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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Q)

韓中 寶易收支 論爭을 中JL;、으로 

鄭 치〈 『웰 

中國經濟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서 인근 국가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과제를 던 

져주고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韓中 間 交易收支 黑字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한중 간의 교역은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교역과는 판이하게 

直接投資에 의해서 유발되는 측면이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양국 간의 교역수지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되， 贊易과 投資와의 相關關係를 보다 

더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논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화 방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한중 간 교역수지는， 현재의 業f重別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정도의 중기에도 우리의 黑字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 

실은 우리의 대중 직접투자가 중국내 市場指向型과 負金의 比較優位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실증적 분석의 결과로서 더욱 더 뒷받침될 수 있었다. 즉， 중국의 경제 

적인 신장률이 우려보다 훨씬 앞서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중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한중 간의 교역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경제의 開放化는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 

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거의 홍콩이나 싱가폴型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 序 論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서 국내소비 및 투자의 상대적인 부진 속에 해외소비 및 투자 

의 활기， 국민전체의 경제 도약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총체적인 不景氣

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소득 10，000달러 달성 이후의 피로감 

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中國의 경제적인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하는 편도 있 

다. 그래도 對中 賢易收支가 黑字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버려주는 기둥의 역 

할을 하고 있다. 현재 40여만 명에 달하는 춤年失業問題(2)가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고 

(1) 본 논문은 修嚴樂學文化財團(“SUAM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 

구이다. 이번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단， 때04년 8월에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 

리나라의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1차적인 면담결과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싶었던 필자의 통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2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8.6%인 것으로 집계되 



m 

μ
 

k:l

“ 
i앤 ，꽤 us 껴~44卷 第2號

있는 현실로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논구 및 처방의 제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버립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韓

rþ ~:(짖， Jlx支의 !;I:-\字 기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 특히 일부에서 우려 

하는 바처럼 파:業갤洞化에 따라서 한중 무역수지가 역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퉁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최근 rl-'패파 짜l때 lilJ의 交써l은 세계무역 역사상 유례없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양 

국 간 교역은 수교하던 1992년에는 50.3억 달러(수출 26.2억 탈러， 수입 24.1 억 달러)였 

다. 그러던 것이 2004년만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은 총 900.7억 달러(우리의 대중 수출 

622.5억 달러， 대중 수입 278.2억 달러)로 폐셔1 修交 이후 만 12년 만에 무려 17.9배로 

증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2005년에 양국 간 교역은 1 ，ω0억 달러의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즉， 수교 13년 만에 교역 1 ，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S로 판단(3)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전체 교역이 1992년 1655.3억 달리에서 2α)4년 I조 1547.9억 

달러로 12.8배 증가한데 비해， 우리의 대중 교역이 17.9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때|패 페 交%의 증가속도가 rl'패의 N外交써， 증기·속도를 훨씬 농가하고 있다. 

이처밖 한중 교역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견해 

는 크가l 두 기-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히나는 이"때싼’|꺼i流(China Shock, China Phobia) 이다. 

즉， 한중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f.lp~떤1'-]으로는 우리에게 수지 흑 

자플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업체들이 중 

국에 푸자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원， 부자재괄 수입해서 이플 기반으로 우리의 

對rl' ili값 11‘도 늪·고， ""혜의 판t外 ~i앓出올 늘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대중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결국 퍼까1펀[1낀으로는 국내의 제조업 

기반올 약화시키게 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의 확대와 

무역의 훤·성화가 결과적으로는 센*’깐페化블 야기하게 되고 길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고 있으며 구직후l동 단념자와 괄우，}전 취염자탄 감안한 설첼챙넌섣엮-싼은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즉， 20대인 20-29세의 신엽자 수는 41만 3，이lOr깅애 이르는 것으로 추 

계펴고 았다. 

(3) 이는 줍낚괴 일본이 교역 1 ，000악 단바 판파애 30년이 결렀다는 껴판적인 사섣파 비교하면 상 

당히 -양"1 삼다. 원분은 1972년 수괴한 바 있는데， 수교 30주년이 되는 2002년애 양국 간 교역 

1.000억 탈러원 판파(1.019억 달러)하였다. 관룬 수교 기간이 길었다고 교역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뼈， 개방정책옴 채택하기 시직·한 시기가 1978년이었고， 본격 

적으쿄 중국의 노선이 확렴된 것은 1992년 이후였다고 보는 것이 함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바나 1992년 이후의 속도플 보더파도 우리의 띠l중 교역이 뀌씬 높다는 것온 분명한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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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게 되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정영록 · 이종건 (2004)은 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의 國內 設備投資의 총액이 IMF 관리 

체제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중국과의 製品鏡爭力 격차가 아주 빠르 

게 소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설비 수입 • 

제품생산 및 설비구입상환대금 창조→부가가치 창출의 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표시 투자가 줄어들고 었다는 사실은 설비 수엽이 그만큼 줄어들 

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附加價植 創出의 선순환의 고리를 중， 장기적으로 단절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중국의 catch-up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중 

간의 塵業隔差를 5년 이내로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더 심 

각하게 인식 (4)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中國機會論(China Dream)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적인 발전의 격차 

는 적어도 lA當 所得의 隔差(한국 14，어0달러 대 중국 1 ，300달러)만큼이나 나고 있고， 따 

라서 과거 및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국이 발전 

할수록 원， 부자재를 우리나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 최근의 한 논의에 따른다면 양국 간 

魔爭力 隔差가 줄어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 (5) 

도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관심은 첫째， 韓中 間 交易收支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 

전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둘째， 이것이 韓中 間 投資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 

을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華東地域을 답사하였으며 초보적이나마 일관된 統計資料 데이터 

를 구축， 이를 며歸分析에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寶易과 投資 關係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3장에서는 한중 교역수지의 향후 추이의 推定을， 4장에서는 교역 

수지의 추이를 한중 관계의 統計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한 무역과 투자 관계의 결과를 반 

영해서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수지 추이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4) 가령 이러한 논지는 산업기술재단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업계 및 단체의 주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5) 이두원 · 김완중(2005) 에 따르면 한중 간의 소득 수준에 의한 경제격차가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년의 소득격차가 

있었음에 비추어 한중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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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寶易과 投資의 -般 關係

2. 1. 뺑術的인 論흩훌 

t-f$h파 投ft의 相뼈關係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다양 

한 요인에 의해서 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政治經濟웰的 해석으로 海外直接投資가 

학문의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 하였다. 대체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정치적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휠에서 부담없이 받아들여진 시기가 얼마되지 않는다. 즉， 

상당히 근세까지 직접투자는 제국주의의 개발도상국 착취의 방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직용하게 된 결과로서 받아틀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가 統計의 부족이다. 상기 첫 번째 요인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일반의 直接投줬 

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니 자연히 i돼外l흩接投짧에 대한 풍계적인 추적 둥이 상대적으로 

었易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무역에서의 DOT (Direction 

ofTrade)와 같이 정치하고도 표준화되었으면서도 일반화펀 FDJ통계는 태부족인 듯하다. 

그나마 UNCTAD에서 집계하는 거시적인 통계 또는 OECD국가 간의 FDI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UNCTAD 통계 (6)도 time-series나 業체別 (sectro

specific) 집계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통계자료 획득의 

문제로 인해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에는 이러한 한계에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플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무역과 투자룹 입지와 관련해서 파力모델 (gravity model)올 원용해서 분석하는 정 

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통념상의 한계플 반영하기라도 하듯， 무역과 직접투자플 이론화하는 것은 전통 

적인 l때際經濟學 교과서에서도 뽕素의 移빼으로 간단히 처리 (7)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 

화되어 있다. 반면에 국제경영학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의 실체로서 잘 다루 

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특히 국제경영학 영역에서는 직접투자에 대한 동기에 대한 논 

(6) World Investment Rcport는 대체로 국가별 거시자료흙 집계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업종별 
(sector specific) 푸자봉계 꽁은 첼대적으호 빈약하기 그지없다. 

(7) Krugman and Obstfcld(2α)3)에서는 국제무역올 연영하는 11개 장 가운데 ‘국제요소이동’이라 

는 독립된 한 정의 한 젤료 기술하고 있는 데 싼파하다， 또한 Cavcs and Joncs (l 985)에서도 

국제무역과 관련원 총 14징· 가운데 한 장으로 시숨하고 있는 것은 Krugman and Obstfeld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는 경제발전론 교과서애서도 따찬가지로. GiIIis and Roemer( 1996) 
에서도 총 207n 장 가운데 ‘외국자본’의 장에서 간단히 기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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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목적으 

로 하는 市場指向型 投資와 해당국의 저렴한 생산 조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費用節

減型(또는 수출지향형) 投資로 나누고 있다[OECD(2000， p. 11) J .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지향형 투자가 비용절감형 투자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임도 밝히고 있다[Markusen 

and Maskus (2001), Blonigen et al. (2003) J . 따라서 직접투자는 투자상대국의 經濟規模(즉 

시장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arkusen ( 1995)과 Lipsey 

(1999, 2001) 등은 대부분의 FDI 흐름은 주로 先進國 間 投資임을 지적하고 있다. 

市場指向型 投資는 水平的(horizontal) 直接投資라고도 불리는데， 높은 무역비용과 규모 

의 경제를 가정할 경우， 대부분의 투자는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국가 간에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수평적 직접투자모형의 주요 논지이다. 즉，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며 각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그 地域市場(local market) 내에서 판매된다 

고 한다[Br빠lard (1993) J. 

한편， 費用節減型 投資는 華直的 直接投資模型으로 國際的 要素價格의 차이에 의해서 

투자가 발생하며， 양국 간 요소가격 차가 클 경우 기업은 공장과 본사를 양국에 배치함으 

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elpman and Krugman (1985) J.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근까지 큰 지지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 開途

國으로의 투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도국 간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다양화되었다. 특히 중국 

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었다. Hanson et al. (2001)은 최근 들어 

많은 부분의 직접투자가 요소가격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비용절감형 투자의 부상을 언급하고 있다. 동아시아 내의 일본， 대만의 對中 投資

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저 렴 한 노동력 이 라는 점은 Flmg et α1.(2002) 

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8) 

한편， 韓中 貴易-投資 關係 연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즉， 한중 수 

교 이후 많은 학술적인 연구의 시도들이 있었으나， 현상의 기술에 그치거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해서 데이터를 연장시칸다든지 또는 기업의 규모차이에 의한 지분차이 등 

의 1차원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좀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한중 간 

의 교역은 단순히 투자， 무역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전통적으 

(8) 그런데 똑같은 연구자들인 Fung et al. (1999)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보다 중요한 투자 동기로 삼고 있고 이를 입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 
함으로써 직접투자의 동기를 일반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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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경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ïtM이 投ft블 데체한다는 리카르디안적인 분석올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즉， 交%파 찢素移때올 결합시킨 보다 복잡다기한 현지투자 형태가 일어나 

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학술적으로 논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뽑j" ~þ 投n lR:定폈~~I에 있어서 內펌·市場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며， 가공 무역과 국제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파 관련된 조건들이 결정에 있어서 핵심 

적인 역할이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Fung et al. (2002)도 한국의 대중 투자에 대해 내수시 

장 관련 변수는 거의 아무런 유의성을 갖지 못히·며， 양질의 勞떼力이나 경제특구와 같이 

랬資캔用을 감소하는 것파 관련된 변수들만이 유의한 것으로 주장히‘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의 투자 전략 역시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기·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검익수(1999) ， 김주영 (2002)). (9) 이들은 주 

로 한국의 對'1 1 投資기· 싼댐쩌1減멘 위주에서 탈피하여 市場해I테젠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선제 자료플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령 ， 2004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여 상당히 시장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 홈쇼핑의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의 시장이 신장되는 것에 대응해 

서 중국에 진출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반 대체로 이틀의 논의도 무역과 투자의 실증적인 논의나， 보다 과학적 

인 채계의 논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것을 業:짜;JIJ로 파익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즉， 기폰의 연구로는 무역과 투자 관계의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 

하여 무역수지플 좀 더 정치하게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기·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릎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상당한 

정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2.2. 現地 韓國投賣業體 面談(10)을 통한 쩔易-投資 빼係 

우리는 2004년 8월 7일부터 21 일까지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 진출 우리나라 24개 業體

릎 방문하여 rl11패 逃11\에 대한 세세한 질의뜰 위주로 한 면담올 가졌다. 여기서 주요한 

질문은 첫째， 왜 화통지역으로 전출하게 되었는지， 둘째， 王力 市써이 어디인지? (內需，

險/J’， 수출이면 우리나라로의 j땐1fÍ(人인지 아니면 제3국 수뿔인지 동올 포함) , 셋째， 한국 

파 중국 간의 역할 분담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퉁이었다. 우선， 대상 기업체 24개는 

10개 大企業體와 14개 rp小企業:將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전자 및 부품이 107M사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화학 4개사， 완구 I개사， 건축자재 l 개사， 신발 I 개사， 섬유(실크 

(9) 지만수 외 (2α>4)， 이홍식 외 (2004) 퉁도 이러한 주장의 연정선상에 었다. 

(10) 2004. 8.7-21 기간으파 중소기염체관계자는 핀환이고 현지 한국상회 총무이선 이은희씨의 
도웅이 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씨-싸〉관 깎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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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포함) 2개사， 피혁 1개사， 안경 1개사， 포장재 1개사， 철강 1개사， 자동차부품 1개사 

등으로 분포되었다. 이들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정리할 

수있었다. 

우선? 이들 업체들의 진출 의도는 유관 대기업체와의 동반 진출， 중국자체시장 확대를 

대비한 시장 선점， 싼 인건비， 수요집중 지역 진출， 해외수출 전진기지 확보 등의 상식적 

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주력시장이 內需寫主거나 輸出

寫主의 兩極化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았었다. 물론 일부업체들은 내수의 안정성 확보 

와 필요외환 조달의 일환으로 내수에 치중하면서도 수출을 하는 상당히 선진적이고도 전 

략적인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가지 방향의 시장에 치중하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문한 업체들이 大企業과 中小企

業으로 兩極化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의 주력기반을 아직도 한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진출이 본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原， 副資材 調達도 한국으로부터， 또는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체의 勞動集約型 업종으로 輸出寫主의 업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本社와 現地投資業體 간의 분업구조는 대체로 한국의 

본사가 원， 부자재 조달， 제품개발 및 디자인개발 치중， 자재관리， 세계적인 영업망활용， 

제품생산의 차별화， R&D 빛 핵심공정 등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향후 나아갈 방향 

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즉， 임금 등 단순한 요소가격의 우위로 제조업에서 경쟁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명확히 제공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전체 투자 건수인 3만여 개의 1%에도 미치 

지 못하지만 화동지역에서 그런대로 활발한 영업을 하는 20여 개 사의 면담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사실들이 과연 }般化될 수 있을 것인지가 당장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 

다. 즉， 현재 收支 黑字를 나타내고 있는 韓中 間 交易이 우리나라의 많은 중국 진출 투 

자업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중국의 시장성에 의해서 

든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에 기언하든， 아니면 역수입에 의존하든지 간에 이들 투자업 

체들의 중국 진출과 중국 현지업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교역수지도 변 

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微視的인 사실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각 

종 통계수치를 활용한 보다 巨視的인 分析을 하면서 무역-투자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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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國 自體 및 韓中 交易의 特徵

3. 1. 中團 交易으1-般 特徵

rr 國| 交易微의 증가속도는 엄청났다. 改파， 바]放政策의 채택 원년인 1978년에는 206.4 

억 달러로 우리나라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30위권 밖의 교역국이었 

다. 그러던 것이 2α)4.년에는 총 1조 1 ，548억 달러로 세계교역의 6.2%를 차지하면서 미국， 

독일에 이어서 세계 3위 교역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 팽창속도 

에 있어서 유례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規模的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올 나타내고 있다. 뿔만 아니라， 깐的인 변에서도 여타 개도국이나， 아시아 국 

가와도 차별이 지어지는 몇 가지 특정올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製品 械造의 급속한 圖度化이다. 특히 이는 輪出빼品의 *빠造가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輸出에 있어서 제조업제품이 1992년 (11)에 77.0%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에는 93.2%률 차지하게 된다. 12년 만에 16.2%포인트의 증가가 있 

었다. 이를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변화의 폭파 차이가 더욱 크리라고 본다. 

반면에 輸入에 있어서는 제조업제품이 81.2%이던 것이 79.1%로 약간 변화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중국의 수출 구조가 파거 12년간에 걸쳐서 많은 외국합작업체， 특히 多

I때籍企業들에 의해서 製造業 製텀1 위주로 高度化되고 있다는 사실올 금세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주력 수출 제품 가운데 기계 및 운수장비의 비중이 14.6%에서 45.2%로 

무려 30.6%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는 놀랄 만한 수출제품 구조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반 

면에 輸入 商品 構造는 대체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명가할 수 있다((表 1) 참조) . 

둘째，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업체들의 중국 전체 수출에의 기여이다. 

즉， 중국의 교역올 輸出入 形뺀딩IJ ， 企業別 비중 변화를 통해 분석해 보면 아주 재미난 결 

과가 나온다. 즉， 업체를 l뼈有業將， 合作業體， 其他業體(12)로 나누고， 交졌1形態도 1 ) 일반 

무역， 2) 가공 및 조립 무역， 3) 수입원자재 단순조립， 4) 합작업체 설비도입， 5) 보세가꽁 

무역 퉁 5개로 크게 나눈다면 각 소유제별 구성은 다음파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1) 1992년은 우리나라에게는 왈론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띠가 있는 해였다고 할 수 있 

다. 이 해에는 한중 수교 훤년일 팬 아니라 중국의 대외교역이 한국의 대외교역올 추월하는 
원년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세계화로 본격적으로 나아간 시기라고 할 수 있올 뿐 아니라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와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역사척인 해라고 할 수 있다. 
(12) 이는 주로 비국유기업으로서 향， 진정부 퉁 기초행정단위 내에 있는 정부주도의 기업이랄 수 

있는 집체기업과 민간기업체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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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中國 輸出入 製品의 構造 變化

(단위: %) 

수출 수입 

1992년 2004년 1992년 2004년 

1차제품 23 0 68 18.8 20.9 

식품 및 식용동물 10.7 3.2 5.2 16 

음료 및 담배류 0.8 0.2 0.3 o 1 

비식용원재료 4.7 10 8.4 9.9 

광물및 연료 6 7 2.4 4 .4 8.6 

동식물유등 0.1 00 0.6 0.8 

제조업제품 77. 0 93.2 81 2 79.1 

화학 및 유관제품 5.2 4 .4 17.1 11. 7 

각종 제조업제품 19.5 17.0 23 3 13.2 

기계 및 운수장비 14.6 45.2 34.1 45.0 

기타제품 37.6 26.5 67 92 

資힘: 중국세관통계자료(China Customs Statistics, 2004)에 의거해서 필자가 계산해 냉. 

2004년의 경우 중국은 5，933억 달러의 대외수출과 5，614억 달러의 대외수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우선， 일반 무역은 수출 2，436억 및 수입 2，482억 달러로 그 비중이 수출에서 

41. 1%, 수입에서 4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즉， 총교역의 60% 정도가 一般 寶易이 

아닌 합작업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非一般 交易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表 2) 참조) . 

또한 國有企業體는 가공 및 조립무역， 그리고 수입원자재의 단순조립도 하지만 주로 -

般 贊易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合作業體들은 훨씬 다양한 교역 

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합작업체는 수 

출에서 57.1%의 비중을， 수입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당연한 결과이 

기는 하지만 합작업체의 설비도입과 보세가공 무역에는 합작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고 있었다. 합작업체는 輸出의 경우 가공 및 조립 무역과 수입원자재의 단순조립(13)에 총 

7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輸入에서는 수입원자재 형태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업체의 설비도입도 9.6% , 보세가공 무역 9.4% , 가공 및 조립 

무역 이 4.7%를 각각 차지 하고 있었다. 

셋째，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중국은 輸出을 더 많이 할수록 寶易收支가 비례적으로 늘 

어난다는 것이다. 즉，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 

(13) 이것은 OEM 등을 포함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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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企뿔의 所有빼造別 뼈벼入 形健(2004年 基準)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SOE JV 기타 SOE JV 기타 

일반무역 101 ,708 63,150 78,778 135,364 72,927 39,934 

가공， 조립 무역 30,241 29,939 20,775 26,624 

수입원자재 단순조립 13,879 236,415 157,039 

합작업체 설비도입 31 ,203 

보세가공 무역 30,417 

기타 

종 153,594 338,607 101 ,168 176,453 324,569 60,401 

f풋*‘↓’ 중국셔l관통계자료(China Customs Statistics, 2004)에 의가해서 필자가 계산해 냉. 

국은 1981 년 이후부터 2ω4년까지 24년간 1981 , 1984-1989, 그리고 1992년 퉁 8년간을 제 

외한 2/3에 해당하는 16년간 내리 u써，Jlxx !X\字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아 

시아 개도국틀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타 선진국플로부터 연비나 원， 부자재를 수 

입하여야 함에 따라서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치암字(14)를 기록-하게 되는 전통적인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파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무려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外뺏f써;{oTlJIJ~블 쌓게 됨으로써 세계 2위의 ’'H옛f짜껴ï혜( 15)이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논의 되는 것이 이 q뼈의 ￥‘t外IJmMcm: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즉， 중 

국도 아시아 여타 국가처럼 대외개방도가 너무 높아 海外需렛의 변화에 상당한 정도 취약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직변하게 된다. 특히， 2아)4년의 경우 중국의 대외개방도(16) 

는 71.7%로 여타 거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17)에 비해서 무척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특정은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상당수의 수출회사기. FDI업체등로서， 이들의 공헌 

에 의해서 상당한 비중이 단순히 가공무역에 그치고 있기 때문애 실제 중국경제에 미치 

게 되는 영향력이란 상대적으로 낮올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중국의 수뿔입 구조는 구조 

적인 결파로서 ~I깐lïl力的이고 결파적으로는 뺏헌非깨l)J的이 되는 것이다. 즉， 합작업체의 

비중 때문에 그만콤 국내경제에 미치는 ~跳的인 效* (I inkage effect)도 상대적으로 약하 

(14) 한국의 경우， 만생적인 대일 척자환 기복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 15) 왈론 중국이 외환보유고원 이렇게 많이 쌓111 ￥l 배정에는 중국이 규요가 ::L다는 것에 기반 

올 둔 국가 prcmium.완 무시 할 수 없디 

(16) (수출+수입 )/GDP료 집계된 단순한 숫치뮤 이용한다， 

( (7) 미국은 19.9%, 일본은 25% 정도의 비종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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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 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정에 의한 교역수지 조정효과가 미미해질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 교역의 60%가 價格 非彈力的인 合作業體

관련 交易(18)이기에 위안화 환율이 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수출억제나 수입증가 

에 크게 효과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2. 韓中 交易의 特徵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 推移는 〈表 3)에 잘 나타나 았다. 우리의 교역통계에 따르면 한 

중 교역은 수교 원년인 1992년부터 그 양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1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한국의 金廳危機를 전후해서 1998~2001년까 

지는 다소 주춤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2001년 말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 對中 投資가 연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한편， 交易賴도 2003년에 500 <2:1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또 다시 양국 간 교역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를 연장한다면 2005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 교역은 1 ，000억 달러를 쉽게 념을 것으로 예기 

된다. 한편， 만약 향후 상당 기간 과거 교역의 평균 신장세인 20%가 지속된다고 가정한 

다면 매 4년 이내에 교역량이 배가 되며 중국이 베이징 올렴픽을 개최하게 되는 2008년 

정도면 양국 간 교역은 2，000억 달러를 념을 수도 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의 商品 構造 변화도 중국의 對世界 交易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앞 장에서 밝혀진 중국의 일반적인 무역의 특정과 

현지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바처럼 많은 교역이 直接投資業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단순히 중국의 경기가 좋으냐로 결 

정되는 측면보다는 世界景氣가 호전되고 이것이 中國의 交易需要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결 

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對中 交易을 창출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따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양국 간 교역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앞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贊

易收支의 據大 내지는 縮小 여부이다. 중국은 교역이 늘수록 여타 국가와는 달리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이나 대만 등과는 만성적인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교역의 확대균형교역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수교 이후 첫 해까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역조가 있었 

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측 

(18) 즉， 이들 합작업체들은 주로 보세 가공이나， 단순 가공 등， 원부자재를 자체조달하게 됨으로 

써， 내부자 거래가 기업자전거래 등에 의존하기에 상대적으로 환율에 비탄력적이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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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딸러) 

항국의 대중국 무역흉계 중국의 대한국 무역흥계 조정수지 
구분 

수출(A) 대중투자 수쫓(A’) 수업 (B) 수자 (A-B) 수출(D) 수입 (E) 수입(E' ) 수지(D--E) A'-B D-E' 

1986 f I 6 -5 2 4 4 -2 -5 -2 

1987 2 2 7 -5 2 3 3 -1 -5 -1 

1988 4 4 14 -10 4 5 4 -10 0 

1989 4 4 17 -13 g 4 4 4 -13 4 

I아써3 6 6 23 -17 13 7 6 6 -17 7 

1991 10 10 34 -24 22 11 10 l1 -24 12 

1992 27 25 37 -11 24 26 24 -2 -12 0 

1993 52 3 48 39 12 29 54 49 -25 9 20 

1994 62 7 55 55 7 44 73 67 -29 0 -23 

1995 91 IO 81 74 17 67 103 94 -36 7 -27 

l옛써6 114 15 99 85 28 75 125 113 -50 13 -38 

1997 136 21 114 101 35 91 149 136 -58 13 -45 

1998 119 18 101 65 55 63 150 136 -87 37 -73 

l잊)9 137 13 124 89 48 78 172 157 --94 35 -79 

2αm 185 15 170 128 57 113 232 211 -119 42 -98 

2001 182 22 160 133 49 125 234 213 -109 27 -88 

2002 238 27 210 174 64 155 286 WJ -13‘ 36 -105 

2003 351 45 306 219 132 201 432 392 -깅1 87 -191 

20(싸 498 62 435 296 202 V9 623 566 -얘4 139 -287 
'-- --' 

〈表 3) 훌훌國과 中홉협의 質易. 授資. 贊易收支의 推移

확
연k
*
k
*
*

없
 w
m
N얘짧
 

資料. 무역협회， 중국세관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통계연감 등을 참고하여 펼자가 계산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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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른다면 수교 첫 해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대한 무역수지 역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金廳危機 도래 시 중국은 우리나라의 外換保有庫 부족에 따른 경제적 

인 위기를 탈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즉 1997년부터 때0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누적기준으로 무려 306.3억 달러의 收支 黑字(19)를 기록함으로 

써 중국이 우리나라의 외환부족에 따른 금융위기 탈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는 한 

편으로는 중국의 만성적인 對韓 寶易收支 未字로 연결됨으로써 최근에도 한중 간의 공식 

적， 비공식적인 정부 간 회담에서 우리나라측에 중국이 항의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表 3)에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對中 交易收支는 우리통계에 따르든， 중국통계에 따 

르든 적어도 1993년부터는 우리의 지속적인 黑字로 나타나고 었다. 마치 이는 우리나라 

와 일본의 교역에 있어서 수입선 다변화 등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합동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만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즉， 1990년대 

만 보더라도 1997년 外換危機 도래 이후 아마도 설비도입의 축소로 대일 적자폭이 다소 

줄어든 바 있으나， 최근에는 또 다시 대일 적자폭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따 

른 유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현재 국내업체들의 對中 投資가 늘어날수록 

언젠가는 交易收支가 역전될 것이라는 주장(20)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 간 교역 논쟁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는 統計의 不一致로서 이를 

짚고 념어갈 펼요가 았다. 이는 原塵地 問題와 직결되는데， 대체로 우리의 대중국 교역 

가운데 홍콩을 경유하는 부분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통계의 일치가 어느 정도 진전된 관계로 그 해석력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어쨌든 통계 불일치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韓中 交易 統

計를 標準化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역 통계치가 정확한 동일 기준하에서 집계되어야 중， 

장기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통계치를 다양하게 

재구성해 보았다((表 3) 참조) . 

첫째，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入을 質易協會의 집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나타내 

보았다(수출(A) ， 수출(B)) . 

두 번째가 中國測의 統計↑直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되었다(수출(D) ， 수입 (E)) . 

세 번째가 우리나라측의 대중 수입액이 cif로 집계 (21)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입단가 

(19) 중국측 통계는 동 기간 동안 중국이 598.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 무역협회의 논지가 가장 대표적이랄 수 있다 
(21) 대체로 무역 통계치는 수출이 fob로 수입이 cif로 집계되는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대 



짧
 

k찌 i뻔 j에 1‘ 껴)44卷 第2號

에 약 10%가 부가되었으리라는 집음 가정하여 I . I 로 나누고 이플 한국측의 對·中 輸入과 

중국측의 뿔tl:싸 !熾入{j((에 각각 반영해서 이판 표준화할 수 있었다(수입 (E' )).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속에는 상당한 양의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된 설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펼요하였다. 즉， 이 수치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감한다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양국 간 순수 수출입올 반영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접올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국측이 집계하고 있는 到훌基準 

(anival base)의 대중 투자치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直按投資(green investment)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존 업체의 引

受(portfolio investment, or M&A)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줄 가농성은 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의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블 교정해 줄 필요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양국 간의 교역이 가 

장 정확하게 집계훨 수 있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수출(A' )). 이것올 종합해서 표로 나 

타낸 것이 〈表 3)이다. 

그런데， 댐따化한 ，;파中 Il\J 交써l 統ii I'fj([륜 비교해 본다면 필자룹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에측한 2002년을 전후해서 뽀JI:P JI~支 !~\字폭이 출어틀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 

다. 즉 20이년을 기점으로 수지 혹자폭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올 나타내 보인 바 있으나 

2002년부터 다시 매년 늘어나서 연간 최소 36억 달러 최대 300억 달러 이상의 수지 혹자 

가 기록되고 있다. 이는 우선， "."폐이 20이년 WTO기입이라는 커다란 외부변수에 의해서 

中 I떼經펌가 워닥 호조를 보엄으로써 싼 I t1 交.b}) 이 확대되는 측변에 의해서 셜명될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질파에 있어서는 표준화 이전피 비교，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올 끌고 

있는 것이다. 

3.3. 韓中 Ttl易收支의 中期 推定

양국 간 교역수지의 추정 모텔은 과거의 논의들이 주로 1퍼때뺏뼈로서 추정치를 보는 

데 그쳤다. 즉， j해배치 IJ 단위로 분석된 데 반해서 이 연구는 휴ISI" J성 IJ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는 수지변화 전망과， 대중 수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올 적켈히·게 지적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때싸JIX5<:의 향l캉일 것이다. 무역수지블 가정· 정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올 구축하고 。}플 바탕으로 시계열로 추정하는 것일 것이 

다. 현재보서는 이것보다는 우리나파와 중국이 역내정제의 긴넬회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체로 cif‘홀 l.l로 나누변 fob모 바웬디는 생각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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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교역의 확대를 기본으로 해서 변모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내산업구조조정과 연결된 대중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2)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장에서는 부문별 투자에 따른 교역의 추이를 정확하게 도출 해낸 후 이를 근 

간으로 해서 무역수지의 향방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質易收支의 방향을 구성하기 위한 간단한 통계로서 한중 간 교역 가운데 輸出增

加率과 輸入增加率로 세분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분석에 의한다면 수지의 추 

이가 향후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99년부터 2002 

년까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우리측 통계는 물론이고 중국측 통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높기에 우리의 대중 수지 흑자의 추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시 

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지의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2003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역전되어 우리의 對中 輸出이 더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部門別 輸出入의 증가속도를 분석 

해서 이를 통해 향후 수출입의 방향과 수지추이의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우리는 HS 1단위분류인 22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業種別 貴易~X支의 추이가 어 

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적어도 2010년 정도의 중기까지는 연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역통계가 기본적으로 22개 업종에 대해서 적어도 1992년부터는 일관된 통계를 제공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요소가 가미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타당성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總贊易收支는 각 업종의 수지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하게 표시하면 Trade Balance = sum(Xi - Ii), i = 1 ~22(23)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i는 業種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單純平均增加率을 통해 

업종별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업종별 이동평균을 써보는 것이다. 즉， 업종별 무 

역량의 증가치를 증가율로 적절하게 재평가해서 이를 토대로 다시 합한다면 이것이 무역 

수지의 중기적인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추정(갱)해 

보았다. 

이 결과는 2010년의 경 우 수출이 3，000억 달러 를， 수입 이 1 ，500억 달러를 각각 넘 어설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가 1 ，500억 달러 이상의 交易收支 黑字를 나타내게 될 것으 

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19개 분류 가운데 우리나라 127H 업종이 業種別 未字를 나 

(22) Cheong (1999)을 참조. 

(23) 실제로는 207~ 업종으로 재조정하였다 
(24) 첫 번째 방법도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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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種7JIJ l&支의 推定 및 總쩔易收支 推定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2010년 수지 

2αl4년 2이0년 증가융 2αl4년 2010년 증가윷 

HS1 123 539 16.7 없6 2428 22.9 -1889 

HS2 46 103 10.2 769 511 -6.0 -408 

HS3 4 10 15.7 13 24 8.8 -14 

HS4 137 632 24.5 499 1301 14.9 -669 

HS5 2833 15492 27.9 2524 7119 15.8 8773 

HS6 5693 35770 32.5 1642 5717 20.2 30053 

HS7 3969 16919 24.2 439 2489 30.7 14430 

HS8 498 585 82 375 1096 18.7 -1038 

HS9 37 83 5.2 274 680 20.0 -597 

HS lO 439 772 13.8 104 193 2.3 579 

HS11 2749 5120 13.9 3338 6606 12.6 -1486 

HS12 247 573 21 9 481 1521 22 8 -948 

HS13 237 618 23.3 824 2816 21.7 -2198 

HS14 117 512 26 1 120 816 30.3 -304 

HS15 5382 22085 17.0 4783 22478 32.8 -393 

HS16 21681 172α14 37 8 10814 86777 42.3 85267 

HS17 2544 12852 10.1 208 2978 64.0 9874 

HS18 2738 17541 35.0 762 3701 28.8 13840 

HS20 288 929 19.2 767 3822 29.0 -2893 

HSI9. 21. 22 0 0 -51 9 -9.5 

총계 49763 303179 24.3 29583 153072 22.7 150107 

資料: 무역협회 (KITA)자료플 중심으로 필자가 계산하여 연장합. 

타내고 있었던 데 반해 7깨 업종에만 業種녕Ij 黑字률 기록했지만 이들 업종에서 전체적으 

로는 큰 폭의 혹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主力 輸出꾀의 集中度가 

높은데다가 그 업종에서의 *앓出11~파딴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파로 보아야 한 

다. 이러한 결파는 다소 현실올 반영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정도는 추세릅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이 훼果에는 몇 가지 1I~1llJ가 있다. 첫째로， 생.싸可能性의 IlrJJm로서 당장 GDP 

대비 대외비중이 100%룹 넘는 퍼강폐}jx_팬 經濟로 간다는 것올 의미한다. 즉， 한중 양국 

간 교역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를 셜명해 주고 있는데， 매년 1%포인트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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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25%가 될 것인데， 이때 韓中 間 交易이 4，500억 달러라고 한 

다면 결국 우리의 總交易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GDP신장률을 연간 평균 5%(25)로 본다고 한다면 2004년의 GDP 정부 발표치가 

6，800억 달러였던 만큼， 2010년에는 9，112억 달러로 나타남으로써 교역의존도가 200%를 넘 

게 된다는 가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경제가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우리경제로 보아서 지나치게 빠 

른 대외팽창으로， 우리의 수지 추정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예기해 주 

고있다. 

둘째로， 우리의 對中 收支 黑字 업종 기반이 숫자상으로 작은 만큼 이를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몇 개의 업종에서 대중 수지 흑자를 워낙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업종이 자칫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수지 흑자가 역전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력산업을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만큼 늘어 

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대적인 再投資 및 新規投資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 

제되고 있었다. 즉， 우리의 對中 投資도 늘어야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國內 投資도 그만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상기 결과는 그야말로 1차원적인 분석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寶易과 投資의 關係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4. 賢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 韓中 關係에 대한 適用

4.1. 對中 交易 決定要因 分析

앞 장에서 한국의 대중 교역 추세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상하이 

를 중심으로 한 화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업체들의 영업행태를 통해 

서 향후 교역의 방향에 대한 초보적인 추론이 가능하였다. 또한 한중 무역수지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하지 않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장 

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업종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지 

의 방향 추정 및 변화의 방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25) 물론 현재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과연 GDP성장률이 5%를 뛰어 념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비교를 위해서 최대로 5%로 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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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對中 輸버 決定要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앞에서도 정리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중국자체시장의 확장으로 1978년 이후 연 10%의 平均~fi:￥올 기콕함으로써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15배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졌다. 특히 年댐j所得 1만 달러 이 

상의 신규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약 5%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더욱 더 강화해 

주고 있다. 즉， 중국시장의 신장에 의해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塵業

1111完性(수직적이든， 수명적이든 간에)이 높음에 따라서 그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중국자체시장의 신장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늘 

어날 수 있는데，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對中 1倫바의 큰 흐름이 우리나라업체뜰의 tJrl1 投fi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접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플 염두에 두고 어떤 한 업종의 투자관련 대중 수출이 늘어나 

게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올 것으로 본다. 당장 中

l야I의 뽕*1~~格이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 만람 더 많은 우리업체들이 중국으로 나가 

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중국의 염가의 勞삐)]에 주로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 

성이 있다고 히-겠다. 이는 우리니·라의 push factor에 의해서 중국으로 투자가 일어나며 이 

와 관련된 유발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주로 中小企業將들이 많은 관련이 있는데， 

재 lJ1 난 것이 이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일부는 이미 제3의 지역으로(국내든， 해외든) 

이동하고 있다는 사설 (26)이다. 즉， 이뜰 업체의 패중 투자는 중국의 싼 임금올 기본으로 

기·공하여 제 3국 시장으로 재수출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딸론， 여기서는 市J易첼성Ij 

化 현상도 나타나게 펠 것이다. 즉，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애서 선진국 

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질보다 다소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제조해 

서 파는 제품은 동구권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7) 반면에 우리나 

라는 고급제품을 생산해서 기존의 주력시장인 미， EU, 일동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탱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임금파의 상대가격차의 해소， 그리고 중국 임끔자체의 상숭 

에 따라서 우리의 對'rll 投줬가 줄어뜰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관련 對’ P 輸出이 

줍어뜰 수도 있을 것이다. 그탱게 된다면 중국의 ￥、l外 ~i값tI‘도 줍어닫 가능성이 농후하다 

(26) 상하이 인근지역 투자업체의 일부는 단순임급격차가 소진위으로써 일부는 좋국내의 내륙지 
역으로 또 일부는 베트넘 풍 동·남아 지역으로 섭지어는 북한의 개성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올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퓨 표시하고 있기조차하다. 

(27) 가령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폼이 대표적이다. 이판 업계애서는 3국간 교역이라고 부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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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수 있다.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요인， 가령 임금압력， 정치적인 불안， 아니변 경제여 

건의 악화 등， 우리나라 塵業鏡爭力이 떨어질수록 우리업체들이 중국으로 더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전체의 대외 수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력 시장이딸 수 있는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이 중국 자체의 산업경쟁력의 신장으로 늘어날 수 있다. 즉， 중 

국 전체의 對外 輸出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이 늘어 

나게 되는 견인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대중 원 · 부자재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우리의 中國內 韓國A村의 형성에 따른 자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출 

이다. 이는 많은 해외 화교망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중국내 진출로 한국마켓이나， 한 

국관련 학원 등이 존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 

에 있어서도 새로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이 중국에서의 골프 

관광이라든지， 중국내 유학생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한다든지， 중국내 거주 한국언이 약 

5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든지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중국내에는 유학생을 필두로 해서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에 

있던 조선족(갱) 등과 함께 새로운 한국인촌을 형성하고 았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촌에 대 

한 교역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으로 域內生盧， 域內消費

가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대만경제 관계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태여 역내에 제도적으로 FfA의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世界化

의 불결과， 中國의 經濟體옮IJ 轉換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4.1.2. 對中 輸入 決定要因

반면에 對中 輸入의 크기는 우리의 수출의 경우와 똑같이 당장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

(28) 중국에는 조선족이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실시한 2000년도 기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은 1990년 

의 192만 2，361명에서 2000년의 192만 3，842명으로 10년 만에 단지 1 ，481명이 증가한 데 불과 

하였다. 이는 1982년의 176만 3，870명에서 1990년에 15만 8，491명이 더 늘어났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참고로 동 기간에 중국전체인구가 9.9% 증가하였으며 1가족 1자녀 운동의 인 

구증가 억제의 주대상인 한족도 9.4%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의 출생률이 급감한 것이 아니라면 상당수 인구가(가령 여타 민족 인 

구증가율로 연장 시， 약 18만여 병) 한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합법， 불법적으로 재이주， 거 

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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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으로 투 

자업체가 나가서 현지의 싼 요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다시 우리나라로 道輸

入하는 움직임에 의한 것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제품올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부터 역수입하는 것일 것이다. 2005년 하반기에 문제시 된 바 있는 김치수입이 이러한 

제품의 하나이다. 이러한 제품은 비단 농산물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워낙 우리와 가 

까이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용이하게 중국으로부터 조 

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웅직임이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올 것이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의 예가 까1[때 業體들의 훌훌웹‘·力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부터의 輸入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업체의 경쟁력이 신장될수록 우리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하이얼이 LCDTV 세트를 염가에 방출함으로 

써 국내시장이 한번 출렁거린 경우가 있다. 즉， 중국시장의 신장에 따라서 국내자체 경쟁 

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해외시장으로 눈올 돌리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하이얼 동은 중국내에서의 제품생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대다수의 볼량은 기존의 수출선에 

공급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은 rtl 빠JllJ )κ땐로 우리나라로 遊輸入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내 

다팔게 되는 형식일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많은 신발류 제조업체들의 부품들이 거의 

최종적인 조립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서 국내시장용으로 제조， 국내시장에서 판매 

되는 형태이다. 이 가운데는 상당수의 물량이 I써加↑앉뼈를 올리기 위한(수출이윤 마진폭올 

올라기 위한) 목적으로 原샌·地 交휴가 일어나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가 마지막 포장 단계 

에서 한국산으로 찍혀서 제3국 시장(미국， 유럽， 일본)으로 재수출될 수도 있올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요인이 對마l 交써I收x에 어떠한 영향올 미철지가 큰 관심이며 그 한가 

운데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t.j" ljl 投資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판단 

은 우리나라 중국 진출업체틀의 개별적인 영업상황올 잘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 

플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에 진출한 개별업체들의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진출기업뜰이 ，11小企쌓:將들올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 

게 됨으로써 그만큼 자료축척 빛 제공 퉁이 어렵다는 것올 반영 (29)하고 있다. 따라서 客

빼的인 종(*~I.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상태뜰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29) 중국에는 현재 〈중국한국상회〉의 지역 지회가 약 30여개 결성되어 있율 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의 중국투자엮체닫육 중심으로 한 〈현지투자업체협의회〉 또한 결성되어 있어 

이뜰올 흉한다면 상당히 정획한 자료판 축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때애 휘씬 미치지 못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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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취득 가능한 각종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어떤 요소가 더 

욱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정， 이를 기반으로 -般化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원， 부자재가 중 

국 현지 공장의 가공을 거쳐서 얼마 만에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하게 되는지도 파악하 

게 될 가능성이 있다. 

4.2. 假說의 設定

앞에서 선진국들은 대중 교역이 완제품의 교역에 치중하고 았으며， 투자의 동기도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판단， 투자가 대형화되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이에 비해서 우 

리의 對中 投資는 3만여 건 이상의 업체들이 진출했지만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의 

零細生計型投資(3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또한 앞 장의 현지변담 조사 

에서도 나타났듯이 E視的인 統計↑直가 얻어질 수만 있다변 우리는 몇 가지 假說을 검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중국 국내시장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인 

지는 각 業種別 중국시장의 팽창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업체들도 이 업종에 적극 투자하게 될 것이다. 즉， 한 업종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 

가하게 되는 것도 그 업종의 중국시장이 커질수록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寶易收支를 

악화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중국자체의 對外輸出이 증가할수록 중국 업체들 

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원， 부자재 수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중국의 풍易收支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韓日 交易關係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 

으로 잘 알려져 었다. 韓中 관계도 韓日 관계와 같은 교역관계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가셜은 貨金格差假說로 한중 간 업종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對中 直接投資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을 대체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중 수출을 늘려서 결국은 중국의 對韓 交易收支를 악화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가셜은 한 업종의 국내임금상승폭이 여타 업종보다 높 

을수록(가령 국내임금상승폭의 평균보다 높을수록) 대중 수출을 가속화시키는(또는 감속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상， 國內市場據大說， 중국자체의 對外交易據大說， 貨金格差說， 그리고 製品生塵差別化

政策 등의 중요성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수지는 중， 장기적으로 결정될 

(30) 최근의 김치논쟁에서 문제시 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우리의 김치공장들로서， 이 

들의 투자규모래야 건당 수십만 달러 전후로 아주 작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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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블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통제의 획득과 이륜 통한 적어도 부호 

정도는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統計賣料(31 ) 

여기서 우리는 統計資料의 획득이 가농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얻 

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交易統討였다. 앞에서도 지적했고 무역수지 전망에서 이미 활용 

했듯이 우선 우리나라의 對rp 交易統남1-와 중국의 對外交껴，統하를 상당히 자세한 단계까지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파l때랬易tiiiJ會(KITA)가 아주 자세한 단계까지의 데이터파일을 

한국 및 중국올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역통계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부터， 한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교역은 HS分썼J~센에 따라서 90개의 業짜 分체에 기초해서 이 콸 기 반으로 하고 

자 한다. 다행히도 중국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제연합국(UN)의 SITC2무역 분류 

를 채용했으나 1992년부터 HS基따을 택해서 정리 (32)하고 있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통계치와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두 번째기- 랬素{잉格이다. 요소가격 가운데 가능한 한 가지라도 추적하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인 똥계치의 입수가 필요하였다. 우리가 알기에는 현재 중국내의 부동산가격이 상 

당한 정도로 상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장부지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다. 즉，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그 사용권만이 임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크게 낮을 수밖에 없올 것이다. 문제는 이것올 業:째싸로 알아내기란 쉽지 않 

다는 집이다. 즉， 업종별로 지대의 임차료플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는 결국 측정 가농한 W{V: 부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행히 

도 중국노동통계연감이 매년 발간됨으로써 그런대로 ~I'I떼H~ Mt밤뼈를 알 수는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업종 분류 가운데 다른 많은 몽계가 그러하듯이 맹~illi:業:올 하나로 뭉뚱그 

려서 표시하고 있지 왜l分化하고 있지 못하였다. 즉， 16개 대분류활 기준으로 해서 50개 

세분류로 나누어 두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제조업의 세분류는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2α)3년도부터는 임금의 세분류를 제조엽 307" 업종을 포함 

한 통계 치륜 발표(33)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勞動部가 출간하는 勞聊統計年鍵에 의해서 제조업 23개 업종을 포함 

(31 ) 동 분석에 활용된 각종 통계치의 일치표는 <11ft表 2)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32) China’s Customs Statistics, 1992년 Q2 춰·조. 
(33) 이 연구흙 수행할 당시 입수 가눔한 가장 최신판이 중국노동용깨연감， 2α)4로 수콕통계의 해 

당연도는 200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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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36개 업종으로 분류한 자세한 임금관련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로 

한국과 중국 간의 業種別 寶金水準을 표준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 

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양국 간 임금수준을 비교함으로써 業觀” 相對貨金이 낮 

을수록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지 

만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업종의 중국으로의 투자가 먼저 늘어나는지에 대한 추 

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 貨金格差要因에 의한 對中 收支의 추이를 추정 

할수있다. 

또 하나가 市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적합한 자료가 없어서 統計資料의 

再分類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제조업의 세분류된 시장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中國統計年鍵의 국내총생산편에서 1차 산업과 서비 

스 산업에 대한 대강의 통계치를 얻고 나서 제조업의 각 業種別 市場의 크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附加價植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시장의 크기를 식별해 낸 후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별 시장 크기를 추정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은 중국 

통계연감이 밝히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의 賣出賴을 중심 

으로 해서 추정한 것이다. 즉， 이들 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체 업종의 附加價↑直 創

出과 비례한다는 假定下에서 이를 가지고 자료를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營業賴

과 附加價↑直賴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측 

도는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서 우리는 이를 대용변수로 쓰기로 하였으며 1996년과 

2003년치를 계산하여 7년간의 業種別 盧業뼈張率을 하나의 변수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對中 投資業種 分類와 業f重別 投資規模 水準。1 다. 이는 韓國輸出入銀行이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여기서도 세세한 

분류의 통계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둘째로， 韓國輸出入銀行의 統計↑直가 우리나라의 對

中國 實際投資賴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신고액이 중국 

이 자체 집계하고 있는 통계치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문을 통하지 않고 후문을 통해서 나가는 투자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 

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50%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 합계치가 중국측 통계로는 2004년 말 현재까지 그 누계액이 약 230 

억 달러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누계치는 약 11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統計植를 再構成하여 일관된 통계를 작성했는데도 몇 가지 問題는 

남았다. 첫째， 업종별 통계치가 무역 아닌 것은 그래도 총 29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무역의 경우 22개 업종에 불과(34)하였으며 모든 통계가 回歸分析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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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여 개에 불파하였다. 즉， 결파적으로는 분석에 펼요한 충분한 통계콜 확보하지 못 

하였다. 두 번째로， 시계열로도 통계별로 일관펀 것올 작성하는 데는 rl1패의 했金統計의 

부족으로 인해 2003년 단 한해의 통계치 만올 얻올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의 

해 우리의 분석은 한계를 지닌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4.4. 回밟分析의 結累

앞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금번 연구의 계량적 측면의 결과는 입수 가농한 통계자료가 

자체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좋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하지만， 우리는 각 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한 업종의 힘.按投資 增加率

(grFDI)올 從l웰變數로 설정하는 한편， 업종별 시장의 신장(grGDP) ， 중국의 상대임금 

(KW/CW) , 한국의 업종별 임금상숭률(grKW) ， 한국의 對rþ .앓出빡1Ju쩔.!(grKCX) ， 한국의 

對中 i熾入뺀加짧(grKCI)， 중국의 i每外i輸버빡1Jn현(grCX) ， 중국의 j每外.옳入t付1JU率(grCI) 

퉁 8개의 변수들올 각각 꽤立뺏뼈로 셜정히여 單純며빠?分析-올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틀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表 5) 

에 정리되어 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당초에 우리는 ~~~J파 投1ì: 11lJ의 뼈係가 확실하게 

규명되어 적어도 ，짧中 IUJ W쳐，收支의 추이를 상당한 정도 정치하게 끌어낼 수 있기를 기 

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홍계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올 재확인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첫째，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일관되게 :M:1운 갱뀔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grKW 

나 KW/CW가 일판되게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t값도 아주 빈약히·지는 않은 것으 

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가 통태적으로 보아서 중국 자체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상당한 

〈表 5) 回짧分析의 結果

grKW grGDP grCx KW/CW grCI R-Square 

모델 I 9 30 2.63 -1. 91 

(0=12) (1. 96) (3.24) (-2.5) 
0.5673 

모델 11 2.62 1.16 0.88 

(0=14) (2.63) (-1 .41) (1.27) 
0.3893 

모델m 5.49 -0 86 1.01 
o 6278 

(0=14) ( 1.55) (-1 .60) (3.58) 

(34) 이는 일부 얻종이 성격상 비교역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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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直接投資가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에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가설이 중국으로 

의 직접투자가 결국은 중국의 輸出鏡爭力을 높여서 對外輸出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가정 

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모텔 1, 11, III에서 공통적으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의 증가는 당연하지만 중국의 수입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한다면 우리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결정은 일단 貨金 要因과 중국 

의 內需市場指向型이라는 것을 초보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들의 결론이 시기에 따라서 재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結語및昭究의限界 

우리는 이 논문에서 投資와 寶易의 關係를 市場指向인지， 要素價格 差異인지를 기본적인 

의문점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2003년 중국이 처음으로 平均貨金資料에서 

製造業의 세분류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런데， 투자업종 분류가 아직 완전(35)하지 

못하고 시계열로도 1년간밖에 집계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것을 토대로 향후 더 나은 분석의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과 투자의 

관계는 시장과， 요소가격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韓

中 關係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要素價格 隔差와 市場의 크기라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성장 동력의 발굴은 인력고용의 

부문에서 인력의 질을 높이는 여타부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시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시사해 주고 있었다. 

둘째， 한중 간 무역수지는 한일 간 무역수지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對中

黑字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對中 投資의 증가에 의해 가속화될 것 

이라는 점이다. 즉， 韓中 交易 관계가 적어도 2010년 까지는 韓日 交易 모렐을 따를 것이 

라는 좀 더 희망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즉， 현재의 대중 투자의 흐름을 단순히 우 

리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수세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經濟의 國際化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편， 기왕 나가게 되는 업체들이 좀 더 현지에서 

더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35) 여기는 입력 오류， 합계 오류， 해석상의 오류 등이 개재되어 있었다. 



떼
 

RllJl i뺀 r!iítr ~ 쩌44卷 第2號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었다. 즉 우리의 해외부문이 상당한 정도 안정성올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활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기술한 중국현지투 

자업체들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현지면담업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구조는 무역부문에서 유추해 본다면 급속하게 홍콩이나 싱가 

폴에 버금가는 開放型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FfA總結파 관련해서 파연 이것이 무역과 투자 관계에 어떠한 영향올 미철 것인지도 중 

요한 과제가 될 수 있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실， 陣中 뻐J FfA練結이 그 효파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올 것이다. 그러나 投資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결국은 이것이 랬易 빠造를 변경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아쉬웠던 것은 필요한 일관된 統計쨌料가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됨 

으로써 보다 심충적이고도 정치한 작염올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즉， 연구과정에서 현지투자업체 사장들파 직접 면담 

올 통해서 생생한 현장보고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동 논문이 현재 

의 상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출 수 있었다. 결국 이 연구는 현지실사，般化 시도， 

처음으로 業Ntψl 차원의 분석올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서울大學校 l때 l際大웬院 MIJ敬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8514 

꽤스: (02)887-6361 

E-mail: yrcheo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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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 華東地域 面談 業體들의 中國 進出 觀況(36)

일련번호 업체 
업종 진출동기 및 전략 

주력시장 원，부자재 한국본사 

진출연도 규모(37) (수출비율) 구입원 역할 

1(1996) 중소기업 화학 - 시장 잠재력， 유관대기업업 내수 현지조달 본사없음 

체 동반진출 위주: 90% 
- 고급제품(한국사양) 

2(1993) 중소기업 완구 - 완구를 기반으로 비영역 다 100%수출 원부자재조 

각화추구 잠재시장성 달，제품개 

발，디자인 

3(2003) 중소기업 화학 - 수요자 집중지역 진출 수출위주: 일본 일본이 본 

- 잠재시장성 90% 이상 사 

4(2003) 중소기업 화학 - 유관대기업체와 동반 진출 내수 90% 일본 30% , 

- 궁극적으로 중국시장 개척겨냥 한국 40% 

5(2002) 대기업 건축자재 -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건 내수위주: 기술력축적 

축원자재의 수요확장 90% 
- 내수시장 위주， 한국업체 밀 

집지역 

- 고가외국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수요자 근처로 

6(1993) 중소기업 신발 - 싼 지가 및 바이어들의 권유 수출: 95% , 자재관리 

- 거래선의 장기유지 미국위주 

7(1993) 중소기업 섬유 - 1988년 이후 노조문제 대두， 90% 이상 70% 이상 영업기능만 
이를회피 한국으로 수입:국내 

- 인건비 문제 역수출 q;ζL~ 슛L-Z「 τ Ir 

8(1998) 중소기업 전자 - 고객입지지역 - 수출위주- 독자업체 

- 시장잠재력 가능성 90% 
-한국역수 

업위주 

9(1992) 중소기업 피혁 - 효율적 통관 수출위주: 원부자재 영업(주문) 

90% 현지조달 

비율상승 

10(2001) 중소기업 안경 -인건비 및 시장 잠재성 - 내수위주: 현지매입 -제품 차 

80% 80% 이상 별화 

- 수출 20%: -고급제품 

브라질，이 만생산 

태리 

(36) 회사의 전략이나 기밀 노출될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37) 상장업체는 대기업， 비상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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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1 ) 계속 

일련번호 
업체규모 업종 진출동기 및 진략 

주펴시장 씬，부자재 한국본사 

진출연도 (수출비윤) 구입씬 역할 

11 (?) 중소기업 포장재 - 인건비 및 수요처 내수 현지매입 독자업체 

12(1996) 중소기엮 설크 - 한국기업 멜집지역 수출위주 70% 디자인개발 
- 교풍왈류이정 

13(2αlQ) 대기업 철강 - 수출대체 -내수위주 66% 

- 노조문제회피 - 나머지 33% 

한국및 일본 
「까-‘걷닝~ 

14(1994) 중소기업 전자부푼 - 유판대기엮체 동반 진출 - 수출 70%, (러 한국조탈 경영 및 자 
- 향후 자체시정잠재력 명 시아띠주) 재판리 

가 - 내수: 중국진출 

대기업체 공급 

15('1) 중소기엄 전자부푼 - 유관염체 동만 진출 100% 내수 100% 원，부자재 

한국본사 조달 

공균 

16(2002) 중소기업 전자부풍 - 유판엽제 동만 진출 내수 70%, 수출 

(금속) 30%(전량 한국 

역수입) 

17(2α)3) 대기업 전자 - 세계최대 수요차로 이풍 내수 100% 한국공급 디자인， 원부 

- 거폐선 요구사항 만족 자재 조달 

18(2아)3) 떼기엮 전자 - IT발달지역 진출 고부가전략 
제품 개딴 

19('1) 대기업 전자 - 수요집중지역 진출 내수 고부가가치 
- 저급형은 철수， 고급형 추구 

만추구 
- 인건비 우위 

20( '1) 대기염 전자 - 수요주l중지 입 ^l - 수출위주(Ioc띠 기술펙개발， 

- 해외수출기지 수출포함) 영업 

21( '1) 대기업 자동차부 - 시장성추구 (2003년부터 - 내수 90% 기술랙 향상 
품 개인차 시장의 폭딴) - 수출 10% 융위한 

R&D 

22( '1) 대기엄 화학 - 한국의 노조문제 -내수 R&D 
- 현지의 시정 잔재생 겨냥 - 유판 진원업 

시l 납품용 

23 (1998) 떼기엮 전자 - 대 고껴서비스 내수 90%(주로 R&D 및 핵 
- 유판업체의 이전윤 지왼 local 수홉) 선공정 
- 생산비 염가 

24(21α)3) 떼기엽 전자 - 유판업체의 진출에 따른 내수위주 한국 R&D 위주， 
시너지효파 추구형 동I간 기술인력 활 

진뿔 동을통한 
원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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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분류 투자 한국임금 중국임금 업종별 시장규모 

1,2,3 농림어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 林， 收， 演2lk 1차산업 

5 광업 광업 =*liI2lk 媒t윷升=*和洗2lk， 石油和天然"l:7f宋
2lk, 黑色金屬liI宋進2lk， 有色金屬『朱
i옮2lk， 非金屬『宋짧lJt.， 其他宋liI2lk

건설업 건설업 建1Jì:2lk 建抗2lk

도소매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려업 批것和零뽑2lk 批용和零뽑'til易餐rX2lk 

운수창고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交通효械，11:뼈和때政2lk 交通i츠輪和11:ft홈2lk 

통신업 copy {릅息、f좋輪， ìt算1'JL服쫓和款件\fl 빼3벌通信2lk 

금융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金廳2lk 金顧， 保않2lk 

숙박읍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住宿和餐tX2lk 중국임금비중으로 계산 

서비스업 전기， 가스및 수도사업 벌力， 微특及水的生F和供)i\I2lk 볕力， 熱力的生연和供)i\I2lk， 懶『生
f'和供)i\I2lk2lk , 水的生혼和供ElZ2lk 

부동산업 부통산 및 사업서비스업 房地f'2lk， 租홉和商쯤服쯤2lk 房地f'2lk

기타 교육 서비스업 科풍땀f究， 技木服종和地居勳:J!t2lk , 꼈， 林， 뺑， 適服종2lk， 地廣動훌2lk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水利， rt境和公共i요施管理2lk， 居民 水利管理2lk， 社승服송2lk， 고生休育 

기타 공콩，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服종和其他服종2lk， 敎育， 묘生， 社 和社승福利2lk， 敎育文化효木及科￥ 

을保障和社승福利2lk， 文化#育和顆 鼎究和렀合技木服쯤2lk， ~회家꺼L옷 , 

5t2lk, 公共管理和社合姐맺 政堂*凡옷和社승lI!i本， Î播볕影벌1'Jl! 
2lk 其他行2lk

제조업 

4 음식료품(고기， 과일， 채소， 유지가공， 낙 음식료품제조업 ~副食品加工2lk， 食品制造2lk， tX料 衣副食品加工2lk， 食品制造2lk， 欣料
농품， 곡물가공， 전분， 사료， 기타 식품， 담배제조업 옮Ij造2lk， 뼈草制品2lk 制造2lk， 뼈草制品2lk 
음료， 담배) 

6 석유화학(코크스 빛 관련제품， 석유 정제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 石油加工， 條魚及核熾料加二[2lk， 化 石油加工， 條魚及核微料加I\fl， 化
품합성， 기초화학물， 비료， 질소화합물， 농약， 업 I原料及化풍制品制造2lk， 化풍싼推 렇原料及化풍옮Ij品制造2lk， 化풍싼推 

고무， 플라스틱 물질， 기타 화학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制j造2lk， 똥줬옮Ij造2lk 힘]造2lk， ~월밟Ij造2lk 
(화학섬유 제외)，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생약제제， 비누， 세정제， 화장품) 

7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據股制l品2lk， 뿔料뱀]品2lk 據g~Ill\J 品2lk， 혈정料없l品2lk 

8 모피가공， 모피제품 의복및 모피제품제조업 皮童， 毛皮， '3'3毛(~)及其制品2lk 皮童，毛皮， 쩌毛(썼)及其制品2lk 
가죽，가방， 마구류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9 목재가구(목재， 나무제품， 가구)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木;t-T지n工及木， 竹， 購， 흉， 草制品ilé 木材加工及木， 竹， 廳， 採， 草 制品ilé

〈附表 2) 統計別 -致表CMatch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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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 계속 
HS분류 투자 한국임금 중국임금 엽총별 시장규모 

10 종이인쇄(펄프. 종서비이. 종이제품. 출판， 상엽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재조업업 造的짧夏及m힘 文}敎品빼~育. 印4헤~￥!l12:풍媒介 的造a夏f힘及jg.f힘文j敎品j빼k育，用 印品剛힘jjk造和jikE;옳媒介 
인쇄. 언쇄관련 서 스‘ 기록매채 복재)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的 制 用品힘IH훌jf 

11 섬유의복(섬유. 의복. 화학섬유) 섬유제품제조업 *a65*횟P‘服~쫓 흉. .릅옮1J造jf g양fR~ 
iJJt只服훌， 흉. ，冒制造~

12 선발가죽(신발) 

13 비금속광물(유리. 유리제풍. 기타 비금속 광 비금속광물제풍제조엽 非金屬『物힘j品~ 非金屬@‘物iÏi1J，f，，~
물채품) 

14 
15 I차금속(채 1차 비철금속. 금속 주조. 구조금 제 I차 금속산업 有金몇屬色色힘金金l屬品屬治j治k짧條及及E[EE延延加加工工jjkk 金黑有屬色色휩金金l屬廣品治治~條像及及EEEE延延加加工工jjkk 속조채립품)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금속증(금기속 발탱생크7‘ 저 금장속조단.조 유‘사 압용형기 핵 제외) 
반응기 1. ~4r1(!-::t:. ~~. 분말 
야금 제품. 금속 처리. 날붙이. 수공구. 일 
반철툴. 기타 조립금속제품)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fJ1a @Xi응흐『ti§t용Rg:껴SUiigail*윷훌훌훌i及없침jij文 ig S용f흐{염jiikki헤R 까iaεl쓰itItR8@쩌훌j子t α d;fig『F용nRa왜itRagj흩톨훌@8헤及及1 용3훌文&쩌jjttk*써훌 까~公Il'l fll~ ~헤효 제조업분류되 
달리 지 않은 전기기계전기 

사변환무장.치 계산제조 및업 회계용기계제조업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通힘l造信jikg옳. ìt算힘l及其他볕子ì9:홉 

체외)) 
전자통신장비(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상 통신 음기형기‘ 방송장비‘ 방송수신기， 
기타 영 향기가) 

17 수송기계(자동차. 트혜일러. 선박‘ 보트 건 자동차 및 트레일러재조업 交通i츠뚫i융옳옮1J造~ 交通i갇월ì9:옮옮’l造~ 
조·수리‘ 철도장비. 항공기. 우주선. 기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운송장비) 

18 기타(측정. 시험. 항광해학. 기타 시 정밀기기. 의 외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료용 키기. 사진， 기기. 계. 시계부 
품) 

19 
20 기타 제조.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완구류) 가구및 기타채조업 家具힘l造jt 家具制造~

21 工효品及其他制造~ 工효品及其他힘l造jt 

22 재생재료가공처리 낸쟁깐빨천란업←← •• 一l똥홀흉흉;f!J웰뺨환回뽕뺑工팔---뼈흉lí'f.源和fil日材料며收加工jIé 
資科 노동부 htφ:llIaborstat.m뼈b.go.la:/. 통계청 http://www .nso.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la:/. 中國統計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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