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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 성과 비교와 시사점
김 학 기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hkkim@kiet.re.kr

〈요

약〉

2001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 총투자에
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보다
중국에 2배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건당 투자 금액은 일본의 절반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는 한국이 일본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에
서도 한국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더 편중된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 동기에서는 한국 기업들이‘노동력 활용’
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
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시장 확대’
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대중 투자 성과 면
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내 경영 활동 면에서는 양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용 제품 개발과 현지 R＆D 체
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1. 일본보다 적극적인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등
소평의 南巡講話, “사회주의 시장경
제”
로의 체제 전환 목표 설정, 중국
시장의 활황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등
으로 199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

다. 1999~2000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로 잠시 정체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 확정과 2008년 하계 올림
픽 개최 확정 등에 따라 대중국 외국
인 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다시 급
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들어서도 6월까지의 세계
전체의 대중 투자 실행액은 303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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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달했으며, 일본의
<그림 1> 한국, 일본 및 주요국의 대중 투자 추이(1997~2002)
경우 금년 1~4월 실
억 달러
60
행투자액은 15억 7,4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50
대비 52% 증가했다.
40
<그림 2>에서 보는
30
바와 같이 국별·지역
별 대중국 투자에서
20
는 홍콩·마카오로부
10
터의 투자가 전체 투
0
자액의 약 절반을 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하고, 대만으로부터
자료 :「대외경제무역연감」및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 발표.
의 투자도 약 7%를
주 : 투자 실행액 기준.
차지하고 있어 대중
<그림 2>
국가별·지역별 대중 투자
국 투자는 화교자본
단위 : 억 달러, (%)
이 중심이 되고 있음
기타 934(21)
을 엿볼 수 있다.
홍콩, 마카오
독일
80(2)
2,106(48)
1997~2002년 투자
영국 107(2)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
한국 150(3)
라의 대중국 투자는
대만 333(7)
일본 366(8) 미국 403(9)
총 150억 달러로 순
위 면에서는 미국, 일
자료 :「대외경제무역연감」
, 각년호.
본, 대만 등에 이어
주 : 1979~2002 투자실행액 누계 기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
외법인 총수의 16.9%(홍콩 포함 2,530
며, 실제 투자액도 일본(366억 달러)
개)에 달하나, 자본금 총액 기준으로
의 절반 가까이 달하는 수준이다.
는 7.9%(홍콩 포함)에 그치고 있다.
해외 총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수 기준으로
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일본 양국
2002년 말 기준 대중 투자가 해외 총
모두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투자 누계 건수의 43.8%나 차지하고,
일본의 경우 2001년 기준 해외현지법
투자 금액으로는 16.3%에 달한다.1)
인 수 기준으로 중국내 법인 수는 해
1) 금년 1~5월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56.3%, 총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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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별 대중 투자액의 건당 규모
투자 건수
(건)

실질 투자액
(억 달러)

투자액/건 (만 달러)
1997~2001 누계

1997~2002 누계

대만

55,673

333

60

60

한국

22,232

150

70

67

홍콩, 마카오

216,335

2,106

90

97

미국

37,268

403

100

108

일본

25,131

366

140

146

독일

3,048

80

260

262

영국

3,418

107

320

313

424,195

4,479

101

106

세계 총계

자료 :「중국대외경제 무역연감」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 자료, 日中投資協會.
주 : 1997~2002년 실행 투자액 누계 기준.

투자 비중으로 본다면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보다 중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2. 일본에 비해 작은 투자 규모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대만과 마찬
가지로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점차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
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 실행액 기준 세계 전체의 건당
대중 투자 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2002년 누계기준으
로 약 106만 달러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홍콩 등의 순으로 건당 투자 규

모가 크고, 한국은 대만과 같이 투자
규모가 작은 편이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 전체의 건당
투자 규모는 2002년 말 총투자 누계
기준으로 약 90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
나라 대세계 전체 투자의 건당 투자액
(약 240만 달러)의 약 1/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가 여타 지역
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유는 중소기업들에 의한 경공업 위주
의 소규모 투자가 활발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적 유
사성,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여타 지역보다는 쉽게

으로는 38.2%로 중국에 대한 투자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 대만의 경우도 대중 투자는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의 1/4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가 활발하다. 또한 대만기업들은 정밀기계,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
체와 동반 진출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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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WTO 가
입에 따라 중국의 제도와 시장이 예
측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고, 시장규모
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경
우 대기업들에 의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이후 2001년까지의 실행투
자 누계 기준과 2002년까지의 누계
기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당 투자규모가 70만 달러에서 67만
달러로 줄어든 데 비해 일본은 140만
달러에서 146만 달러로 늘어났다.

3. 일본보다 높은 제조업 투자 집중
산업 분야별 외국의 대중국 투자는
섬유, 조립생산 등 초기의 단순가공 분
야에서 전자, 통신, 자동차 등 대규모
고부가가치 분야 및 금융 등 서비스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
리나라도 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와 고
부가가치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어 가
고는 있으나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총투자액 누계 기
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제조업 외에는 숙박, 음식점업(4%),
부동산 및 서비스업(4%), 건설업
(3%), 도소매업(2%), 통신업(1%),
운수창고업(1%) 등의 순으로 투자되
었고, 금융·보험이나 농림어업, 광업

등의 분야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1년 말 기준 대
중국 현지법인 자본금 총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74.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상업(11.2%), 서비스업(6.7%), 건설
업(1.2%), 농림어업(0.2%), 기타
(6.2%) 등의 순으로 투자되어 우리나
라와 비슷한 투자 비중을 보이나, 상
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말 현재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통신장비(26%),
섬유의류(14%), 수송기계(10%), 기
계장비(8%), 신발가죽(5%) 등으로
섬유의류와 신발 부문의 비중이 일본
및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대중국 투자 초기에
는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부분에 대
한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점차 전기·전
자 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전기기계(31%), 수송
기계(16%), 일반기계(6%), 정밀기계
(3%) 등 기계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전체의 56%나 차지하고, 섬유
(9%) 부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신
식료품(6%) 부문은 우리나라보다 다
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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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나 철강 분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업종별 투자
단위 : %
수송기계
10

4. 지역별 투자
편중의 차이점
전자통신장비
26

기타
6

음식료품
5

섬유의복
14
신발가죽 5
목재가구 1
종이인쇄 1
석유화학 10
비금속광물 7

기계장비 조립금속 1차금속
중국내 지역별 투자
8
4
3
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자료 : 수출입은행.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 : 1988~2002년 대중국 총투자 누계액 기준.
대부분 경제특구를 포
함한 중국 동부 연안
<그림 4>
일본의 대중국 제조업 업종별 투자
이나 경제성장이 높은
단위 : %
지역에 집중된 현상을
식료품
기타
섬유
보이고 있다. 개혁·
6
14
9
석유, 석탄 0
목재종이 1
개방정책에 따라 경제
정밀기계 3
화학 8
특구나 개방도시로 지
수송기계
철강 4
16
비철금속 2
정된 동부 지역이 투
일반기계 6
자에 대한 특혜 제공
전기기계 31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
자료 : 日本經濟産業省,“第31回 2001년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 2002. 5.
나 성장 가능성이 높
주 : 현지법인 자본금 총액기준(2001년).
기 때문이다.
(8.2%) 등의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국가와 비
이들 6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중 투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리적으
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로 가까운 중국 동북지역에 집중적으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보다 다
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
양한 지역에 고른 투자를 보이고 있
에 비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 일본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두 지역 즉, 상해시와 강소성의 경우
총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산동성에 대
투자액에서 큰 차이가 거의 없고, 북
한 투자가 전체 대중 투자의 1/4이 넘
경, 천진, 대련 등도 투자액 면에서 고
는 28.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천
른 투자를 보이고 있다.
진시(12.7%), 강소성(12%), 요령성
세계 각국의 투자 중심지가 되고 있
(9.5%), 북 경 시 (9.1%), 상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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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동성이나 심천 등 중국 동남부 지
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보다
넓게 보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부 지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시장 자체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원료 공급이나 생산품 재도입 등의 측
면에서 한국과의 연계성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 대중 투자 동기의 차이와 투자
확대 여부
일본 기업들은 대중투자의 동기로
<표 2>

‘시장 확대’
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노동력 활용’
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
다. 즉, 일본 기업들은 대중 투자 확대
이유로 시장확대 때문이라고 답하는
기업이 2/3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기
업들은 1/4만이 시장문제를 꼽았고,
노동력 때문에 진출한 기업이 1/3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3)
5년 후의 중국 활용 문제에 대해서
도 시장 개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한 기업은 30%에 불과하였고, 노동력
문제라고 답한 기업이 26%나 되었다.
대중 투자 확대 의향에 대해서도 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업종별 손익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매출액

영업이익

4,070

188

75

전자통신

2,571

148

운송장비

134

-34

1차금속

628

37

28

4.5

27

고무플라스틱

147

1

-11

-7.5

-11

제조업

경상이익

경상이익률

당기순이익

1.8

64

121

4.7

113

-65

-48.5

-73

화학제품

121

8

3

2.5

3

가죽, 가방, 신발

136

2

0

0.0

1

부동산

52

13

-3

-5.8

-4

도소매업

14

-25

4

28.6

4

숙박음식점

13

2

-1

-7.7

-1

4,149

178

75

1.8

62

전

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우리나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 2002. 1.
주 : 2000년 말 현재, 투자잔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현지법인 67개사 중 41개사를 비교한 것임.
3) 한국기업들의 대중 진출의 목적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25.5%)과 거대시장 개척·확대(25.5%),
풍부한 노동력(11.5%),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9.0%),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6.5%) 등인
것으로 조사됨. 조사기간 및 대상 : 2002. 7. 29~8. 10, 중국진출기업 70개사, 그 중 중소기업
56개사(80.0%), 대기업 14개사(20.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진출목
적 및 애로사항”
,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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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업들이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보
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일본이나
유럽기업들보다 뒤처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 투자 확대 여부
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41.8%만 확대
할 예정이라고 답한 반면, 일본의 대
중 투자 기업들의 경우는 2/3가 넘는
<표 3>

76.1%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4)

6. 일본 기업에 뒤지는 대중 투자 성과
우리나라 대중 투자기업들의 손익
관련 자료는 공표되지 않고 있어 투자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

일본의 중국 현지법인의 경상수익률(2001)
단위 : %
중국(홍콩 포함)

홍 콩

전세계

농림 어업

3.6

-

3.4

광 업

4.3

-

27.0

건설업

30.5

40.7

2.0

제조업

5.3

4.8

3.7

식료품

5.7

24.7

6.5

섬 유

4.3

2.9

목 재

3.2

-

화 학

5.9

4.0

6.3

철 강

2.9

3.6

1.9

비철금속

3.8

6.0

4.5

일반기계

5.1

3.7

3.9

전기기계

5.0

5.4

2.8

수송기계

7.0

-

2.8

정밀기계

3.3

2.2

4.5

석유·석탄

8.7

-

2.6

기타제조업

8.3

4.7

5.2

상

3.9
12.8

업

1.1

1.1

1.3

서비스업

1.6

1.9

2.6

그외

6.6

6.7

6.5

3.1

2.3

2.9

총 계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第31回 2001년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 2002. 5.
4) 대중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41.8%가 확대 예정, 46.2%는 여건을 보고 결
정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의 대중 투자 기업들의 경우는 사업확대가 76.1%, 현상 유지
19.3%, 사업축소 2% 등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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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이 2000
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투자잔액 1,000
만 달러 이상인 현지법인들을 대상으
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 투자
현지법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7.6%로
중국 이외의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기
업들의 투자수익률(-13.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조사 시점은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년 대중 투자 기업들의 경상수익률
(3.1%)은 세계 전체 현지법인의 경상
수익률(2.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 투자기업의 매출액 대
비 경상수익률은 2000년 기준 1.8% 정
도이고, 조사 대상과 시점에 차이가 있
긴 하나 일본의 2001년도 중국 현지법
인들의 경상수익률 3.1%와 비교해 볼
때 중국에 대한 투자 성과 면에서 우
리 기업들이 일본기업들에 뒤지고 있
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7. 중국내 경영 활동의 차이
중국의 WTO 가입, 지역별 투자 특
혜 폐지 등 투자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 같은 경쟁 격화로
투자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투자

손익의 차이는 물론 생존이 좌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본계 기업과 타국 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 활동에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는데 일본계 기업의 경영 행태
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들은 매입처를
해외 내지 본국에 의존하고, 전기·전
자 및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수출
용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고용 규모
는 구미 기업보다 작고, 평균 임금은
기계나 화학분야가 높고, 노무 관리나
사내에서의 인재 육성에 열성이고, 의
사 결정은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6)
이에 비해 구미 기업들은 원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며 중국내 판매를 주
력으로 하고, 고용 규모는 일본이나
아시아 기업들보다 크고, 숙련된 현지
인재를 고용하고, 의사결정도 현지에
서 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강한 경
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 투자기업들의 특징은 대체로
일본계 기업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력 및
원·부자재의 낮은 현지화로 한국 투
자기업들은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부
자재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생산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생산품은

5) 한국수출입은행,“우리나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 2002. 1.
6) 株式會社富士通總硏 經濟硏究所, 財務省委囑調査 : 中國における外國企業の活動實態と今後の展
望に關する調査,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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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판매보다는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셋째, 유통망이나 판로 확보 없
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바라고 투
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현지 상
황을 무시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의사 결정은 본국에서 행하는 경
향이 있다. 다섯째, 유럽이나 일본 기
업들보다도 중국 진출 경험이 없었음
에도 외국기업들보다 중국 진출에 더
욱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
고 있다는 것 등이다.

8. 맺는 말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시장의 자
유화가 확대되자 구미나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국내 수요
증가에 큰 기대를 걸고 대중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계 기업
의 경우 중국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여 판매망 개척이나 신제품 개
발에 주력하면서, 과거의 수출 생산
기지 대신 중국 내수 판매로 경영 전
략을 전환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 전환에 따라 일본의 대
중국 투자 활동도 다시 증가하고 있으
며, 수출 대신 중국 내수용으로 신제
품을 개발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규모 확대와는
정반대로 중국 외자기업의 대다수는

중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영
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투자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중국
을 주요 판매시장으로 하는 외자 기업
은 기존의 외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시장의 개방
에 의해 신규로 참가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고, 세계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주요
수출대상 지역을 중국으로 설정함으로
써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투자기업들의 투자수익이 점
차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미 기업
들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들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즉, 생산비용 인하와 품질 향상, 중
국내 판매망 정비 및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중국 지방 기업들과의 전
략적 제휴, 관련 회사 내지 계열사 등
에 구애되지 않는 생산·판매 관계 구
축, 경영자와 부품 조달의 현지화, 생
산뿐만 아니라 판매나 시장조사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의 인재와 조직
활용, 중국내 수요를 위한 새로운 제
품 개발과 중국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
발을 위한 현지 R＆D 체제의 확립 등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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