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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은 200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위 가전 수출국, 2005
년부터 제1위 가전 수입국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가전수출에서 중국의 비
중은 2000년 6.7%에서 2006년 14.3%로, 수입에서는 22.7%에서 39.8%로
상승하였다.
한·중 간 가전산업내 무역지수는 2000년 88에서 2006년 90으로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품 수출, 완제품 수입이라는 보완적인 구조가 더
욱 견고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매년 100억 달러 안팎의 무역흑자를 지속하면서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도 0.5 이상으로 수출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중 무역
흑자는 대세계 무역흑자의 3%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중 무역특화지수도
0.1에 불과하여 중국과의 교역 면에서 경쟁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전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향후
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의 지속적인 개
발을 통해 한·중 분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능
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능동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을 표적 시장으로 설정하여 고가, 고
기능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 문제 제기
한·중 양국 간 총교역 규모는 수교
원년인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6년
1,180억 달러로 연평균 23.2%씩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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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18.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국이며 동시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4위의 수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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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위의 수입국으로서 역시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전산업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
은 제2위 수출대상국이고 제1위 수입
대상국이다. 전체 가전산업의 수출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0.6%에서 2006년 현재 14.3%로, 수
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에서 39.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
여 관세를 꾸준히 인하해 오고 있으
며,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전제
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컬러 TV, 영상 모니터, 영상 프로젝
터, 일부 음향기기는 관세율이 15∼
30% 수준이고, CDP, VCD, DVDP
는 20% 수준이며, 냉장고, 세탁기는
10∼3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가전산업의 관세율은 8% 내외
로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한·중 경제교류 규모의 급성
장에 따라 양국 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가전산업에서의 교역량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수
입 급증과 대중 직접투자 확대로 국
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보고 중국

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는 동시에,
가전산업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가전산업의 대중 수출입 현황
한국 가전산업은 2000년 들어 수출
품목이 디지털 TV와 DVDP 등 디지
털 제품, 프리미엄 생활가전 등의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면서 대세계
수출이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06
년 146억 달러로 연평균 6.2%의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7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연평균 20.4%씩 증가하
여 대세계 수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가전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 6.7%에서 2006년 14.3%로 지
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위상
도 2000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의
수출대상국에서 2003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2위 수출대상국으로 올라섰다.
수입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세계 가전 수입은 2000∼2006년 동
안 연평균 10.9%씩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대중 가전 수입은 21.7%로 2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가전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2.7%에서 39.8%로 높
아졌고, 2005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가전 수입국으로 등장했다. 이
와 같이 중국과의 수출입이 큰 폭으로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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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가전산업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2006
연평균 증가율

대세계

10,136

9,694

10,760

12,610

15,495

14,656

14,553

6.2

대중

682

676

834

1,132

1,572

1,999

2,078

20.4

(비중)

(6.7)

(7.0)

(7.8)

(9.0)

(10.1)

(13.6)

(14.3)

-

대세계

2,352

2,508

3,008

3,497

3,986

4,196

4,369

10.9

대중

534

688

848

978

1,317

1,592

1,738

21.7

(비중)

(22.7)

(27.4)

(28.2)

(28.0)

(33.0)

(37.9)

(39.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늘어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 가전 총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전산업은 2005년 이후부터 대세
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입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수출 감소는
주요 수출품목인 디지털 TV와 프리
미엄 생활가전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
면서 수출을 대체하고 있고, 원화에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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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엔화 환율 급락 지속으로 일본
경쟁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즉, 원/엔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04년 2분기부터 대세계 가전 수출
은 감소와 증가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
입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용
부품소재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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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가전제품의 최근 대중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컬러TV

502

654

30.2

741

13.4

음향기기부품

511

623

21.8

526

-15.5

전구조명

207

354

71.4

361

1.9

전구부품

14

203

1363.3

236

16.1

기타조명기기

19

150

707.7

124

-17.4

비디오카메라

5

12

125.0

103

74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

주요 가전제품의 최근 대중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음향기기부품

145

159

9.7

199

24.5

비디오카메라

145

180

24.2

155

-13.5

전구

60

89

49.8

149

66.3

스피커

113

151

33.8

148

-2.2

라디오카세트

71

112

57.7

116

3.5

기타조명기기

47

67

44.6

101

5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도 둔
화되고 있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대중 수출입도 2004년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중
수출은 2004년 39%로 가파르게 증가
하다가 2005년 27%, 2006년에는 4%
증가로 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는
대중 수출의 주요 수출품목인 컬러
TV와 전구조명 및 부품의 수출이 둔

화되고 제2위 수출품목인 음향기기부
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 수입도 비디오카메라, 스피
커 등 주요 수입품의 수입 감소로
2004년 35%에서 2005년 21%, 2006
년 9%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3. 가전산업의 대중 교역구조 변화
2000∼2006년 동안 가전산업의 대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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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역은 부품 수출, 완제품 수입이
라는 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
고 있다. 즉, 현지생산용 부품을 수출
하고 국내 제품보다 저가인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수출의 경우 2000년에는 완제품과
부품의 비중이 34.6%와 65.4%였으나,
2006년에는 28.2%와 71.8%로 완제품
의 비중은 낮아지고 부품의 비중은 높
아지고 있다. 컬러TV부품의 수출 비
중 은 2000년 14.3%에 서 2006년
36.1%로 크게 높아졌고, 전구조명부품
도 같은 기간 동안 0.2%에서 6.0%로
비중이 상승하였다. 반면, 음향기기와
VCR의 비중은 6년 동안 각각 -14.8%
포인트, -7.6%포인트 하락하였다.
대중 부품 수출은 주로 현지생산법
인의 부품 조달용이다. 해외투자 대상
국에서 건수 기준으로 중국 비중이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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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기기는 50%이고, 전구조명
은 75%에 달하고 있는바, 국내 기업
의 중국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에
동반하여 부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은 수출과는 반대로 2000년에
는 완제품과 부품의 비중이 64.1%와
35.9%였으나, 2006년에는 75.9%와
24.1%로 완제품의 비중은 높아지고
부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조명과
캠코더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
며, 회전기기와 난방 전열기기 등 소
형 가전제품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아직 약한 캠
코더의 경우 대일 수입과 아울러 일
본 업체의 중국내 현지생산 제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내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한·중
간 가전산업의 무역구조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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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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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없다면 즉 수출만 있거나, 수
입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산업내 무역
지수1)는 0이고, 모든 무역이 산업내에
서 이루어진다면, 즉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산업내 무역지수
는 100이 된다. 그러므로 산업내 무역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산
업은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분
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간 가전산업의 산업내 무역
지수는 2000년 88에서 2006년 90으로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업
구조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한·중 간 가전산업
내 무역의 증가는 국가별 가설과 산
업별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2) 국가별
가설에 따르면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
는 경우는 국가의 평균적인 발전수준
이 높을 경우, 국가 간 발전수준의 차
이가 작을 경우, 국가 간 평균적인 시
장의 크기가 클 경우, 국가 간 시장크
기의 차이가 작을 경우, 무역장벽이
낮을 경우이다. 이를 양국에 적용하여
보면,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에 육박하여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
는바, 평균적인 발전 수준이 높고, 중
국은 매년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내 무역지수는 그루벨-로이드 지수로서 식은 ([(Xi +Mi)-|Xi Mi|]/(Xi +Mi))×100임.
2) Rudolf Loertscher and Frank Wolter, "Determination of Intra-Industry Trade : Among
Countries and across Indus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113, pp. 280∼293,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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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발
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 양국은
가전산업의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
추어 가고 있다.
산업별 가설에서 산업내 무역이 증
가하는 경우는 상품 차별화가 진전된
경우, 수송비용이 적을 경우, 독립적
경쟁의 시장조직을 가질 경우, 다국적
기업의 참여가 많을 경우, 첨단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클 경우이
다. 이 가운데 한·중 가전산업무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품 차별화, 독립적
경쟁의 시장조직, 다국적 기업의 참
여,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볼 수 있
다. 즉, 제품 구조가 우리나라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중국은 중저가
대량 생산제품군으로 차별화가 진행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대중
국 투자 확대에 따른 부품교역이 증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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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전산업의 하부품목 산업내
무역지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완제
품은 2000년 82에서 2006년 63으로,
부품은 60에서 43으로 오히려 산업내
무역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이는 완제
품은 대중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보다
더욱 커지고 있고, 부품은 이와 반대
로 수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확대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중 간 가전
산업의 분업구조는 완제품 대 부품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DVDP와 캠코더 등 디지털 제품에서
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영상기기
와 저가 제품 수입 및 고가 제품 수
출이 늘어나고 있는 전구조명기기에
서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대폭 높아졌

가전 완제품의 한·중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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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전 부품의 한·중 산업내 무역지수 변화

다. 이에 비해 소형 저가제품이 많은
음향기기, 회전기기, 난방전열기기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바, 산업내 무역
지수가 낮아졌다.
부품의 경우 2000년에는 우리나라
가 수입보다는 수출 위주였던 난방
및 전열기기부품과 반대로 수출보다
는 수입을 주로 하던 전구조명부품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20 정도로 낮았다.
이후 부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상
호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두 부품의 산업내 무역지
수가 70∼90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
면, 컬러TV부품은 삼성전자와 LG전
자의 중국 현지 생산설비 확대로 국
내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늘어나면서
수출 위주로 교역구조가 전환되고 있
어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이 대폭 늘어나
면서 품목별 대중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현재 완제품 수입의
40%와 부품 수입의 43%를 중국이 차
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냉장고부품,
회전기기, VCR부품, 음향기기부품 등
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DVDP를 포함한
VCR과 캠코더의 경우 대중 수입비중
이 2000년 5% 이하에서 2006년에는
30∼40%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면서 중
국 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비해 수출의 경우 일부 품
목을 제외하고 중국 의존도가 낮은
편이나,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2006년 현재 완제품 수출의 8%
와 부품 수출의 22%를 중국이 차지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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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품목별 대중 수입의존도 변화
품목

2000

2006

냉장고부품

62.2

75.2

회전기기

30.8

VCR부품

50.7

음향기기부품

2000

2006

VCR

5.1

43.7

69.3

난방 및 전열기기부품

10.0

43.4

69.2

기타 부품

5.4

40.1

20.5

62.1

캠코더

0.1

30.6

난방전열기기

29.2

57.8

조명

8.2

21.2

음향기기

34.9

55.7

컬러TV부품

42.8

21.0

기타 가전기기

23.4

52.4

냉장고

2.6

14.5

전구 조명부품

47.2

45.3

컬러TV

10.3

12.1

<표 5>

품목

품목별 대중 수출의존도 변화
2000

2006

2000

2006

전구 조명부품

품목

12.7

89.7

음향기기

9.0

17.6

음향기기부품

25.4

53.2

냉장고부품

5.6

15.0

조명

1.5

40.9

컬러TV부품

12.2

13.9

난방 및 전열기기부품

17.4

31.4

영상기기

2.7

6.1

VCR부품

38.8

29.0

냉장고

0.4

2.4

기타 부품

9.0

24.7

회전기기

0.9

1.9

흑백TV부품

0.0

20.7

난방 및 전열기기

0.1

1.5

하고 있다. 부품 중에서 전구조명부품
은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음
향기기부품도 50% 이상으로 중국 비
중이 높다. 완제품 중에서는 조명기기
가 40%로 가장 높고, 음향기기가
18%를 기록하고 있다.

4. 가전산업의 대중 교역 경쟁력
변화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매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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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달러 안팎의 무역흑자를 지속하면서
제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도 0.5 이상으로 수출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20%대인 데 비해 대중 무역
흑자는 대세계 무역흑자의 3% 수준
에 머물러 있다. 대중 무역특화지수도
0.1에 불과하여 중국과의 교역 면에서
경쟁력은 높은 편이 아니다.
2000∼2005년 동안 세계 영상기기

한·중 가전 교역구조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표 6>

가전산업의 무역수지 및 특화지수 변화 추이

무역수지
(백만 달러)
무역특화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중

148

-12

-14

154

255

407

340

대세계

7,784

7,186

7,752

9,113

11,509

10,460

10,184

대중

0.12

-0.01

-0.01

0.07

0.09

0.11

0.09

대세계

0.62

0.59

0.56

0.57

0.59

0.55

0.54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요국의 비
중을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
고 여타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8.3%에서 22.7%로 14.4%포
인트 상승하면서 2위국인 일본과의
격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7.1%에서 8.4%로 1.3%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2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일본은 2003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하여 2위로 물러서면서

<그림 6>

그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도 지난 5년 동안 3∼4%포인트
씩 비중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영상기
기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타국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에는 중국에 진
출한 다국적 가전기업들의 현지생산
제품 수출도 포함되어 있는바, 엄밀하
게 말하자면 수출시장 비중이라는 정

주요국의 영상기기 수출시장 비중 추이

자료 : OECD, Comtrade.
주 :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포함 35개국의 영상기기
수출합계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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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중 간 가전산업 수출 경합도 변화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0.9

53.7

53.6

52.9

46.9

49.8

주 : 국가 간 수출상품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 지수 ESIab = ∑MIN(Xia/Xa, Xib/Xb)×
100, Xia/Xa는 a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상품의 수출비중.

량적인 측면만으로 경쟁력을 평가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 요소
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성적인 측면
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7>

세계 가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와 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면, 수출
경합도3)가 2001년 53.7에서 2005년
49.8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는 양
국의 품목별 수출 비중이 변화하면서
수출 구조의 유사성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요인은 우리나라 가전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완제품 수

한·중 주요 가전제품의 수출비중 변화

3)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상품의 수출비중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어 수출경합도
지수의 값은 커지는데, ESIab가 100이면 양국의 수출구조는 완전 동일함. 여기에서는 가전제품
을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비중을 사용하여 수출경합도지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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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비중은 줄어들고 국내로부터 현지
생산용 부품조달이 늘어나면서 부품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컬러TV부품 수출비중이
2001년 17.2%에서 2005년 40.3%로
상승함에 따라 여타 가전제품의 상대
적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에어컨,
VCR, 비디오카메라, 전자레인지 등
완제품과 음향기기부품의 비중은 지
난 5년 사이 3∼6%씩 하락하였다. 이
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우 로컬 기업
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컬러TV, 비디오카메
라 등 고가 완제품의 비중이 상승하
였다.
2006년 현재 한·중 간 수출경합이
가장 치열한 품목은 컬러TV부품이
고, 그 다음으로 컬러TV, 음향기기부
품, 에어컨, VCR, 진공청소기, 비디오
카메라 등이다.

5. 가전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중국에 비해
디지털TV, DVD콤보, 프리미엄 생활
가전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력과
디지털 융합화에 대한 적기 대응력,
그리고 세계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
도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
러나 고임금 및 높은 토지가격 등 생
산요소 면에서는 열위인 실정이다. 특
히 디지털 가전의 경우 표준화 및 모
듈화로 중국기업의 진입이 용이하고

중국과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전산업이 중
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고부가가치 부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한·중 분업구조의 고도
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전산업은 중국에 부품을 수출
하고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
는 분업구조형 교역 형태이며 이를
통해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를 얻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부품 산업
발전으로 중국 현지 부품 조달률이
높아지면 대중 부품 수출이 둔화 내
지 축소될 가능성이 큰 반면, 중저가
완제품의 대중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흑자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분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현
재의 부품 수출 형태를 현지 생산용
뿐 아니라 중국 완제품 업체에 판매
하는 형태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분업구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야말로 양국 간 교역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누리는 한편,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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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미
국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
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불만 등을
수렴하여 한·미 정부 간 통상 협상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중국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 조직을 구축하여 한국기업들이
당하는 불공정 사례나 애로 사례 등
을 수집하여 기업들에 해결방안을 제
시하는 한편, 중국정부와의 통상협상
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법규 적용시 한국기업에 대
해 중국기업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
호 면에서 중국기업에 유리하도록 내
용을 해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
는 바 이러한 불공정 교역환경의 해
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
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
절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공
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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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확대,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일부 지원, M&A를
통한 부품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대형 부품업체 육성, 각종 정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 관련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업체들의
장비활용 접근성을 높이고 고정투자
비를 절감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특유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
나, 규모의 영세성이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독자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들의 보완적인 기능을 연계하여 협업
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협업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신흥 고소득 부유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소비지향적 세
대가 소비문화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프리미엄 제품군 시장이 높은 성장세
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 버금가는 고소득층
을 표적 시장으로 설정하여 고가, 고
기능의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마케팅
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