하며 완성차

133) 류즈촨 회장 인터뷰 기사(ꡔ서울경제ꡕ, 200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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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부품 생산제조, R&D, 판매금융 서비스 활동을 주요 사업활동으로 전개하
고 있다. 2007년 승용차 100만 대, 매출 3천억 위안 달성, 2010년 승용차 200만
대 생산, 매출 4천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2020년에는 세계 6대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한다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연산 400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
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적극적인 해외자동차 회사의 인수합병 및 제휴에 나서고 있
다. 인수합병을 추진해오던 영국의 MG Rover 사가 난징 자동차로 넘어간 후 대
우자동차 폴란드 공장의 인수도 추진 중에 있고, 일본 후지즈 중공업과도 승용차
합작을 추진 중에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2002년 합작 파트너인 GM의 도움으로 대우자동차의 지분을
일부 인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쌍용차
인수에도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쌍용자동차 채권단과는 2004년 7월 비망록을 체결
하고 이어서 9월에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인수 사례는 중국 자동차 업
계의 최초 독자적인 국제인수합병 사례이다.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채권단으로부터 지분 48.9%를 인수하여 최대주
주로 부상한 뒤, 2005년에 유통시장을 통한 추가 주식매집으로 50.91%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절대 다수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SUV 차량의 브랜드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대표이사를 파
견하는 등 이사회 6인 가운데 3명을 상하이 자동차에서 임명하고, 재무ㆍ구매ㆍ연
구개발 등 핵심부서에 본사 직원들을 임원으로 파견하는 등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
하였다. 최근에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지난 6년간 쌍용자동차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을 이끌면서 3년 연속 이익실현을 주도했던 경영진을 교체하였다.134) 상하이 자동
134) 대표이사 소진관을 경질하고 연구개발실장 출신인 최형탁 전 상무를 사장(대행)으로 전격 발탁
하였다. 상하이 자동차의 이번 쌍용자동차 경영진 전격 교체는 기술유출 문제를 둘러싼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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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자체적인 전략적 목표에 맞추어 전반적인 내부지배구조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5)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중국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투자목적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즉 핵심역량의 구축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는 성공확률이 작거나 불확실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종전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또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
로 진출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개도국에서 개도국으로나, 특
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직접투자 형식의 자본이동은 매우 제한적인 현상

자동차 측과 쌍용자동차 노조 측의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후자는 인수
당시 약속한 2008년까지 10억 달러 투자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5년 7월에는 오히려
50:50 합작으로 쌍용자동차가 상하이 자동차와 중국에 투자하는 S-100프로젝트를 이사회에서
통과시키자 기술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의 쌍용
측 투자지분이 기술이전(300억 원), 기술인력(4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조 측은 쌍용 자동차의 기술인력 120명을 중국의 합작회사로 파견
하려는 동 계획을 투자 없이 기술을 유출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상하이 자동차
측이 파견한 기술인력을 통하여 신규 개발모델인 카이런의 설계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를 가져
갔다는 주장이다(www.moneytoday.co.kr/real-news/...(2005. 11. 9). 2005. 12. 5 접속.
135) 이에 대한 상하이 자동차의 입장은 S-100 프로젝트가 소진관 사장 체제에서 이미 투자가 결정
된 사업이고 현재 한국시장에서의 물량한계를 고려할 때 중국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며, 쌍용자동
차 기술진이 현지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인 만큼 기술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장쯔웨이 쌍용자
동차 중국 측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ꡔ서울경제ꡕ, 2005. 11. 8). 그리고 쌍용 노조 측과는 약속
했던 1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쌍용자동차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2005년 말까지 확정시킨다는
합의하에 대략적인 윤곽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종안을 놓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ꡔ서울경제ꡕ,
2005. 12. 15 보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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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이러한 현상에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 가운데서도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내수시장 기반이
큰 국가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개도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핵심
역량 자원의 구축(resource capability building)’이 각광받고 있다. 지배적인 기존
의 전통 해외직접투자 이론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여하히 해외직접투자
를 실행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asset-exploitation). 이에 비해서 새로운
이론은 달라진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해외진출의 장벽이 낮아진 환경변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적인 기술획득이나 글로벌 브랜드 등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에서 이를 확보(strategic asset-seeking)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인수합병이 가장 효과적인 해외직접투자 수
단이 되고 있다.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여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
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인수합병이 용이해진 세계화된 시장환경은 개도국 기업
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경우가 핵심역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직
접투자로 확인되고 있다. 롄샹의 IBM 노트북 PC 인수합병 사례가 그렇고, 상하이
자동차와 경동방의 쌍용 자동차, 하이디스 인수가 그렇다. TCL도 전형적인 핵심역
량 확보 추구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
다. 인수합병의 성패는 결국 조직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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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TCL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던 프랑스 통신장비회사 알카텔은 2005년
휴대폰 합작사업의 결별을 선언했다. 합작회사가 2004년 2억 5,800만 홍콩달러(약
3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손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알카텔은 지분
45%를 투자원금의 20%도 안 되는 6,334만 홍콩달러(약 82억 원)에 매각하고
TCL과 결별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합작회사를 발판으로 알카텔 휴대폰 사업을 인
수할 계획이었던 TCL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TCL이 프랑스 톰슨의 TV 브라운관
사업을 사실상 인수해 만든 합작사 TTE도 2004년도 6,200만 홍콩달러(약 8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롄샹이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인수한 IBM PC 사업부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였다. 마켓리서치 사인 IDC에 따르면, 동 PC 사업부의 아시
아태평양지역 시장 점유율이 2004년 2사분기 18%에서 2005년 1사분기 13%로
감소하였다. 또 BOE 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2004년도 매출이 7,113억 원을 기록,
전년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도 774억 원 흑자에서 116억 원 적자로 반전
되었다.137) 물론 이러한 경영성과 악화는 인수합병 이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결국 중국형 다국적기업들이 현대적 글로벌시장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을 유
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조직적, 경험적, 문화적 역량을 보유한 초일류 다국적기
업들처럼 조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평가하
는 관건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경험 축적이 취약한 중

136) 조직문화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다. 해외직접
투자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개척에서부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 질서의 환
경변화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이 진화를 지속해오기는 하였지만, 해외직접투자는 본질적으로 투자국
과 피투자국 간의 경제력 격차를 이용하여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자산화 하는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에 의한 핵심역량 획득도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
서는 예상보다 인수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성공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137) hankyung.com(200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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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으로서는 조직력과 지배구조, 기업문화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시행착오
가 예상된다.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금후에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산업구조
의 개편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몇 가지 전망들이 있다. 우선 중국사회과학
원 재정ㆍ지역경제연구소 江小涓 소장은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2006~2010년)
동안 중국의 해외집접투자 규모가 매년 80~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기업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성 102개 중국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4%의 기
업이 향후 2년 내에 해외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4년 내에 해외투자의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0%에 달하였다. 또 20%의 기업은 1천만 달러 이상
의 해외투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經濟參考報』, 2005년 3월 9일자).
UNCTAD(유엔 무역개발위원회) 산하 세계투자전망 평가기구도 “미래의 중국은
전 세계 자본 유동에서 FDI의 흡수 대국임과 동시에 FDI의 수출 대국으로서 2중
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는 하지만, 그 진출분야는 중국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기업의 한정된 능력에 의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국제
경쟁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은 최대한으로 가정하더라도 중국 내 서열 100위권 기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조차도 많은 기업이 유동성 제약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경험이 부족하여 실
제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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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확보한 내수시장 기반을 토대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
고 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인수합병에 나서는 ‘머니게임’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맞물려 과감한 해외직
접투자와 인수합병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38)

138) 중국정부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지도목록에 예시된 분야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합병
이 증가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이것이 전반적인
중국의 관련 산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IT, 휴대폰 사례)가 가져올 효과, 그리고 인수에
나선 중국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인수합병 후 경영실패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관련 사업시장의
혼란 가능성과 불확실성 증대 등이 가져올 기회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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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수입대체의 위협과 수출고도화의 위협,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하고 정의하였다. 즉 중국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1) 수출산업에 필요
한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이 자체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이루게 되면, 기존 한ㆍ
중간의 분업구조가 변화하고 결국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입대체의
위협과, 2) 중국의 산업이 성장하여 자동차, 전자(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과 세계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출고도화의
위협이 이른바 ‘중국위협’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위협은 모두 중국의 산업 및 기업의 고도화라는 하나의 원인에
서 나온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고 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
의 주력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 및 기업의 고도화가 어떤 수준과 속도로 진행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와 같은 중국 위협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장에서
중국의 교역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중국의 교역은 가공무역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 결과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 필요한 반제품과 부분품을 대량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한ㆍ중간의 분업구조에서도 한국
이 중국의 수출산업에 필요한 반제품과 부분품을 공급함으로써 중국의 성장을 ‘기
회’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반제품 및 부분품에 대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
중수출 또한 중국 상품에 의해 대체되는 수입대체의 위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제 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233

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중국의 수출은 모든 분야에서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쟁
력을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 최종재의 수출뿐만 아니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집약적 최종재 분야에서도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상
품 고도화가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수출고도화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수출고도화의 주역은 중국기업들이라기보다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의 기술집약적 제품은 대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생
산, 수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이 2급 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로컬기업으로의 기술이전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기업의 가장 큰 투자대상지로서, 2004년 이래 한국은 중국
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중국 수출고도화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에서 외자기업의 역할 및 한국의 대중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주의와 해
석139)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한 발전도상국이
다. 1960~1980년대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록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의 교역구조가 외자의존형 가공무역이기는 하지만, 향후 중국정부의
집중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실시된다면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라는 중국 위
협이 매우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중국에서는 이른
바 ‘중화학공업화론’이 광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산업육성을 통한 중국 산업구조의 빠른 고도화 가능성을 평가

139) 이에 대해서는 본 절 ‘다’항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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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제3장에서는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
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기존 계획경제하에서 성립된 비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방어적 산업정책이 주조(主調)를 이루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시도되었던 적극적인 기간산업 육성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은 다시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고도성장을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동
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 따라 추동(推動)되는 변
화이다. 2004년 이후 새롭게 입안된 자동차 및 철강 분야의 산업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정책들은 이 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만,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보다는 과잉생산의 방지, 비
효율적인 설비의 퇴출, 기술수준의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한국이나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과는 달리 중국의 중화학공업의 성장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육성정책에 의해 가속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산업의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효과가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산업구조 측면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개별 산업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중국
산업구조의 전반적 구조변화와 더불어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석유화
학, 자동차, 전자(가전, 휴대폰, PC,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각 산업의 현황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
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중화학공업의 내부구성을 보면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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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특히 노동집약적 공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분야
인 전기전자 산업의 확대가 전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40)
이러한 중국 산업고도화의 위협은 결국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국제화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위협의 주체가 되는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화
학,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요산업의 대기업들은 소유제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들 국유기업은 사영 및 외자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수출 면에서는 전체 대기업 수출의 70% 가까이를 전기전자 분야
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비교적 전통적인 산업
의 대기업은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외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
으로도 수출 상위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자기업이고, 순수한 중국 제조업 대기업
은 미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향후 세계시장에서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한국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
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대기업과 세계수준의 대기업을 비교하
였다. 비록 중국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15개 기업을 진입시키고 있으나 그 중 제
조업 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또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철강, 화학 등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업과 중국기업은 아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분야의
대표적 한국 기업과 비교할 때, 일인당 매출이나 이윤 등으로 평가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지고 있다.
대기업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면에

140) 중국의 위협에 대한 산업별 평가는 본 절의 말미에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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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절대적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은 주로 응용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연
구개발 투자가 연구개발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 대기업의 상황은 전자, 자동차, 철강 분야의 대표적인(1위) 중국기
업들인 하이얼, 제일자동차, 바오산강철 등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이얼의 경우 외양적으로 활발한 세계시장 진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생산의 90% 이상을 내수 판매하는 내수 중심의 기업이고, 중국 내수시장의 치
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최근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고 있다. 제일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내에서는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동력은 글로벌 기업과의 합자를 통
해 얻은 기술 및 브랜드이다. 바오산강철은 중국 기업 중에서 규모와 경쟁력 면에
서 세계수준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다. 그러나 매출의 97% 이상을 내수시장에 의
존하고 있는 내수형 기업이다. 또한 바오산강철의 외형성장은 비효율적인 기업들
에 대한 정책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것으로, 그러한 인수합병은 바오산강철의 경쟁
력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제조업 기업의 해외투자는 핵심역량 자원의 구축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흡수를 통해 중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획기
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해외투자를 통한 핵심역량의 구축이 실제
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흡수한 자원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직적, 경험적,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중국의 교역구조, 산업정책, 산업현황, 대기업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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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에서 중국위협을 평가한 결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의 수입대체 위협이
점차 현실화될 것이며, 전자산업에서는 수출고도화의 위협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비한 경쟁력 우위
를 점하고 있어서 그 위협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위협인 수입대체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해당 분야
생산능력뿐 아니라, 향후의 소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상황을 파악해
야 한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급증하면서 동시에 모든 산업의 수입도 급
증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생산증가가 곧바로 수입대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나아가 중국 교역의 가공무역적인 성격 때문에 한 산업 내에서도 생산의 증가
가 오히려 수입의 증가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다.141) 한편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한국 산업에 주는 위협을 평가하는 데는 한국의 해당 산업 수출이 중
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국 수출의 중국의
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의한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
이 큰 영역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이다. 이 두 산업은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크면서(2004년 각각 27.7%와 34.2%), 동시에 중국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최근의 생산급증은 특히 투자과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수년간의 투자 급증으로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면서 민간 및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중소 철강회사들이 난립
하였다. 2000년 969개였던 철강기업의 수는 2002년 3,176개, 2004년 4,179개로
급증하였다(정상은 외 2005: 11)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군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141) 이는 제2장 주요 산업의 수출 및 수입 증가 추세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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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생산능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중국 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설비는 6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는 개조 또는 도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楊建龍 1995: 104). 이 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 측면보다는 중단기적 수급
변동의 위험(risk) 측면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142)
또한 선재, 봉재 등 건축용 철강재의 자급률은 100%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나,
전자, 자동차산업 등에서 소요되는 판재류의 자급률은 60%에 그치고 있다(楊建龍
1995: 104). 따라서 특히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따라 냉연박판 등 고급철강재에 대
한 수입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범용제품에 대한 수입대체의 위협
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나 동시에 고급제품의 수입증가 기회가 병존할 전망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중국 내 석유화학 콤플렉스의 설립이 진행됨
에 따라 자급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의 투자에 의해 신설비가
대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
다. 그러나 제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입규모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 위협인 수출고도화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
율, 경쟁력, 한국 수출제품과의 경합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와 조선을
제외한 주요 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넘어선 지 오래이다.
그러나 양국의 주력제품이 다르다면 산업별 점유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142) 실제로 2005년 중 국내 철강업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공급과잉 및 가격인하 경쟁으로 매
출액 및 이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 내의 철강가격 하락은 대만, 일본, 한국업체들의 연쇄
적인 가격인하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하락은 2003~2004년에는
중국 특수에 의한 철강가격 급등에 뒤이어 일어난 것이고, 2005년 이래의 철강가격 하락도
2006년 2분기 이후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도 있다. chosun.com.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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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143)
위협

수입대체 위협

수출고도화 위협

한국수출의
한중
경쟁력
대중의존도 수출경합도
(CEPII RCA)
(2004)
(’96~’04)

수출품목

수출주체
(외자기업
비율)

한국 30.0
중국 -10.8

가전(OEM)
전자부품

67.1

감소

한국 -5.8
중국 -2.8

범용품

6.1

2.8

감소

한국 19.5
중국 0.2

화물선

1.6

시장 급성장,
부품 수입 급증

6.5

증가

한국 38.7
중국 -1.2

자급률 상승 속에
공급부족 유지

34.2

감소

한국 1.1
중국 -22.5

평가
요소

수급전망

전자

수출 급성장,
부품수입 지속

16.3

증가

철강

범용품 과잉,
고급품 부족

27.7

조선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아님

자동차
석유
화학

27.0
부품 납품
(사실상
(글로벌 소싱)
외자)
신규 설비
제품

3.0

검토 결과 수출고도화의 위협은 특히 전자산업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즉
전자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11.6%에 달할 정도로 높고,
수출품의 구성 면에서도 한국제품과의 경합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
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그 경합이 강화되고 있다.
전자산업을 더욱 세분해볼 경우, 비교적 표준화된 저기술ㆍ저부가가치 산업인
PC 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데스크탑 PC에서 2002
년 중국의 세계생산 점유 비중은 23.2%에 달해 한국의 6.8%를 크게 추월했다. 또
한 휴대폰의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최종 조립기지로 선택하는 과정에
서 2004년 1억 4,605만 대를 수출할 정도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가전산업

143) 각 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외자기업비율은 해당 산업 대기업 지분 중 외자의 비율로 전자는
통신ㆍ컴퓨터ㆍ전자설비, 석유화학은 화학원료 및 제품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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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조립전략에 따라 주로 가공무역 형태로 수출이 급증
하고 있고, 하이얼, TCL 등 중국 로컬기업의 직접 수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는 한ㆍ중간에 같은 품목 내에서 제품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한국이 가치사슬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PC의 경우 한국 생
산의 주력은 노트북 PC로 이동하였고, 가전의 경우도 디지털 및 고급 가전시장으
로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며, 휴대폰 역시 고기능 제품으로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수출고도화 위협에 직면하게 될 분야
는 주로 한국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전자부품산업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산업 중 반도체 등 분야는 아직까지
내수시장 지향적이다. 이들 산업의 일부가 수출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수출산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입특화 산업이다. 또
한 수출품의 구성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이 다르거나(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절대
적인 기술수준과 수출 규모(조선) 면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고 있다.144)
결론적으로 중국 산업 및 기업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입대
체 및 수출고도화 위협은 아직까지 일부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 수입대체 위
협은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자체의 성장효과가 그 상당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수
출고도화 위협 역시 한국과 중국의 산업 사이에 정면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기보다
는, 범용제품에서 중국제품으로의 점진적인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44)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은 2003년 이래 2005년까지 3년 연속 일본을 누르고 세계 조선 수주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우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본
이 벌크선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전환이 전전되어, 중국 조선산업
의 급성장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고 보고 있다.
ꡔ조선일보ꡕ 20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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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그런데 중국의 교역 및 산업 고도화의 주체 면에서 외자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교역구조에서 외자기업은 중국
의 수출제품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고, 제4장에서 살펴본 주요산업의 발전에서도
외자기업이 각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산업과 가장 근접하여 충돌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에, 2003년
전자통신 분야 수출의 87.3%, 컴퓨터 및 사무기기 수출의 97.3%를 외자기업이 수
행하고 있다.145) 심지어 중국 로컬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알
려진 가전분야에서조차 수출 중에서 주로 외자기업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4.3%(2003년)를 기록하고 있다.146)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국적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중국의 산업 및
기업고도화 과정의 상당 부분이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의 경쟁압력과 위협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
이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made in China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데는 외자기업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made in China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4년의 경우 한국의 삼성 및 LG에서 중국에 투자한 전자분야의 현지법인들 중
4개 법인이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하이얼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
다. 또 한국의 전자업체들은 중국 전체산업의 수출 상위 100대 기업 중 9개를 차
지하고 있다.147) 전자산업은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고도화 위협이 가장 강력하

145) 자세한 내용은 본서 제2장의 내용을 참고.
146) 제4장의 해당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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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되지만, 중국 전자산업 수출의 중요한 주체가 바
로 한국기업인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ㆍ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대기업들의 경우에,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비용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간 이 글로벌 기업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왔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
산하는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그 제품들이 단순히 made in China라는 이유로 중
국과의 경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때 경쟁의 내용이 되는 것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가진 우
월한 생산요소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이다. 즉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제품
의 판매(output)를 놓고 벌이던 경쟁이, 이제 중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input)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를 둘러싼 한층
특수한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 경쟁의 중심이 생산물의 판매를 둘러싼 경쟁에서 생
산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둘러싼 경쟁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의 내용이 달라지면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에
대한 대응의 방향도 달라진다. 즉 중국의 산업 및 기업고도화의 위협이 수입대체와
수출시장 경쟁이라는 생산물(output) 시장에서의 위협이라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생산이 주는 위협은 중국에 존재하는 저렴한 노동과 토지라는 생산요소(input)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기업보다 더 잘 활용할 경우에 한국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력
147) LG전자 혜주법인, 삼성전자 수저우 반도체, LG전자 남경법인, LG 필립스 등. 수출 100대 기
업 중 일본 기업은 6개. 이상 21세기중국총연 편(2005), pp. 4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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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위협이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
해 국내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국이 가진 요
소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은 중국이 우위를 가진 생산요
소를 글로벌 기업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된다.148)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첫째, 중국의 위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양상이나 산업별 기술
수준에 대한 비교뿐 아니라,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 중국 산업의 구조, 대기업의 능
력 등 전반적인 능력들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나 인식은 중국의 위협을 중국 각 산업의 교역 및 기술 경쟁력이 우
리 산업의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주목해왔다. 즉 그 격차가 불과 수년 차
이라든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발전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
속하는 한, 이러한 추격 양상은 위협의 지표라기보다는 한국경제에 주어진 항상적
이고 기본적인 조건에 속한다고 보인다.
즉 세계 3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이 주요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나 세계 1위 품목

14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전략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중국이 가진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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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가고 우리와의 경합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또한 중국의 각 산업은 외자를 통해 이식된 세계 첨단수준의 기업부터 사회주
의 계획경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낙후된 기업까지 그 내부 격차가 크다. 때문에 기
술력 등 측면에서 중국 산업과의 격차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역과 기술뿐 아니라,
중국의 정책환경, 경쟁의 주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 산업을 위협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는지, 이들의 추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인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중국의 위협을 항상적으로 경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 위협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국가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가일층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중국 위협의 인식도 이러한 한국 경제발전의 동태적 요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경계해야 할 주요한 상대는 아
직 국민소득 1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
요 선진국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처럼 중국의 위협을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우려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미 한국의 주력산업이 되어 있고 향후 선진국 진입의
동력이 될 산업과 분야에 집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 범용제품에서 느끼는 위협은 중국의
추격에 의해 더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소득증대와 산업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149)
셋째,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은 중국의 위협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
149) 이는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노
동집약적ㆍ저부가가치 생산활동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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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주는 기회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은 한
국의 1/10 수준에 불과한 임금수준, 저렴한 토지, 풍부한 자원 등 저렴한 생산요소
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용 수준을 놓고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비용억제를 통한 경쟁
력 창출은 지속가능한 수단일 수도 없다.
반면 외자기업들이 중국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의 낮은 생산비용은 이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를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서의 위협은 중국이 제공하는 낮은 생산비용이
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데 남보다 뒤짐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위협이다. 이때 위협의 주체는 중국에 존재하는 낮은 생산비용이 아니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과의 경쟁과 그에 따른 위협은 ‘중국 위협’과
는 구별하여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
는 글로벌 경쟁은 산출물 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요소시장의 경쟁이다. 또한 결국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국내의 비용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국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1) 대응전략의 주요 방향
후발자의 추격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
화된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화하려는 노력, 공정과 조달의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성장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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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시장전략과, 중국이 가진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
하기 위한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도 이
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150)
이때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개척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의한 수입대체 위협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은 원가절감
과 시장개척의 중요한 경로임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중국을 경유한 글
로벌 경쟁의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이다.
첫째,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전략 방향은 산업구조 및 사업구조의 고
도화일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의 도전에 대비해 한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각 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주요 산업의 범용제품 제조에
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제
조, 응용 및 핵심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을 비롯해 주요 신흥시장으로의 진출(투자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저부가가치 사업 및

150) 신현수ㆍ이원복((2003)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노력, 경쟁력 있는 상품의
전략적 선정과 이에 대한 자원의 집중, 일류상품의 개발, 경쟁력 약화 산업의 중국 이전, 중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부문별 협력 및 과잉 설비 감축 등을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제
시하고 있다. 장재철(2005)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경쟁력 확대 전략으로서 수출품목의 다양화,
신제품 개발 노력, 수출제품의 브랜드 파워 제고,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FTA 참여를 통한 시장 확대 등을
제시한다. 산업연구원(2004)의 경우 산업별로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방향은
역시 연구개발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의 전환, 중국과의 분업구조 구축, 대중국 수출확대
등이다. 산업연구원(2005)의 경우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으로서 한ㆍ중간 분
업구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부품 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내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고도화, 중국과의 상생적 분업체계 구축, 중국 고급 내수소비재 시장의 선점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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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영역을 중국 등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하여, 이 분야들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
장화되는 데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 본사의 활동은 고부가가
치 활동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산업 공동화의 위협을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분업구조를 가장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
법은 극단적으로는, 한ㆍ중 분업의 내용을 한국기업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과
의 분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한ㆍ중 분업구조의 중국 측 담당
영역에서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된다면, 이
것이야말로 한ㆍ중 분업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1)
셋째, 중국의 시장성장에 따른 기회는 단순히 주어진 기회인 것이 아니라, 기회
를 누가 활용하느냐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내수시장의 육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관
련된 새로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52)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고급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수요 확대지점을 예측하고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치열한 경쟁 때문에 가격 압박이 심한 중국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고급품목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에 뒤지지 않는 고급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ㆍ투입하는 한편,
중국기업에 비해 현저히 빠른 신제품 출시 및 모델 교체기간 단축으로 시장을 선
도해야 한다. 또한 프리미엄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일관성 있는 광고 및 선행 마케

151) 석유화학, 전자 등 일부 영역에서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예를들어 LG 화학은 중
국에서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가진 PVC 및 ABS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북경현대자동차는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2005년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사례로는 지퍼산업의
YBS가 있다.
152) 11차 5개년계획이 내포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는 지만수(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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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활동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재 및 중간재 분야에서는 현재의 정태적인 분업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중국
의 해당 산업발전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의 분업구조가 동태
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공급에서 중요한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 제품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시장공략을 위해서는 수출뿐 아니라 대중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공략도 강
화해야 한다. 이때 중국시장에서 중국 현지기업과의 가격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는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충분한 투자로 규
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현지 로컬 부품업체 육성으로 현지 부품 조달
체제를 강화하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유통 지배력을 중국
현지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성장하
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망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중국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한
국기업의 가장 중요한 해외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가장 큰 투자 원천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한국 본
사에 이은 제2의 핵심 사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선진국 및 여타 신흥시장으
로의 진출을 위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서로 경쟁하는 각축
장이 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글로벌 대
기업의 현지사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
과 연구개발의 현지화이다. 기업 이미지 제고153)와 경쟁력 있는 성과 보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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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현지 인력의 능력을 본사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지 R&D 역량을 강화해 중국을
본사의 핵심 R&D를 보완하는 주요 응용 R&D 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산업별 대응전략
이상의 일반적인 대응전략을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산업들에 적용시켜 산업
별 대응전략의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다.
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수출고도화 위협의 핵심산업
이 되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는 있지만 고기술 분야에
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중국에 대해 아직까지 경
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위협의 실제 내용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위협이라기보다 글로벌 경
쟁의 위협이다.
따라서 범용제품에서 중국의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여 기존의 경쟁우위를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이 산업에서는 중국 제품과의
경쟁도 사실상 글로벌 경쟁의 일환이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해 기술 및 제품개
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나오게 된다.
또한 이 분야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요소 활용이 가장 활발하
153) 중국에 투자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 중국의 유
명한 주간신문인 『남방주말(南方週末)』은 6일 톈진(天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투자
한 가장 훌륭한 세계 500대 기업’ 평가에서 삼성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
는 투자액ㆍ경영상태ㆍ사회적인 책임ㆍ지역 공헌도ㆍ브랜드 이미지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
었으며, 삼성전자는 총점 70.409점으로 2위인 폴크스바겐(57.205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3~10위는 필립스전자ㆍ모토로라ㆍGMㆍ노키아ㆍ코카콜라ㆍ인텔ㆍGEㆍ혼다
자동차가 각각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5개 종합 평가 항목 외에 12개 소항목 평가에서도 고르게
좋은 점수를 얻었다. 가장 좋은 경영상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분야 2위,
대중 이미지 3위, 지역 공헌도에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조선일보』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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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중국 내 생산이나 중국 부품의 적극적 조달을 통해 이러한 경쟁에 대
응하여야 한다. 또 지금까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일부 범용제품들의 경우
에는 중국 투자를 통해 중국 1위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주요 경쟁상대는 중국 기업이라기보다 대만 및 일본의 투자기업들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전자산업은 가공 및 조립적 성격이 가장 강한 산업으로서, 최근 중
국 조립기업이 급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의 조립기지도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
황에 대비하여 조립산업(가전 등)을 겨냥한 고기술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향후 중국이 조립기지가 될 디지털 가전 등 분야에서 일본 및 대만
에 대비한 핵심부품의 경쟁력 확보가 그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범용제품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철강산업
의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범용제품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설비의 고도화에 발맞춘 전략적 설비 이전을 통해 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주체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은 아직까지 국유기업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상위 몇 개 사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으로서 초기 진입에 성공한다면 앞선 기술과 효율적인 설비를 통
해 중국 시장 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개척 측면에서 건설경기 등 부침이 심한 산업의 수요에 의존하기보
다는, 자동차 등 대규모 수요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고급제품 시장에 대
한 안정적 공급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산업 수출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경기 급변에 따른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수출
제품 다변화를 통해 배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선도자로서 적절한 가격전략을
통해 중국 상위기업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수입대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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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산업 중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
다. 비록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과수요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기는 하
지만, 중국 내 설비증설의 주체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품질 및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설비능력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기초소재의 대량 공급구조를 점
차 수요자 맞춤형 제품 세분화 전략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전
자, 자동차, 건자재 산업 등이 고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고기술 소재의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수요와 연결하는 가공공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
여 현지에 안정적인 기초원료 수요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 위협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평가
된다. 그렇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획득을 위한 다국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부품 분야에서의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
로는 중국이 한국의 가장 유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규모 확대 및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저기술 범용부품의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디딤돌 삼아 중국에 진출한 후, 점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공급자로서 매
출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기술 부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역시 중국
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일
본 부품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이미 한국이 세계적인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
나 노동집약적 공정이 많은 산업의 성격상 장기적인 중국의 추격이 예상된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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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전략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를 더욱 강화하여 제품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넓힐 수 있는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표 7-2. 산업별 대응전략
영역

고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수단

연구개발,
제품 차별화

선택과 집중
분업구조 공고화

투자, 현지화
제고, 중국 내
조달

시장 선택

리스크의
원천 식별

장소

한국

한국/중국

중국

중국

글로벌

선진국 추격을
고기술 부품/소재
통한 기존 우위의
지속 공급
범용제품의 지속
세계 경기 변동
공고화
이전
고급/고기술/신개
전자
지적재산권 확립 념 제품에 주력
미래형/고기술/신 기술 구조의
미래 산업 우위
중국 조달 강화 개념 소비재 시장 근본적 변화
확보
창출
세계적 원가
경쟁력 지속 유지
철강
범용제품
원가경쟁력 제고

중국
수요업체와의
연결 강화

국내 고도화에
맞춘 전략적 이전
(시장-기술 교환) 자동차용 강재 중국 경기 변동
적극 개척
생산 과잉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노동 절약적 기술
중국 시장 적극적
개발
고부가가치 선박 노동집약적 공정
주기적인 산업
개척
조선
선박용 기계의 및 기계에 집중
이전
경기 변동
선박용 기계 공급
경쟁력 강화
선진국 추격을
완성차 확대 가능 중국向 모델개발
통한 기존 우위의 승용차 완성차
중국 승용차
부품시장 진출
공고화
시장의 성격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제3국向 범용부품
부품기술 강화
고기술 부품
변화
선별적 이전
수출기지화
원가 경쟁력 제고
석유 생산효율성 강화
화학
제품 세분화

수급의존 탈피
차별화된 제품

중간 가공공정
적극진출

중국
산업고도화의
수요 대응

중국 경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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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노동절약적 기술의 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갖는 경
쟁우위 자체를 소멸시키고, 산업의 성격 자체를 기술집약 산업으로 변화시킴으로
써 가능하다.
다. 정부의 역할
한ㆍ중간의 경쟁을 담당하는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의 역할은 제한된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가중된다고 해서 국내 산업을 정
부가 보호하거나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산업과 기업 등 민간영역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고기술집약화에만 있는 것은 아
니다. 중국 위협의 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1) 공정한 경쟁의 확보: 보조금 문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세계화된 경쟁환경 아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적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노동집약적 범용제품의 위협이 점
차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영역에서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
내의 저부가가치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대규모 장치산업으
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과잉생산 능력이 발생할 경우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이 나
타날 수도 있다. 최근 2004년 이래 철강 분야에서 대중수입의 급증은 중국의 건설
및 투자 억제조치에 따른 중국 철강제품의 일시적 공급과잉이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 중국기업의 상당수는 국유기업이며, 이들은 아직까지 직간접적
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한국기업이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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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아래서 중국기업과 경쟁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은 2006년부터 실시
되는 11차 5개년계획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육성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의지가 실제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
루어진다면 우리 대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육성ㆍ지원하는 대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이 필요하다. 현재 한ㆍ중간에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
에서 민관협의기구(한중 민간철강협회의, 석유화학민간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또
한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에는 ‘한중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나
아가 2005년 11월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면서 양국 간에
｢한중 무역구제협력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업계 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 수입
급증품목 조기경보체제구축, 반덤핑 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
력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국유기
업들에 의한 불공정한 저가수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한국은 2005년 11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반덤핑 판정에서 중
국의 시장가격을 인정키로 하였지만, 동시에 WTO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국의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금까
지 한국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방어적으로 대처해왔으나, 앞으로는 주력
산업의 주요한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이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
요하다.
물론 상계관세 등을 통해 중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필요는 없으나,
강화되는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의 이슈로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제
기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활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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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이 급성장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미국, 일
본 등 보조금 상계관세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밀접히 협력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
강산업 보조금 논의에도 이러한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중국과의 협력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기술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이는
중국의 불완전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더욱 심각한 이슈로 만들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불완전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향후 한국의 주력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중국의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시정요구는 주로 미, 일 등 선
진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한ㆍ중 투자협력위 등을 통해 간헐적으
로 중국 측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 KOTRA에서 2004년 설립한 한국투자기
업지원센터가 실태조사 및 사례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
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기존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중국 스스로도 11차 5개년계획을 통해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춘 세계적 대기
업을 중국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만 한
다. 특히 상당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에
서도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서는 미ㆍ일 등 선진국과의 공조를 확보함과 아울러,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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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과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3) 한ㆍ중 FTA 전략: 중국과의 거래비용 최소화
중국과의 거래비용을 최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과 투
자에서 중국과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중국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 위
협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생산요소 활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
화가 달성되고 한국과의 경합관계가 커지더라도 한국의 원자재와 부품이 중국시장
에서 중국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고도화
에 따른 수입대체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FTA를 통해 한국
과 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수입대체
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연
해지역에 가장 가까운 중화학공업 생산기지라는 유리한 조건이 주는 이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투자에서의 거래비용 최소화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글로
벌한 경쟁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 즉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제품에 의한 선진국 제품의
대체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저렴한 요소가 가진
경쟁우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미 한중간에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
화를 위한 ‘민관(民官) 전자무역 협의회’, 표준 및 인증분야의 무역상 기술장벽 해
소를 위한 ‘한중 표준 적합성평가 공동위’,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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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경영지원 교류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원 에너지 협력 현안 논의
를 위한 ‘자원협력위’154) 및 한ㆍ중ㆍ일 3국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동북아 에너
지 협의체’ 등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민관협의체 등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ㆍ중 FTA는 무역과 투자에서 중
국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
간 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한ㆍ중 FTA 논의를 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ㆍ중간
의 FTA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래비용 최소화 노력을 한꺼번에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때 한ㆍ중 FTA의 논의 방향에서도, 한ㆍ중간의 거래비용 감소가 가져오는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양자 간 무역관계
에만 주목하여 민감품목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역과 투
자 등 모든 분야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중 및 대세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실현시
키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한ㆍ중 FTA가 더욱 포괄적
인 FTA를 지향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거래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시장과 요소를 활용하는 데에서 한국의 전세계에 대한 비
교우위를 높여준다.155)

154) 한ㆍ중 산업협력위원회 내부에서 운영.
155) 다만 한ㆍ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농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때문에 양국 간의 FT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FTA 협상은 양국 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협력채널에서 논
의되고 있는 사안조차 FTA 협상 이슈로 묶여 논의가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거래비용 감소를 지체시킨다. 따라서 비록 한ㆍ중 FTA가 한ㆍ중간의 공동번영을 위
한 매우 유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일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는 협상안
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하지 않느니만 못 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5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4) 산업육성보다는 경제 구조조정이 핵심
정부의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후방경계형이 아닌 전방추격형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국내산업의 고도화는 민간(기업)의 대응영역으로 남
겨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
정과 각 분야의 규제완화를 지속해야 한다.156)
그런데 자본과 기술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간 경쟁은 과거와
같은 산업육성 경쟁이 아니라, 각 경제가 가진 비교우위 요소를 자유롭게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구조조정 경쟁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뒤
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대응하는 데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앞서
가는 선진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경쟁우위도 확보될 수 있다.157)

중국이 주요산업에서 한국 주력산업을 추격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를 이
루는 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위협이라기보
다 미래의 위협이다. 반면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고 성장하는 중국시장
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
156) 구체적인 국내 구조조정 과제가 무엇이냐는 본 연구의 과제가 아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 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비용
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ㆍ기업ㆍ금융ㆍ노동 등 영역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
이다.
157) 이 과정에서 소재나 고기술 부품으로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대기업보다는 특히 노동집약
적 소비재나 부품 생산에 종사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의 가장 큰 피해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한국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도 관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한국의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주력수출산업에서의 중국의 위협
을 평가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양극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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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중국을 뒤돌아보면서 그 거리를 가늠하는 데 연연하기보
다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경쟁이 중국의 시장과 요소활용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더욱 주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경
제를 위협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위협이 현실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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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velopment of China's Firms and IndustriesThe Impacts on Korea
Mansoo Jee, Eui-Hyun Choi, Namju Lee, Seoh-Jin Kim, and Gwon Ho Paik
As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deepening,
China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has major influences
on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Those influences are divided by three categories, the opportunities, the threats, and the risks.
Among those influences, this research focus on the threats China brings
about. And we define those threats as 1) the import substitution in China’s
market by Chinese industry and 2) export market competition by ‘made in
China’. Both of these two kinds of threats arise from same source, the development of China’s industries.
Previous researches have provided the changes of various trade related indices to figure out the extent and speed of China’s threats. In this research, we
not only examined the changes in trade but also looked into the changes in
China’s industrial policy, the internal structure of its main industries, and the
growths and activities of China’s big firms. With these more comprehensive
approaches, we try to identify exactly where China’s threats come from.
As to trade, we examined recent changes in China’s foreign trade,

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their growing collision in the global market.
Major part of China’s foreign trade is processing, so it should depend on imported intermediate goods. But in the industries like steel and petrochemical,
domestic production is growing very fast and begins to substitute imports. At
the same time China’s export items are also upgrading with very high speed,
especially the shares of electrics and electronics are growing very fast.
But industrial policy didn’t do bigger role in this process. Since China’s reform in 1978, China’s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focusing the restructuring
of inefficient, traditional industries, which had been built under socialist
economy. Our research concludes that the market power rather than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will derive the development of China’s industries in
the future.
We looked into some of China’s industries in detail, like steel, petrochemical, auto, and electronics (home appliances, mobile communication, PC, semiconductor). Internal structures of China’s major industrie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presence of foreign capital. Especially their high-end, technology
intensive, export-oriented area, foreign owned enterprises including Korean
joint ventures are playing a major role.
It means so called ‘China’s threats’ on Korean economy actually comes
from the foreign joint ventures that is acquiring China’s cheap input factors
such as unskilled labor and land into their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
electronics industry is the best example, where the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global market seems to be most intense.
The growth of China’s big firms is also regarded as the key players of
China’s threats. Even though 15 Chinese firms listed in ‘Fortune 500’ in 2005,
only two of them ar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hinese top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major industries still are smaller in their scale, less efficient in
the per-capita performances, strongly domestic market oriented, and weak in
the R&A ability compared with their global counterparts.
With these findings, we can say that China’s threat on Korean economy
should regarded not only as a consequence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industry, but also as a consequence of the building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which utilizing China as a low cost produc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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