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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박

훈

(부연구위원ㆍ지식산업실)
hoon@kiet.re.kr

〈요

약〉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지
역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경제 블록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
한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용절감에 급급했
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점유율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즉, 목표(target) 수출시장을 정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을 신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목표시장별 글
로벌 소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중국 및 대인도 직접투자가 이제까지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
자패턴에서 벗어나, 시장접근을 위한 투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시장접근형 직접투자 대상국가도 이제까지의 미국의 무역특혜 대상국에서 벗어
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체크 등 동유럽국가 진출을 통해
EU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이고 러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 북한
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문제 제기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
로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무역자유

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로 세계
시장이 단일시장으로 점차 통합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과 관련해서도
선진국들의 섬유수입쿼터 단계적 폐
지, 중국, 대만, 러시아의 WTO 가입,
개도국들의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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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등 세계 섬유무역 자유화가 크
게 진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발전법
(CBI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
한 대미 수출 특혜 제도) 발효, 미ㆍ
베트남 자유무역지대 창설, 1995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및
2005년 중남미지역으로 확장하는 미
주자유무역협정(FTAA) 발효 계획,
EU지역의 단일 통화통합 및 2004년
동유럽국가로의 관세동맹 확대 계획
그리고 아세안 7개국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블록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 블록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기술개발,
마케팅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를 꾀하고 있는 한편, 각 기업들은 해
외직접투자, M&A, 경영자원(인력,
원자재 등)의 광범위한 글로벌 소싱
을 통해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를 구
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
〈표 1〉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비용절감에 급급했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점유율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즉, 목
표(target) 수출시장을 정하고, 각 시
장 특성에 맞는 제품을 신축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목표시장별
글로벌 소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우선 섬유산
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한 새
로운 해외투자 전략을 제시하겠다.

2.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 관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80년대 중
반까지 해외직접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외국인 직접투자만 이루어
졌다. 1985년까지 해외직접투자 규모

국제직접투자 추이
단위：백만 달러
1980
해외직접투자

섬유ㆍ피혁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수지
제조업
전체

1981∼85

1986∼90

1991∼97

1998∼2001

총 누계

3

4

109

8

54

201

88

460

106

4

-146

-1,406

-484

-1.927

203

1,607

572

2,387

해외직접투자

33

71

1,082

9,538

6,610

17,356

외국인직접투자

937

593

2,288

6,114

17,269

27,243

투자수지

904

522

1,206

-3,424

10,658

9,887

주：1980년 수치는 이전 수치의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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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억 1,700만 달러에
달해 국제직접투자 수지가 1억 1,100
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 심
화에 따른 인력난 및 높은 임금 상승,
높은 금융비용 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외
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국내 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섬
유(피혁 포함)산업의 국제직접투자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1
년 말 현재 적자 규모가 19억 2,700
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 현황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기간
별로 살펴보면 우선 금액기준으로
1981∼8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2만
달러(3건)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부터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본격
화되면서 1987∼91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5,085만 달러(42건)로 확대
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는 한ㆍ중 수교에
힘입어 대중국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
서 1992∼97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2
억 420만 달러(182건)로 크게 확대되
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는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
외직접투자가 줄어들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확대되어 금년 2월 말
현재 총 투자건수와 투자규모가 각각
2,296건, 23억 911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의류업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높은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생
산비용 급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
되자, 봉제의류업체들이 생산비용 인
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낮은
개도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였다.
즉, 의류업계는 개도국들의 낮은 인건
비를 바탕으로 한 임가공형태의 투자
를 크게 늘렸다.
의류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981∼8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건에
불과하였으나, 1992∼97년 기간 동안
에는 연평균 98건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162건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말 현재는 해외직접투
자 건수는 누계기준으로 1,382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류업체수의 15%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금액기준 해외직접
투자도 1981∼86년 기간 동안 연평균
81만 달러에서 1992∼97년 기간 동
안에는 연평균 6,323만 달러로 확대
된 데 이어 2002년에는 7,557만 달러
에 달하고 있다.
섬유 및 섬유제품업종의 경우 우선
침구ㆍ이불 및 관련 제품 업종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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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인 특성
으로 인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하였다. 면방적업계도 면
화 생산국인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
탄 등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폴리에스터직물을 비롯한 화섬직물업
계도 현지 의류생산업체들에 직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
〈표 2〉

네시아 등 의류생산국들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였다.
섬유 및 섬유제품업체들의 해외직
접투자는 금액기준으로 1981∼8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1만 달러에 불과
하였으나, 1992∼97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1억 2,058만 달러로 대폭 증
가하였고, 2001년에는 1억 9,807만

섬유산업의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천 달러, 건수
섬유ㆍ제품

1980
1981∼86
1987∼91
1992∼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2
누 계

의

모피가공

류

화학섬유

합

계

168

939

0

0

1,107

( 2)

( 5)

( - )

( - )

( 7)

213

810

95

0

1,117

( 1)

( 2)

( - )

( - )

( 3)

23,068

24,388

1,066

2,330

50,852

( 14)

( 25)

( 1)

( 1)

( 42)

130,576

62,510

5,135

5,979

204,200

( 78)

( 98)

( 4)

( 3)

(182)

71,831

54,185

1,759

3,956

131,731

( 36)

( 64)

( 4)

( 2)

(106)

109,224

76,871

1,814

5,299

193,208

( 42)

(121)

( 3)

( - )

(166)

48,496

59,549

5,572

5,170

118,787

( 44)

(149)

( 6)

( 1)

(200)

198,071

76,172

2,206

183

276,632

( 55)

(143)

( 3)

( 1)

(202)

79,821

75,571

163

2,828

158,383

(104)

(162)

( - )

( 2)

(268)

6,251

15,705

100

3,020

25,076

( 13)

( 12)

( 1)

( - )

( 28)

1,413,936

860,848

48,322

67,979

2,391,085

(838)

(1,382)

( 48)

( 28)

(2,296)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주：1) 수치는 연평균 투자규모임.
2) 1980년 수치는 1980년까지의 누계임.
3) ( ) 안은 건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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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말 현재 총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누계기준으로 14억 1,394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건수도 1987년 6
건에서 금년 2월 말 현재는 838건에
달하고 있다.

(3) 투자 목적별(국가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
대중국 투자, 다목적용으로 이루어져
해외직접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임
가공형 투자, 둘째, 풍부한 자원을 바
〈표 3〉

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형 투자, 셋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시장지향형
투자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은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국
가이다.
우선 중국은 우리와 인접해 있어
수송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인
건비가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그치
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천연섬유원료
의 세계 최대 생산지로서, 세계 실크
및 면화 생산량의 각각 70.3%(1999
년) 및 22.7%(2001/2002년)를 차지,
세계 1위의 생산국이고, 양모도 세계
생산량의 12.5%(2000/2001년)를 차
지하는 세계 2위의 생산국이다. 또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주요 국가별 직접투자 비중 현황
단위：%
섬유류

의

류

섬유산업 전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국

57.8

30.8

61.6

31.8

60.1

31.8

인도네시아

4.3

14.3

5.0

9.4

4.9

12.8

베트남

6.8

11.8

4.3

4.9

5.1

8.7

미국

6.0

5.8

7.3

8.7

6.9

7.3

우즈베키스탄

1.1

9.5

0.0

0.0

0.4

5.6

방글라데시

3.3

2.4

1.6

9.3

2.2

4.7

스리랑카

3.0

4.7

1.0

1.3

1.8

3.7

파나마

0.1

0.1

0.8

9.4

0.5

3.4

타지키스탄

0.2

4.1

0.0

0.0

0.1

2.4

과테말라

1.0

0.8

3.5

5.5

2.5

2.5

온두라스

1.2

1.2

1.5

3.2

1.3

1.8

필리핀

6.7

1.6

3.4

1.9

4.8

1.7

전체

100.0

100.0

100.0

1000.0

100.0

100.0

자료：수출입은행.
주：1) 2003년 2월 말 총투자 기준.
2) 섬유산업 전체에는 모피제품, 화학섬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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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섬유류
건 수

의

금 액

류

건 수

섬유산업 전체
금 액

건 수

금 액

산동성

32.6

35.4

43.8

51.5

39.5

41.2

강소성

13.2

21.6

5.5

4.5

8.6

16.5

절강성

5.2

16.1

3.5

2.8

4.1

10.3

요녕성

16.9

6.1

17.2

13.6

16.8

8.7

천진시

8.3

8.3

6.1

4.8

6.7

6.5

길림성

7.0

4.1

10.6

9.8

9.5

6.3

상해시

3.1

0.6

3.6

7.7

3.3

3.1

북경시

3.3

0.8

2.4

1.3

3.1

1.6

하북성

2.1

1.7

1.8

1.6

2.1

1.6

광동성

2.5

1.8

0.3

0.6

1.1

1.5

흑룡강성

2.3

0.7

3.8

1.3

3.2

0.6

100.0
(484)

100.0
(435,962)

100.0
(865)

100.0
(273,636)

100.0
(1,394)

100.0
(760,806)

전 체

자료：수출입은행.
주：1) 2003년 2월 말 총투자 기준.
2) 섬유산업 전체에는 모피제품, 화학섬유도 포함.
3) ( ) 안은 해외직접투자 규모임.

중국은 인구 13억명의 거대시장일 뿐
만 아니라 세계 1위의 의류 생산국이
자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목적 투자가 가능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건수기
준으로 금년 2월 말 현재 1,394건으
로 국내 섬유산업 전체 투자건수의
60.1%에 달하고 있고, 금액기준으로
도 7억 6,081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
액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투자는 원
자재와 인력 조달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특
히, 한국과 선박, 항공 등 교통이 편

리한 청도와 위해지역에 밀집되어 있
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국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산동성의 비중은
금년 2월 말 현재 금액 및 건수기준
으로 각각 41.2% 및 39.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 화학섬유 생산지이자 실크 집
산지인 강소성과 절강성에 대한 투자
도 크게 확대되었다. 강소성과 절강성
에 대한 투자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각각 8.6% 및 4.1%에 그치고 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건당 투자비용이 높
은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되어 각
각 16.5% 및 10.3%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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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절강성에 대한 투자액은 지난 1
년 동안 무려 81.4%나 증가하였다.
조선족 활용이 쉬운 요녕성과 길림
성에 대한 투자도 의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요녕성과 길림
성에 대한 투자 비중도 건수 기준으
로 각각 16.8% 및 9.5%로 높은 수준
을 기록하였다.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
급증
우리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무역특혜를 받고 있
는 중남미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
자를 크게 늘렸다.
우선 미국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
해 LA, 뉴욕, 뉴저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였다. 대미 직
접투자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금년 2
월 말 현재 1억 7,446만 달러로 섬유
산업 전체 직접투자액의 7.8%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의 절
반인 8,717만 달러를 최근 4년간
(1999∼2002년) 투자하였다.
또한 미국이 중미ㆍ카리브해지역에
대해 무역특혜법을 제정하여 관세ㆍ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섬유업체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무역특혜제도에 따
른 불이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특혜 대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니트의류를 중심으로 크게 늘렸다. 파
나마,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금년 2월 말 현재
각각 8,231만 달러, 5,866만 달러 및
4,369만 달러로 섬유산업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각각 3.4%, 2.5% 및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섬유업체들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
는 우선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
할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서이다. 베트남은 2002년 1월 미ㆍ베트
남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대미 수
출시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
베트남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가 예상된 2001년부터 금년 2월까지
대베트남 직접투자 건수는 67건으로
섬유산업 전체 투자건수의 12.9%로 중
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금년 2월 말 누계기준 베트남 전체 건
수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임가공형
투자 확대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80년대 후
반 노사 분규 심화에 따른 생산인력
확보난 및 높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이 크게 약화되자, 생산비용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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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
가 낮은 아시아 개도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해외직접투자)을 추진하였다.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수
교 이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
이 한 국가는 주요 섬유생산국 중에
서 인건비가 가장 낮은 인도네시아이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는 1988∼91년 기간 동안 8,953만 달
러(61건)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섬유
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37.2%(32.3%)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대중국 투
자 확대로 인해 상대적인 투자 비중
은 하락하였지만, 대인도네시아 투자
〈표 5〉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금년 2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투자 누계
규모는 3억 609만 달러로 섬유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12.8%를
차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다.
스리랑카에 대한 직접투자도 인도
네시아와 마찬가지로 1988년부터 점
차 확대하여 금년 2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8,933만 달러로 섬유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4%를 차지하
고 있다. 스리랑카 섬유산업의 인건비
도 우리나라의 1/10 수준도 못되는
매우 낮은 국가이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직접투자는 인

주요 수출국 섬유산업의 시간당 인건비 현황
단위：달러/시간
1994

1996

1998

2000

일본

25.62 (6.41)

24.31 (4.30)

20.70 (5.70)

26.10 (4.91)

이탈리아

15.65 (3.91)

16.65 (2.95)

15.81 (4.36)

14.71 (2.77)

미국

11.89 (2.97)

12.26 (2.17)

12.97 (3.57)

14.24 (2.68)

대만

5.98 (1,50)

6.38 (1,13)

5.85 (1.61)

7.23 (1.36)

홍콩

4.40 (1.10)

4.90 (0.87)

5.65 (1.56)

6.10 (1.15)

한국

4.00 (1.00)

5.65 (1.00)

3.63 (1.00)

5.32 (1.00)

헝가리

2.19 (0.55)

3.18 (0.56)

2.98 (0.82)

2.63 (0.49)

멕시코

3.22 (0.81)

1.52 (0.27)

2.23 (0.61)

2.20 (0.41)

중국

0.48 (0.12)

0.58 (0.10)

0.62 (0.17)

0.69 (0.13)

인도

0.58 (0.15)

0.56 (0.10)

0.60 (0.17)

0.58 (0.11)

스리랑카

0.42 (0.11)

0.45 (0.08)

0.49 (0.13)

0.46 (0.09)

방글라데시

0.26 (0.07)

0.44 (0.08)

0.43 (0.12)

0.43 (0.08)

베트남

0.39 (0.10)

-

0.39 (0.11)

0.39 (0.07)

파키스탄

0.45 (0.11)

0.43 (0.08)

0.40 (0.11)

0.37 (0.07)

인도네시아

0.46 (0.12)

0.52 (0.09)

0.24 (0.07)

0.32 (0.06)

자료：Werner International.
주：( ) 안은 한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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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스리랑카보다 2년 정도 늦
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는데, 금년 2월 말 현재 1억 1,344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7%를 차지하
고 있다.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인건
비도 우리나라의 1/11도 못되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풍부한 원료를 활용한 투자도 증가
우리나라는 천연섬유원료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연섬유원료 생산국에 대한 직접투
자를 늘리고 있다.
우선 면방직업계가 면사 및 면직물
생산을 위해 면화 생산지인 중국, 우
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등지에
투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액기준으로 금년 2월
말 현재 각각 1억 3,370만 달러 및
5,810만 달러로 섬유 및 섬유제품업
종 전체 직접투자액의 각각 9.5% 및
4.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도 건수기준
으로 섬유 및 섬유제품 업종 전체 직
접투자건수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3.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전략
(1) 해외직접투자 방향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

은 크게 아시아지역과 북미 및 중미ㆍ
카리브해지역에 집중되었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
부분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
기지 이전의 목적과 풍부한 천연원료
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북미
및 중미ㆍ카리브해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생산비용보다는 미국과의 무
역마찰 및 지역블록화(미국 섬유수입
쿼터 등)에 대비하고 미국 시장접근
을 위한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 투자였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섬유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우선 이제까지 비용절감을 목적으
로 이루어졌던 대중국 및 대인도 직
접투자가 시장접근을 위한 투자 위주
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시장접근형 직접투자 대
상국가도 미국의 무역특혜 대상국에
서 벗어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 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EU
및 러시아시장 접근을 위한 투자전략
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 북한
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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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투자 전략
대중국 직접투자, 내수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그 동안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내수시장 확보를 위
한 투자보다는 중국의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형 투자나 우
리의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천연섬유
원료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가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은 내
수시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의류부
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의
류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업체가 사와
직물을 수입하여 중국공장에서 생산
한 의류를 내수 판매할 수 있도록 중
국정부가 확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또한 의류 소비 증가 및 선진국으
로의 의류수출 증가로 인해 사와 직
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들 부문의 중국 진출이 필
요하다. 폴리에스터직물, 폴리에스터
사, 편직물은 아직은 우리의 높은 기
술수준으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 생
산기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중 직접투자형태는 합자투자보다
는 단독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WTO 가입으로 중국정부
정책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중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이 과거
합자투자 위주에서 단독투자 위주로
투자패턴을 바꾸고 있다. 외국인직접
투자 기업들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단독투자 비중은 2000년 38.7%에서
2002년 말 현재 60.2%로 21.5% 포인
트나 상승한 반면, 합자 및 합작투자
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각각 39.2%,
20.3%에서 28.4% 및 9.6%로 하락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
에 있어서 투자건수 대비 청산 비율
의 경우 단독투자가 1.7%로 합자(작)
투자의 2.7%보다 1.0% 포인트 낮다.
중국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
및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별, 도
시별 소비성향과 계층별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도시-농촌간, 연
해-내륙간, 연해 남북간, 도시내 계층
별 구매력 및 소비 패턴이 상이하고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개방ㆍ개혁
정책, 낙후된 수송 및 통신 시설, 지
방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시장분할 현
상이 뚜렷하다.
우선 상해, 절강성, 강소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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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장강삼각주지역에는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보다는
고급의류 및 기능성 소재 생산 위주
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들 지역은 중국의 8대 권역중에서 소
득 및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아 고급의
류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중국에서 가장 높아 범용
품 생산이나 임가공형태의 투자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특히, 이들 지역
은 이미 범용품에 대한 생산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
청도를 중심으로 한 산동성지역은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노
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으로 노동
력을 활용한 임가공형 투자도 가능하
지만, 북경과 천진시가 인근에 있음으
로 이들 지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고급의류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야 할 것이다. 청도는 우리 섬유업체
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집적지가 형
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천진
등 대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대상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사천성은 동부지역과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지역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경시 및 사
천성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유통업체의 진출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
된 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할 수 있
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최
근 까르푸, 월마트, 메트로 등 세계적
인 유통업체들이 내수시장 확보를 위
해 중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업체 중에서도 신세계 이마트가
2001년에 상해시에 진출하여 좋은 성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투자정책도
수정 필요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연간 의류 내
수 규모가 2,680억 달러(664억 달러
의류수입)에 달하고 있는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무역특혜를 받고 있는 중미ㆍ
카리브해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크
게 늘렸다.
그러나 2005년에 미국의 섬유수입
쿼터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 중미지역
에 대한 투자유인이 약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중미ㆍ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관세 인
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쿼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
국의 쿼터제도가 없어질 경우 중미ㆍ
카리브해지역에 대한 투자 목적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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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게 된다.
최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ㆍ카리브해지역에 투자한 우리
업체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대신, 2002년 1월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대
한 투자여건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
다. 중미ㆍ카리브해지역 국가들의 인
건비는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베트
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개도
국들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2005년 섬유쿼터 폐
지에 대비해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외투자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교민들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는 LA 의류생산단지 및 뉴욕
의 섬유패션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한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
이다. 미국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은
높지만, 흑인 및 히스패닉계 노동자들
의 인건비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히스패
닉계의 미국 이민이 확대되고 있어
노동력도 풍부하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야 할 것이다. 베트남 섬유산업의 인
건비는 우리나라 인건비의 7% 수준
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노동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90
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2001
년부터 미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미국시장 확대를 목표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은 낮은 임금의 풍부한 노동
력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임가공형
투자도 가능한 지역이다. 또는 베트남
은 EU와의 무역이 활발하므로 EU
지역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 투자도
가능하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대아세안 수출 전진기지로 활
용하기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
동유럽국가 진출을 통한 EU 및 러시아
공략
앞으로 우리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지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
하다.
우리 섬유산업은 앞으로 동유럽국
가 진출을 통해 EU시장 점유율 확대
는 물론이고 러시아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유럽은 동-서와 남-북유럽을 연
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럽 전체의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기초기술이 잘 발
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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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노동인력이 풍부하다.
동유럽국가들은 그 동안 러시아와
EU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
여 생산활동을 한 만큼 동유럽국가
진출을 통해 EU 및 러시아시장 특성
에 맞는 제품을 신축적으로 생산ㆍ공
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은 2004년에 EU 회원
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EU지역에 대
한 수출시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EU 수입쿼터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
라 동유럽국가들의 EU지역에 대한
수출신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폴란드, 체크, 루마니아, 헝가
리 등 동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섬유선진
국들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와 함
께 EU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유럽국가 중에
서 폴란드에 1개 업체만이 진출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가 이제까지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강화하였지
만, EU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직접투
자에는 다소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시장 공략을 위
해서도 동유럽국가로의 진출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EAU)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하

였으나, 중동지역의 정치ㆍ군사적인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 EAU만으로는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시장 시장 확대를 어렵다. 따라
서 EAU 외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데, 대안으로 동유럽국가가 적합한 지
역이다.
동유럽국가들은 사회주의 붕괴 이
전까지 구소련지역이 주요 수출시장
이었으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
경기 부진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경기회복과
함께 섬유수요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WTO 가입과 함께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도 동유럽국가
의 진출이 필요하다.
동유럽국가들은 그 동안 러시아와
EU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
여 생산활동을 한 만큼 동유럽국가
진출을 통해 EU 및 러시아시장 특성
에 맞는 제품을 신축적으로 생산ㆍ공
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포함
된 중국자유무역협정(CEFTA)이 체
결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간 무역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이
들 국가로의 진출시 동유럽시장 점유
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과거 대우(주)가 폴란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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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 공장을 설립하여 EU지역을
커버하는 종합가전단지로 육성한 바
있고, 폴란드 자동차회사를 인수하여
32%의 폴란드 자동차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앞으로 섬유업체들의 동
유럽진출에 좋은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진출 확대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직접투
자 측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내수지향형 투자,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임가공형 투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형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인도 직접
투자는 일부 면방업체만이 인도의 풍
부한 면화를 이용해 면사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
으나, 인도가 앞으로 중국 다음으로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대
인도 직접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낮
은 임금의 품부한 노동력과 풍부한
면화 및 실크를 이용하여 사와 직물
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로 재수입하거
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생산설비와 화섬원료를
가지고가 인도의 노동력을 활용해 화
섬사 및 화섬직물 등을 생산하여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대인도 직
접투자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수시장 확보
를 목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도인들의 의류소비가 캐주얼
의류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주얼 의류업체들의 인도진출
이 필요하다. 인도 여성들은 아직도
사리 등 전통의상을 입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의류 수요 패턴이 변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청바지, 티셔츠 등
캐주얼 의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
다.
2005년에 선진국들의 섬유수입쿼터
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인도의 대선
진국 의류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
와 직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화섬장섬유직물, 화섬장섬유사,
편직물 업계들은 대인도 진출을 통해
의류업체들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는 현재 화섬생산이 거
의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에 대한 세밀한 진출계획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ㆍ군사적 상황의 어려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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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진출이 본격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서로의 경제적 이해
관계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
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래 북한에 대한 투자진출
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섬유산
업내 투자진출 품목, 진출대상지역,
진출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섬유분야에서의 대북한 투자진출시
지리적으로 산발적인 투자진출보다는
섬유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 부족한 전

력이나 에너지는 물론 물류창고, 공업
용수, 현지 인력 조달 및 관리 등을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및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유산업단지의 조성에 적합한 지
역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등
을 들 수 있다. 섬유산업단지의 입지
요건은 대도시와 항구에 인접하여 있
어 인력조달 및 제품의 해외수출이
용이하고 철도, 도로 등 육로 수송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송시간이 짧고
물류비용이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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