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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 20년간 FDI의 규모는 국가 간의 무역량을 초과하며 국가 간 자본 유통 및 경제 교류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되었 

다. 중국은 아직 IFDI의 대국이지만 OFDI의 성장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외 교류도 대폭 증가하였지만 외자유치에 있어서 아직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 · 중 양국의 FDI의 교류 

에 있어서 한 · 중 수교 이후에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로， 

그 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 환경 면에서 보면 생산비용에서 혹은 시장 규모 및 시장 잠재력에 있어서 투 

자자에 대해 중국은 거대한 매력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이 부족하다. 

본논문은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다음두가지의 질문을해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한다. 

첫 번째， 중국기업은 왜 한국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한국 안에서 어떠한 지리적인 분포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활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주요어 : 외국인 직접투자， 중국기업， 대 한국 투자， 개발도^}국 해외직접투자 

Abstraα : During the past 20 years, China has been labeled as a big FDI-attracting country. Its outward FDI(OFDI) has also 

shown great increase. On the contraty, in Korea, although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so prominent during the past few 

years, yet,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Korea is not that much advan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vestment from China' s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But seen from the amount of 

investment, Korea has just reached the first stage. The production cost, market size, and market potential have all made China 

a country of great capti띠ty， while Korea seems to be lack of this captivity. With the background mentioned above in mind, 

the thesis tries to answer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s its purposes. 

1, Why do Chinese companies invest in Korea? What geographical significance does Korea have for the Chinese 

companies? 

2, What ar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ompaniεs in Korea?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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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o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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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UN의 통계자료에 따르면(WIR， 2006) , 지난 20년 

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규모는 국가 

간의 무역량을초과해 왔으며，국가간자본유통 

및 경제 교류의 주요 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FDI 규모는 모두 증가해 왔지만 

자본의 주요 투자방향은 여전히 선진국 간의 투자 

및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유입하는 것이 주 

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의 해외투자 

도지속적으로급성장하고있어 이에 대한세계각 

국의 정책결정자 및 각 분야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 

하고있다 

1978년중국개혁개방이래중국의 경제발전에 있 

어서 자본 부족 및 기술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든 외국 자본을 중국으로 유입하는 

정책에 주력하는동시에 중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 

는 것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정책으로 

인해 중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규모 및 건수가 

섬각하게 제약되어 왔다. 중국기엽이 개혁개방 이 

후 자본， 기술 및 경영경험을 축적한 결과 21세기 

들어 해외 진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게 되었기 때 

문에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제하는 정책은 중 

국의 최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할수 있다.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 제 15회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십오계획(제 10차 5개년 경 

제계획)" 에서 “해외진출진흥정책( ‘走出去’ 政策)"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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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 때부터 중국에서 해외 

로 나가는 자금이 점차 많아지고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자체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게 되었으 

며， 개도국의 해외투자액(OFDI) 가운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WIR， 2(06). 그럼에도 불 

구하고중국이 현재 장려하는해외투자산업은자원 

개발， 국내 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해외투자， 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 및 설비 수출과 관련 산업 그리고 

용역수출과관련한산업으로국한되어 있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국제교역을 통해서 거대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 

하였다.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정부 

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통한 국민 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에 〈외국인투자촉 

진볍〉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1992년 이후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서서히 증가동F는 추세를 보임에 

도 아직도 소규모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 진출한 이 소수의 중국기업들 

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기업 및 기업 활 

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파 한 

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아래 

와같다. 

1)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역사적인 발전과 

정， 산업별 기업 분포， 기업활동 및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 

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2)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 동기 

1) “走出去”는 한국어로 ‘나가다”의 뜻이다. 이 것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 외국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하는 “흡인정책(引낼末과 
호응하여사용하는용어이다. 이 용어는중국기업이 중국밖으로진출해 적극적으로국제 경쟁에 참여할 것올장려하는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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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중국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리적인 의미를가지고 있는가? 

본논문은 이 두가지 문제의 분석을통해 지리학 

적 입장에서 다음과같은의의를갖는다 

1) 중국과 한국 양국 간의 FDI를 통한 경제 교역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해 기 

초를마련하고， 

2) 발전 볍칙， 궤도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찾는 

근거를 제공하여 양국 간 경제 교류의 촉잔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른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 

공한다. 

2. 연구범위， 방법 및 한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보편적으로 인정한 개념， 

IMF의 정의 및 한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볍에 의한 

정의를 결합하여 한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화 

5000만 원 이상이고 10% 이상의 주식 혹은 지분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권 혹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에 한정하였다. 여기에는 생산활동 

철반쩍연;성황 
+ 

IMF의 청빽 
+ 

한국의 와풍한 함f촉찬t쉽략} 외한 청확 

亡§

을하는기업과실질적인생산활동없이 일반사무 

소，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금융 산업에 

진출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그림 1-1)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관리하는 기관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2l) 이다. 그런데 산업자원 

부 통계자료의 통계기준은 신고의 기준으로 통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 

이 신고한 액수/건수와 실질적인 액수/건수 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통계 자료만 사 

용하여 분석하면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산업자원부 외 에 한 

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에 관한 관리 및 자료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중국주한국대사관상무 

부， 주한외국기업협회， 국세청， KOREA DATA 

3따.JK， 중국주한상회 등이 있다. 관련 데이터의 구 

체적인 상황은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각 기관의 통계 기준이 다르고 각 통계 

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짜봐 큰 샤이가 

있고 데이터의 신빙성도 재검토할 펼요가 있다. 하 

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반드시 세금 

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통계자료가 0] 가운 

데 제일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E륜Àt 꿈액윤 환화 5000만휩 했상 
+ 

1명IÓ 01쌍와 주작 혼풍 치분윷 소유 
+ 

찍첩 ;황 C생췄 혹혼 의싹쩔;성권촬 소윤 

〈그림 1-1) 대 한국 투자 중국기업의 정의 

2)2008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이름이 “지식경제부”로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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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데이터 

지식경제부 
1991-2006 
총 2697개 

신고기준 

중국주한국대사 12007년 6월까지 | 흔F국에서 경제활동과관련 
관상무부 | 총 79개 | 한 모든 기 업 및 조직 

한국국경 내 모든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킨 외국(중 
한국의 국세청 12006년 총 3637fl 1 

국)법인 

주한외국기업 협의회 12007년까지 총5217H 1 산업자원부의 통계자료 재구성 
주한중국무역상회(중국 1 ~ ____ ,= __ " 1 

12007년총 55개 | 자원 신고 회원제 
무역촉진회 서울대표소) 1 ~~~. '-' u ~~" 1 

KOI뻐DATA없NK 12003년까^l 총 317H 1 미 상 

@ 일부 문화단체 등 비영리조직을 포함 

@많은소규모， 개인 기업을누락 

상대적으로 제일 정확한 데이터이지만 국세기본법 

(납세자정보보호)， 공공기관정보공개관련법 등 관련 법은 

납세자(관련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분 

석할데이터를구득불가 

산업자원부와같음 

@ 회원 신청을 하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는 부재 

@ 기업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 대한 통계 자료도 일부 포함 

데이터가완전하지 않음 

과관련한법에 의해 기업에 대한구체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투자금액， 진입연도， 기업명， 기업주소 

등)를 구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지리적 분포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고 설 

문조사를 실시할 때 위에 언급한 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99개의 대 한국 

투자 중국기업을 1차 셜문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있는 2697개의 

기업 데이터를바탕으로 114검색을통해 전화번호 

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여 기업 3807Wl의 

자료를획득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3장(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역사 및 현황)에서는 산업자원부의 

2697개 기업에 대한통계 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 

였고， 제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를 통 

해 취득한 99개 기업 자료와 114검색을 통해 정리 

한 3807R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는 2007년9월부터 2008 

년3월까지 실시하였고， 총 29개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157R의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11. 문헌연구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남-남 투자)에 관한 

연구는 FDI분야에서 주류 연구는 아니지만 개발도 

^J-국의 OFDI의 발전에 따라 점차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제3세계의 다국적기업(3WMNCs)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3) 그 중에서 앞에 언급한 99개 기업과 중복한 데이터가 있다. 
4) 제3세계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국제경제정치적 지위가 낮은 국가 및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남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를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 남방국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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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ndrea Goldstein, 2006). 그 중에서 영향력 

이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Wells(1983) , Lall(1983) , 

Diaz-}퍼andro(1977) ， Tolentino(1993), Oman(1986)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개도국의 국가 차 

원에서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거나 개도국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다국적 기 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 

론 새로운 이론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사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 

으나 보편적으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들에는 국제 

직접발전단계 이론， 소규모기술 이론， 기술 지방화 

이론， 기술 혁선산업업그레이드 이론， 유효자본형 

해외직접투자 이론， 투자유발요소조합 이론， 경쟁 

발전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이론 중에서 중 

국 현재의 상황과 맞고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OFDI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에는 국제직 

접발전단계이론，소규모기술이론，기술혁신산업 

업그레이드이론등이 있다. 

국제직접발전단계 이론(Dunning ， 1981)에 의하 

면 중국은 1994년 말까지 Dunning이 제기한 이 이 

론에서 제 1단계에 있었다. 그 후 1995년(I인당 

GNP 620달러)부터 공식적으로 제2단계에 진입한 

다. 지금 현재의 중국은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진 

입하는 전환기에 있다. Dunning의 이 이론은 국제 

직접투자 발전 단계에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내 

부 매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특히 그 중 제2단계에 

서 “해당국은 이 시기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주로 인접한 나라에서 직 

접투자활동을 실행하고 기술 도입 및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 현 

재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본문이 연구하고자하는주제，즉 

한국에 진출한중국기업이 왜 다른나라를선택하 

지 않고 한국에 오는지，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중 

국기업의 산업별 분포 및 기업 특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규모기술이론(The Theory of Sma l1 Scale 

Technology) (Wells , 1977)에 의해서 한국에 진출 

한 화웨이(뿔켜) , 하이옐海ψ) 등 중국기업의 한 

국에 대한 투자의 일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화웨이(똥씨) , 하이얼(海jJ\) 등 중국 전자가전 기 

업의 경우에는 한국 현지 기업에 비하여 기술 상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눈 것도 아닐뿐더러 국 

산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에게 중 

국기업의 브랜드 영향력과 기업의 이미지는 한국 

현지 기업과 비교하면 우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 현지 기업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 우위가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한국에 

진출할 때 중/저가 시장 및 일정한 고객꾼을 점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러한 전략은 기술 

력이 더 높은 일본 가전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함 

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중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지속적 인 경 영활동을 유지하여 올 수 있게 하였다 

"1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동종기업보다 절대적 

5) 전자 가전 분야에서 한국기업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였지만 짧은 기간 내에 철수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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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점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존해 온 원인 중 일부는 이 이론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 

업들 중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특성의 측면 

에서 중요한 위치를차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수는 

u]마한 편이다. 또， 수많은 비 기술집약형 , 소규모， 

비생산， 무역 중심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 

해서 소규모기술 이론은 설득력 있는 이론적 기반 

이 되지못한다. 

1992년 한 · 중양국수교 이후불과 16년밖에 지 

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중국기업이 본격적인 해외 

직접투^~를 실시한 것은 2어0년 이후부테이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얀 초기 단계에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그러해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관한 연구가 거 

의 부재한 상태이다. 자료도 거의 정리되지 않았으 

며， 현재 자료나 연구들 대부분이 개별 사례와 관련 

하여 혹은 각 기관이 매년 제작한 보고서 에 따라 작 

성한 것들이다. 그 외에 각 정부기관 및 은행에 의 

해 출간된 보고서 및 한국 외자유치와 관련한 연구 

중에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를 한국 외써치 전 

체 중의 일부분으로 기록한 자료들이 일부 있다.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와 관련한 연구 논문은 지 

금까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었다. 하 

나는 자동차산업 혹은 전자산업 등과 같은 특정 산 

업을 선택하여 중국과 한국의 해당 산업 역량을 비 

교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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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연구한 것이다이. 또 하나는 FDI에 있어서 

몇 개의 결정 요소 및 변수를 가지고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기. 그러나 

산업별 분포， 지리적 분포 및 투자 동기의 내부적 

인 매커니즘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연구 

가 대부분으로， 아직 유력한 이론이 제기되지 못한 

상태이다써 

川.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의 역사 

및 제도적 변천 

중국의 6. 경전쟁 참전과 전후 냉전체제로 인해 

양국은 1950년대 이후 정치적 적대관계와 경제적 

단절이 계속되었다.1992년 한 · 중 수교 이 래로 한 

국에투자얀기업이 점차늘어나기 시작했다 하 

지만 당시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기업들의 해외투 

자를 통제하는 정책의 영향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수가 적었으며， 대부분은 국가 전략적으로 

경제 외교의 목적으로 몇 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한 

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일반 사무소 

를설립하여 양국간의 경제 및 문화등다방면의 

교류를 완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이 시기에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하지만 투자의 건수나 금액 면에서 지속적으 

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투자 건 

수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제 

조업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6) 이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 영학 및 국제무역 분야의 사례가 주조를 이룬다. (Dong Han, 2007참조.l 
7) 黃서[;[1. 2007, <중국의 대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의 실증 연구〉를 참조. 
8) 이와 관련하여 崔漢雅， 2006, <중국대한국직접투자의 현황 및 전략분석>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과 석사 학위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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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 특성 

[표 111-1]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연도별/산업별 투자 건수 및 금액 
1988년1분기-2006년말까지(원 산업자원부 신고 주요지표 기준) 

[단위: 건수， 천 달러] 

혈층 ~il 4옳없 : 훌훌 r짧 건1 수 J에비 l l 생 용 28C액O ι ~ l 、 g l ’ 펙 1989 2800 
1990 100 1 
1991 3 690 3 
1992 6 1056 6 
1993 29 6864 29 
1994 33 6145 33 
1995 51 10892 51 
1996 63 5578 63 
1997 76 6518 76 
1998 97 8381 97 
1999 323 26585 323 
2000 1165 76288 1165 
2001 812 70362 812 
2002 442 249380 442 
2003 522 50206 522 
2004 596 1164760 596 
2005 672 68414 672 
2006 333 39595 333 
누계 5225 1794613 5225 

출처 : 산엽자원부(연구자가 재정 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한국은 외 

국인직접투자가 자금 부족의 보충 및 경제 회복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외국 

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 

한 정책을 크게 완화하였다. 그 결과 명예 개방 정 

도는 98.9%에 달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아시 

아 경제의 회복， 아시아지 역통합의 진전 그리고 환 

율변동과 각국의 경쟁적인 투자유치와 규제완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 

다. 중국도 이 물결을 타고 해외투자를 크게 증가 

시켰다. 또한 2000년 중국은 WTO의 가입을 비롯 

한 여러 가지의 원인 때문에 중국기업이 해외투자 

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 

하는 것을 장려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동시 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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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100 
690 3 690 
1056 6 1056 
6864 29 6864 
6145 33 6145 
10892 51 10892 
5578 63 5578 
6518 76 6518 
8381 97 8381 
26585 323 26585 
76288 1165 76288 
70362 812 70362 
249380 442 249380 
50206 522 50206 
1164760 596 1164760 
68414 672 68414 
39595 333 39595 
1794613 5225 1794613 

년도의 IT산업 호황은 다른 여러 가지의 산업에 영 

향을 주고 세계 경제의 호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내의 많은 기 업들에게 해외 확장의 동기가 

생기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기 시작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에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2000년도에 

최고치 에 도달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소규모의 개 

인에 의한서비스업에 대한투자가많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중 

국의 대 한국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세계 경제의 호황에 잇따라 2001년에 

9 . 11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IT산업 거품이 파멸 

하면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FDI규모가 줄어든 



다.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도2000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I -1) 투자 금액의 측면에서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놀라운 큰 폭의 성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 

가 원래 작고 건수도 적어 개별 사례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02년 및 2004년에 발생한 

몇 개의 대형 M&A 사례로 인해 크게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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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있는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개별 사례의 영향을 배 

제하면 중국의 대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록 규 

모가 작고 수량이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1-1) 

출처: 국세청 통계연보국가별 · 지역별 외국인투자법인 현황재정리 

[표 111-3] 대 한국 직접투자 중국기업의 산업별/지역별 전국분포 (산업자원부 신고기준) 

제쪼업 
서비스업 

풍 · 소매업 몇 융삭숙박업 7]타 껴l ff$ 산업% 차역% 
7>>수 (n/합계*)I(n/혜**) 

산업% 지역% 산업% 지역% 싼엽% 지역% 

H수 (nl합계*)I(n/계**) 계수 (n/합계*)I(nl계**) 개수 (n/합계*)I{n/짜**) 
서울 43 24 384 1633 922 

경기도 28 6.9 250 346 85.6 

인천 10 4.1 8.9 224 92.2 

수도권(겨D 81 3.3 72.3 2203 91.1 
부산광역 1.8 0.9 45 81. 8 

대구광역 3 73 2.7 31 75.6 

경상남도 3.7 09 23 85.2 

강원도 2 10.0 1. 8 17 85.0 

전라북도 2 9.5 1. 8 14 66.7 

충청북도 2 9.5 1. 8 16 762 
과。-X「과。여 4 30.8 3.6 9 69.2 

대전광역 3 13.0 2.7 17 73.9 

전라남도 4 174 3.6 12 52.2 

울산광역 2 25.0 1. 8 4 50.0 

충청남도 5 41. 7 4.5 5 41. 7 

경상북도 2 25.0 1. 8 6 75.0 

제주고 0 0 0 6 100 

계 112 42 100 2408 89.3 

출처 : 산업자원부(연구자가 재정리) 
n/합계* : 지역에서 지역 전 산업에 대한 i 산업의 %. 

n/계** . 전국의 i 산업에 대한특정 지역 l 산업의 %. 

67.8 96 54 54.2 1729 97.6 66.9 

144 30 7.4 16.9 376 93.1 145 

9.3 9 3.7 5.1 233 95.9 9.0 

91. 5 135 5.6 76.3 233 96.7 90.4 
1. 9 9 16.4 5.1 54 98.2 2.1 
1. 3 7 17.1 4.0 38 92.7 1. 5 

1. 0 3 11. 1 1. 7 26 963 1. 0 

0.7 5.0 06 18 90.0 0.7 

0.6 5 23.8 2.8 19 90.5 0.7 

0.7 3 14.3 1. 7 19 905 0.7 
04 0 0 0 9 69.2 0.3 

0.7 3 13.0 1. 7 20 87.0 0.8 

0.5 7 304 4.0 19 82.6 0.7 
0.2 2 25.0 1. 1 6 75.0 0.2 

0.2 2 16 7 11 7 583 0.3 
0.2 0 0 0 6 75.0 0.2 

02 0 0 0 6 100 02 

100 177 6.6 100 2585 9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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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404 

243 

2419 

55 
41 

27 

20 

21 
21 

13 

23 

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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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트성 

1. 역사및과정적 특성 

제3장에서 분석한 추세 및 현황을 통해서 중국기 

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역사적인 특성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외부의 영향(국제경제적 환경의 영향 및 정 

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중국의 해외투자는 

현재에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양국 

의 정책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는다. 또한 중국기 

업의 한국 투얀 규모가 작고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의 특성이 개별 사례에 의한 영향을크게 받는 

다(崔橫雅， 2006). 

둘째， 점진적인 추세를 보인다. 앞에 살펴본 바 

와 같이 비록 중간에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중국의 대 한 

국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 수치는 

중국 전체 OFDI 가운데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 

고 있고 중국의 대 한국의 투자가 중국의 다른 나 

라에 대한 투자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 

로 작은 편이다. 여기서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한 · 중 양국 모두 많은 노력을 하 

였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OFDI) 증가 추세에 따른 결과에 의한 일반적 경 

향이라고할수있다. 

2. 규모및 업종의 특성 

초기단계에 있는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투 

자는 주로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고 해외확장을 필 

요로하는 일부다국적 기업과 일부분모험적인 기 

업가 정선을 가지고 있는 개인업체에 의해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선족들이 중요한 역할 

을하고있다.구체적으로한국에 진출한중국기업 

은 기업의 조직 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수있다. 

첫 번째 유형은 원자재 공급기업이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 한국을 일종의 특수 시장으로 간주하여 

한국에 진출한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 

라고 대부분 원자재는 수입 에 의존한다. 이 러한 원 

자재의 수입에 있어서 중국과 옛날부터 지속적인 

무역 교역이 있었다. 교역상의 불완전성을 탈피하 

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교역비용， 외환문제，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 및 경영 능력을 길러 왔기 때문에 일정한 경 

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당사의 

제품을 해외로 널리 판매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확 

대하며， 더 적극적으로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위 

해 해외에 진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많은 나라 중 한국을 한 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한 기업을 따라 한국에 온 경 

우도많다. 

셋째 유형은 은행 , 해운 항공과 여행사 등을 포함 

한 물류， 금융업 기업이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 서 

규모의 특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OFDI 비스업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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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network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을 한 결 

절로 하여 진입한다.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견고 

히 하는 것이 필수인 이러한 산업들의 특성과 밀접 

한관련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의 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이다. 이 유형의 기업은 중국의 대 한국 투자 기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모험적인 기 

업가 정선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 의해서 한국에 

진입한 중소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이 한국에 진 

출한 원인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 모험적인 정선 

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일이 급증했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가들도 많아졌 

기 때문이고 중국 개혁개방의 30년 동안 FDI의 유 

입을 통해 일정한 자본， 기술 및 경영경험을 축적 

하여 해외에 진출할 능력을 배양해 왔기 때문이다 

3. 기업활동의 특성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생산활동을 수 

반하지 않는사무소 및 판매 부문의 형식으로 진입 

하여 주로 무역과 관련한 기엽활동을 진행한다. 무 

역의 방향은주로중국에 있는모기업으로부터 한 

국에 있는 한국기업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즉， 상 

품의 공급원은 중국의 모기업이고 고객은 한국에 

있는한국기업이 되는것이다. 한국을통해서 다른 

나라 혹은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 

기업들이 R&D 센터가 없고 기술이전도 거의 없 

다. 그리고 다른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가 거의 없 

고 혁신활동도 없고 효율적인 network 도 없이 개 

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현지 기 업들의 network에 융합하지 않고 

-11-

地理學論훌훌 제52호 (2008.9) 

기업과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현지 기업과만 연락 

하고 다른 한국에 있는 중국기업들과도 효율적인 

network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비록 

1998년 이후 한국은 외국인 투자촉진볍 개선을 통 

해 개방 정도를 98.9%까지 끌어올렸지만 실질적으 

로 비용의 측면이나 시장의 측면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은아시아의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더구나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인에 있어 

큰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고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거대 시장이 있는 나라로， 중국기업이 해외투자의 

초기 단계에 한국에 진출한 이유는 비용절감 및 대 

규모의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국을 일종의 특수 시장으로서 오래 유지해 온 무역 

관계에 의한 것이다 또한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일부 능력 있는 기 업들이 충분한 자본， 기술 및 경 

영 경힘을축적하여 이미 해외에 진출한능력을충 

분히 가지고 있어서 해외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을 위해서 생산공장을 설립 

하는 형식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당사의 상품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무역마찰， 교역비용， 

시장의 불확설성， 환율문제， 세금문제 등 여러 가 

지 문제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무소 

의 형식으로 진입한 것이다.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보면 몇 개의 개별적인 사 

례 외에 대부분 중국기업은 기술을 획득하기 우해 

서 진출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 R&D 센터가 거의 

없고 기술 이전도 거의 없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모든 기술 능력이 전세계적 

인 첨단 기술인 것은 아니다. 중국기업들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면 한국이 아닌 기술 

이 더 선도적인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경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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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다른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한국에 진 

출한 중국기업들이 아직 해외투자의 초기 탐색기 

에 있기 때문에 가치 사슬의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혁신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및 기관 

들과 연계가 많지 않고 효율적인 network 를 형성 

하지도않는다. 

4. 지리적 분포의 특성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 공급기업 

및 고객기업과 가까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다. 또한 신속한 정보의 획득이 편리한 지역에 입 

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은 첫째， 한국 산업 자 

체의 지리적 분포와관련이 있다. 둘째， 비록수도 

권 지 역은 사무소의 임대 및 인력의 고용에 있어서 

비용이 비싸지만 생산 활동이 없이 한국에 진입한 

중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과의 접근， 빠른 정보 

획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중국 기업 분포 수도권 시역 ~l 중국 가없외 탠포 서훌2j 홍5극 ]1 엽 운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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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급 구분 방법 : natural breaks 주. 계급 구분 방식 : natural breaks 

출처: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출처: 산업자원부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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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11]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 한국 직접투자 중국기업의 
[그림 IV 10] 대 한국 직접투자 
중국기업 산업별/지역별의 

전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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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2) 대 한국 직접투자 중국기업 산업별/지역별의 수도권 분포 (산업자원부 신고기준) 

주: n/합계* . 지역에서 지역 전 산업에 대한 i 산업의 %. 

n/계** . 전국의 i 산업에 대한특정 지역 i 산업의 %. 

출처 : 산업자원부(연구자가재정리) 

v. 연구의 한계 러 방법을 통해 자료와 실질적인 데이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료의 누락을 피 

본 연구의 한계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 할 수 없다. 관련 자료를 인용할 때 통일된 기준으 

의 정확도에 있어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 로 비교하여 되도록이면 편차를 줄임으로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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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그 규칙을 찾아내파 하였다. 하지만 본문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본 연구자가 실행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제3장에 

서 현황및 동향을분석할때는기존문헌 및 산업 

자원부의 데이터를사용하였다 따라서 두가지 데 

이터 의 통계 기준이 달라 자료 분석 면에서 일관성 

이 부족함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 

자의 특정 및 원인만을살펴보았다. 이러한투자가 

한 · 중 양국의 경제발전 및 여러 면에서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후속 연구로 진행 

할예정이다.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의 특정 및 요인을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또한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문제점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양국 간의 우호와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 

용될수있다는데에본논문의 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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