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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AdvanceofKoreanEnterprisestoChina
-CenteringonChineseBusinessPolicyandChangedEnvironment-

Ko,Tae-Gon
Advisor:prof.Lee.Kay-Won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study examinesthecurrentstatusand prospectofChineseeconomy
basedonbibliographytoidentifywhatmeasureswehavetodeveloptokeepup
with changedbusinesspoliciessuchastheLaw ofRealityandCorporationTax
Law thatpassedthroughtheNationalPeople'sCongress.Asmeasurestodeal
with the changed business environment,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wehavetokeepinmindthatweshoulddevelopcompetitivepower

ratherthandependonprivilegesinadvancingtoChina.
Second,enterprises should analyse threats and opportunities according to

changedenvironmentproperlytore-adjustbusinessstrategiesagainstChina.
Third,weshouldcompletelyanalysetheeffectsandrippleeffectofeffective

eachlaw topreparecountermeasures,preparedagainstthemeasuresinprogress
ofsettinguplawsinadvance,andactivelypresenttheopinionsofenterprisesto
Chinesegovernment.
Fourth,wehavetodevelopmeasurestoreinforceriskmanagementinvolved

inchangedChineseeconomyenvironment.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80년대 후반 국내 생산비(특히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저임금추구형에서 시작
된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그 동안 중국정부의 경제개방 및 개혁 정책과 외국
인투자 촉진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지역별로는 중국 대외개방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화남지역(복건성)에 대한 투자가 효시를 이루었다.그 이후 1992년에
체결된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투자지역도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발해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 중국 투자의 지리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갈등 증폭,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으로

인한 생산일수 감소,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상승,기타
제반 비용조건의 악화,내수 침체 및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은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더욱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기업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한국의 제1교역 국가이면서 동시에 제1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임금 등 유
리한 비용조건.발 빠른 개방정책과 경제특구 건설 및 중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은
마치 블랙홀처럼 세계의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중국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정부의 간섭 및 통제(준조세 등)가 심하여 경제 자유도가 낮은 편이고,토지
확보,합자기업 운영,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순 노동력은 많지만 숙련된 노동자 및 양질의 기술자가 부족하고,그 외에
도 사회 및 경제제도의 차이,역사 및 문화적 차이,위안화의 가치변동,기타 예상
치 못한 위험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그 영향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중국의 기업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는 중국에 이미 진출하고 있
는 기업들의 현황과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 진출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진출 후발업체에 튼튼한 밑바탕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 2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의 내용은 문헌연구로서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과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대 중국 대응전략
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제3장에서
는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제4장에서는 최근 제정된 물권법과
법인세법,파산법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들 법안의 발효로 인하여 우리 기업
이 겪게 될 기회와 위협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중국진출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기존 중국 진출기업과 향후 중국에 진출 예정인 기업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즉 기존기업은 경영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향후
진출 예정인 기업은 투자계획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 3장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제1절 중국경제의 최근 현황

1.경제성장과 구조변화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2002년까지 24년 간 연평균
9.3%의 놀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연평균 2.8%)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1)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13억 인구를 지닌 거대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경

제발전에 집중시킨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서 세계경제발전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또한 중국은 2002년 세계 외국
인투자시장에서,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
위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중국은 실물경제분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걸쳐 세계
경제의 주요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
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주변국가의 수출시장을 잠

식하고,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는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2)그
러나 중국의 위상변화는 인근 아시아국가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아시아 경제회복
에 기여하고 앞으로는 세계경제(미국과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등 세계
3대 성장 축)의 견인역할을 담당할 것 분명하다.
아울러 중국이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연간 약 10%)을 계속한다면 가까운 장래

에 세계1․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지속 가능

1)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도 6% 정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 기간 중

의 통계는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 중국 위협론은 로스먼로(R.Munro) "깨어나고 있는 용- 아시아의 진정한 위험은 중국으로부터 온다

“Policy Review, 1992.가을)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 및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

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이다.



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골드만 삭스(GoldmanSachs)社는 중국은 현재의 성
장속도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이전에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
망한 바 있다.

2.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한국의 중국투자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1>한국의 대 중국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건)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투자금액 0.0 6.4 16.2 42.5 141.1 263.7 633.1 841.1 930.2 741.8
투자건수 1 7 24 69 170 381 841 751 740 631
건당 금액 0.5 0.9 0.7 0.6 0.8 0.7 0.8 1.1 1.3 1.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투자금액 696.1 365.9 712.1 638.9 1,032.11,670,6 2,300.7 2,648.7 3,319.6 17,000.8
투자건수 266 459 772 1,049 1,389 1,679 2,143 2,243 2,303 15,918
건당 금액 2.6 0.8 0.9 0.6 0.7 1.0 1.1 1.6 1.4 1.07
자료 :수출입 은행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1991년까지는 101건 6,500만 달러 수
준이었으나,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6년 말까지 15,918건에 17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액이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년과 1998년,1999년의 투자건수와 투

자금액은 1996년 보다 하락하였으며,2000년부터는 투자건수에서는 1996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투자금액은 7억 12만 달러로 1996년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IT
경기 호황과 벤처열기,대기업의 구조조정 완료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이 넘어서면서,대 중국 투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최고의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패턴을 볼 때,
1998년부터 1996년까지를 1차 중국 진출 붐의 시기로,2000년부터 2006년까지를 2차
중국 진출 붐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투자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대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건당 투자금액은 전체 평균 90만 달러로
소규모 투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이는 연도별 건당 투자금액 평균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1998년만을 제외하고 계속 연도별 건당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대 중국 투자에서 소규모 투자 현상이 절대
적인 것은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 2>해외투자 중 중국 투자
(단위 :백만 달러,건 %)

전 세계 해외투자 중국투자 중국투자비율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171 216.0 1 0.0 0.58 0.05
1989 269 570.8 7 6.4 2.59 1.11
1990 341 963.1 24 16.2 7.06 1.69
1991 444 1,109.7 69 42.5 15.51 3.80
1992 497 1,216.2 170 141.1 34.12 11.57
1993 689 1,264.2 381 263.7 55.38 20.87
1994 1,489 2,303.8 841 633.1 56.52 27.48
1995 1,332 3,101.5 751 841.1 56.42 27.12
1996 1,471 4,458.3 740 930.2 50.03 20.86
1997 1,331 3,709.9 631 741.8 47.40 19.99
1998 617 4,812.5 266 696.1 43.11 14.46
1999 1,095 3,329.5 459 365.9 41.92 10.99
2000 2,088 5,071.5 775 712.1 37.12 34.10
2001 2,153 5,164.4 1,049 638.9 48.72 12.37
2002 2,494 3,701.6 1,389 1,032.1 55.69 27.88
2003 2,811 4,066.7 1,675 1,670.6 59.59 41.08
2004 3,763 5,990.8 2,143 2,300.7 56.95 38.40
2005 4,396 6,559.8 2,243 2,648.7 51.02 40.38
2006 5,190 10,759.4 2,303 3,319.6 44.37 30.85
Total 32,641 68,369.7 15,917 17,000.8 - -

자료 :수출입 은행



특히,대 중국 투자는 2001년 이후에 더욱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이는
IMF이전에 중국에 초기 진출하였던 기업들 중 성공적 기업들의 재투자와 중국에
대한 투자학습을 마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투자에서 특이사항은 IMF 시기였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반적인
해외투자 금액이나 건수가 하락하였지만,그 중에서 중국 투자비중이 더욱 많이 하
락한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수익성 창출의 차원보다는 생산기지형으로 인식하
였던 데어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최근에 대 중국 투자에서 새로운 현상은 중국
투자에 대한 철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중국 투자 지역별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국
투자는 1988년 산둥성 푸젠성을 시작으로 하여,2006년 현재에는 중국 전역의 대부
분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초기에는 한국과 항구가 가까운 산둥성과 푸젠
성,그리고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과 인근지역인 베이징과 톈진에
투자가 집중되었다.그러나 초기부터 꾸준히 투자지역은 다변화되고 있다.투자의
진화를 보면,초기에는 산둥성을 시작으로 하여 북진하여 동북 3성과 산둥성,푸젠
성에 투자가 집중되었다.1992년부터는 상해가 투자가 시작되면서 점차 투자의 남
진현상이 나타났다가,1998년 이후에는 점차 서부내륙지역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현
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투자의 다변화로 인해 베이징과 지린성에 대한 투자
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아직은 상당한 투자가 산둥성과 랴오닝성,장쑤
성에 집중되고 있다.특히,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아직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상하이 인근지역인 장쑤성과 저
장성에 대한 투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장강지역 투자로 본다면,
점차 중국의 본격적인 소비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특히,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점차
중국 내륙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그
원인에는 중국 연안 지역에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노동자



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한국기업들의 지역별 투자건수
(단위 :투자건수,%)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산동성 311269,702424191,471549 245,851 641 461,810 822 595,347 862 659,580 796 817,150
요녕성 11160,864 138 39,676 148 62,945 196 102,854 224 202,372 270 183,615 259 177,859
길림성 7410,926 55 21,639 42 16,157 40 13,808 56 19,224 64 37,472 83 21,101
천진시 6963,680 84 109,881136 102,780 141 110,050 166 138,081 212 214,764 178 283,824
북경시 4885,511 64 24,439 90 172,082 123 178,745 199 339,883 205 420,898 232 269,066
강소성 4282,192 67 102,776129 203,634 172 401,540 234 570,293 198 611,451 2381,071,333
상해시 2923,996 73 31,727 103 61,397 112 91,579 137 104,801 161 126,438 179 214,379
절강성 2224,548 34 42,302 57 61,068 76 121,382 88 96,595 74 121,844 93 80,969
광동성 1910,379 33 22,673 45 34,431 64 59,266 87 118,106 63 72,613 75 125,099
흑룡강성 1810,524 22 1,974 20 4,981 19 10,046 22 8,442 23 12,350 15 14,257
하북성 13 1,730 21 5,938 33 13,118 32 21,989 41 23,695 35 59,367 52 57,847
복건성 6 1,172 7 2,883 9 22,912 14 9,586 8 4,852 16 6,197 5 12,503
강서성 3 330 1 125 3 386 4 475 2 13,360 2 339 8 12,646
감숙성 3 369 1 113 - 24 1 157 1 65 - - 7 9,290
사천성 2 5,537 3 366 7 2,772 11 18,268 7 14,063 14 9,302 12 10,557
하남성 2 278 5 1,045 - 471 7 536 5 4,464 4 18,147 6 7,622
호남성 1 18,186 3 28,442 2 370 9 36,049 4 23,418 2 46,814 6 81,802
청해성 1 121 - - - - - - - - - - 2 1,298
산서성 1 100 2 422 2 1,465 6 1,330 1 1,794 - 144 3 2,018
안휘성 - 5,505 1 6,418 4 8,011 4 11,301 14 4,192 7 12,432 7 6,554
귀주성 - - 1 618 1 3,246 - 306 2 1,270 - - 3 755
호북성 - - 1 20 4 9,097 3 1,788 6 11,222 4 3,155 13 10,246
자치구 - 34,000 3 3,548 1 300 2 15,264 5 778 11 15,428 18 23,962
해남성 - - - - 3 3,797 - 2,276 3 2,531 8 13,411 3 5,383
섬서성 - 2,418 2 175 1 363 - - 3 890 2 2,286 4 427
운남성 - - 4 263 - 454 2 166 6 937 6 631 6 1,804
합계 775712,0681,049638,9341,3891,032,1121,6791,670,5712,1432,300,6752,2432,648,6782,3033,319,7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4>에서는 기업 규모별 중국투자 현황을 나타내었다.기업규모 별로 볼 때,
투자금액면에서는 2000년까지는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월등히 높았으나,2001년 이
후부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
건수에서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투자건수별 투자금액을 보면,대기업은 평균 11만 달러를
투자하는 반면,중소기업은 7만 7천 달러를 투자하여 건당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주
소기업 보다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기업규모별 대 중국 투자현황
(단위 :건,백만달러)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자금액
1988 0 0.00 0.00 1 0.01 0.01
1989 2 4.00 2.00 5 2.36 0.47
1990 8 7.65 0.96 16 8.52 0.53
1991 8 12.97 1.62 60 29.10 0.49
1992 14 54.72 3.91 154 86.22 0.56
1993 35 67.90 1.94 337 193.97 0.58
1994 86 334.78 3.89 709 292.32 0.41
1995 85 462.37 5.44 606 365.22 0.60
1996 71 558.45 7.87 494 344.86 0.69
1997 45 529.64 11.77 448 199.00 0.44
1998 18 594.44 33.02 179 93.13 0.52
1999 11 252.59 22.96 283 97.18 0.34
2000 16 486.56 30.41 559 201.63 0.36
2001 23 293.89 12.78 746 305.16 0.41
2002 46 485.54 10.56 937 487.50 0.52
2003 53 681.30 12.85 1,135 903.45 0.79
2004 67 933.35 13.94 1,096 1,184.84 1.08
2005 74 1,118.70 15.12 939 1,288.53 1.37
2006 60 1,646.77 27.45 951 1,373.84 1.44
Total 722 8,525.62 218.49 9,655 7,456.84 0.77



제2절 대 중국 투자의 특징

1.대 중국 투자의 특징

(1)늦은 출발,빠른 발전 속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시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적어도 10년은 늦은
편이나,그 발전 템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의 실험적 투자에 착수했으며,1992년 8월 양국
수교 후에는 본격적인 대규모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1992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02년 약 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누적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는
1992년에 세계 제9위(홍콩․마카오․대만 제외)였으나,2006년 현재 미국,일본 싱
가포르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고 있다.

(2)환발해 지역에 집중

여타 국가에 비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프로젝트는 환발해 지역과 동북 지
역에 고도로 집중되어있다.현재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대체로 5대 권역에 집중
되어 있다.전체 중국투자의 97%이상으로 여타 지역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투자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화북지역(北京․天津․河北)과 동북 3성

(林․黑龍江)및 산동성 등으로 이들 지역에 한국 총 투자기업의 약 86%가 진출
해 있다.화남 지역(東․海南․福建)은 중국 전체로는 외자기업 유치가 가장 많은
지역이나,한국기업은 불과 총투자기업의 3%만 진출하고 있다.유럽 국가들이 집
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화동지역(상해)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 실적은 전제의
11%로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2.한국 기업이 갖는 비교우위

(1)지리적 우위

대 중국 주요 투자국은 미국,일본,싱가포르,한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이며,
이 중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따라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진출에 매우 편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환발해 지역에 인접해 있다.환발해 지역은 북격,천진,하북,산

둥,요녕 등 5개 성․시를 포괄하고 있다.개방 이래 1980년대는 珠江 삼각주 지역,
1990년대 초는 長江 삼각주 지역,지금은 환발해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이 지역은
중국의 동북과 화북을 잇는 결합지역이며,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경쟁
에 참여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요약컨대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에 속하면서 이제 막 대두하고 있는 중국 환발해

경제권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즉,한국은 이러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
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참여함과 동시에 동북아경제권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이다.한국 기업에 있어서 대 중국 투자는 국제화 경영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일 될 것이다.

(2)인문적 우위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유교윤리는 양국의 문화발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구미 각국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문화 배경,사유(思惟)와 행위양식,가치기준의 차이 등이 상호 이해
증진에 커다란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한국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애
로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3)경제의 상호보완성

자연조건과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로 인하여 한중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매
우 강하다.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특히 중국투자를 통하여 소요되는 노



동력,에너지,원자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시장자원
을 취득할 수 있다.또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화 목표
를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조선․자동차․가전․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적

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한국 기업은 자금 및 국제 판매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중국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보다 15~20년 앞서 개방형 경제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개도국의

발전에 있어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한국의 경험은 여타 국가들의 경험에
비해 중국의 실정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으며,한국 기업의 경험과 교훈은 중국기
업에 큰 귀감이 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금․관리기술․국제화의 경험을 도

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우리나라
수출과 주요 교역 상대국수립과의 수출입 결합도 산출해 보면 한중간에는 미국,일
본 등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동 결합도가 매우 커 보완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4장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중국의 제10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3)(이하 전인대로 약칭)가 2007년 3월 5∼
16일 개최되었는데,이번 전인대에서 그 동안 주목받아온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이 통과되었다.
이번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정책의 방향은 온건한 긴축기조 유지,구조조정 지속,

외자이용의 질 제고,금융체제 개혁 등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11차 5개
년 계획(2006∼2010년)｣의 첫해인 2006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중국의 기업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바,이는 2002년에 출범한 후진

타오(胡錦濤)지도부가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특히 2007년 가을에 시작되는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2010년까지
각종 개혁법안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정책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최근 제정된 물권법,법인세법,파산법과 더불어 향후 제정될 것
으로 예상되는 노동계약법,반독점법 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한편으로는 자유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며,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화와 외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먼저 ‘물권법’은 그동안 국유재산 우선 원칙 등으로 침해받아온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의 재산권과 동등하게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이로써 중국은 개혁개방 이
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간 노선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고,이
로 인해 기업의 투자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법인세법’개정
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의 단일화(25%)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면․감세조치의 축소 그리고 각종 우대조치를 ‘지역’기준
에서 ‘업종’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이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
겠지만,개정법인세율이 여전히 국제수준대비 낮고,旣진출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3)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지만, 권한과 활동영역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

이며, 매년 3월 초중순에 개최되고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대회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임.

 



유예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논의
될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와 퇴직금 지급 등을 핵심내용을 하는‘노동계약법’
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고용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반독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금
융․보험․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경우,국영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상당히 축소되
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그러나 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파산법’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
대(국영기업→모든 법인기업)와 파산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감
소함은 물론 중국 내 부실채권시장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기업정책이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동시에 외국기업에게는 노동환경의 악화와 독과점 규제의 강화 등 기업환경의 악
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이제는 중국 진출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추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기업환경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노선에 따
라 온(溫:기업환경 호전)과 냉(冷:기업환경 악화)을 반복하고 있다.1980년대
초.중반에는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에는 천안문사태와 긴축조치 등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위축되었다.그 후 1990년대
초.중반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1993년)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었다가 1990
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특히,2000년대 들어
사유재산 보장,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음은 물론 2002년 WTO가입과 후진타오 지
도부의 등장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경제규범의 글로벌스탠더드
화가 더욱 촉진되는 분위기이다.후진타오 지도부는 ‘경제강국’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여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 관련 법안



을 제.개정하였다.2007년 가을 출범하는 후진 타오 2기 지도부(2007~2012)는
2010년까지 각종 개혁법(민법,사회보장법,환경관련 법 등)안의 완성을 통해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제2절 기업정책 변화의 내용과 영향

중국은 최근 물권법을 비롯 법인세법과 파산법을 입안하였고,노동계약법과 반
독점법을 심의 중에 있다.이에 각 법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최근 발표된 기업정책 관련 주요 법안

법안 개 요
물권법

(2007.10.1시행 예정)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장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법률의 완비

법인세법
(2008.1.1시행 예정)

∙국내외 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통합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형’세제 도입

노동계약법
(심의 중) ∙퇴직금 지급,종신고용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

반독점법
(심의 중)

∙국영기업,다국적기업 등의 독점 행위 제한
∙시장경제,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을
보장

파산법
(2007.6.1시행예정)

∙민영기업,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파산 보장
∙기업의 퇴출과 진입을 시장에 일임

1.물권법

물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국가,집단,개인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고,이

를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 및 집단의 재산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관행이나 판례로서 존재하던 용익물권,담보물권,물권 청구권 등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등을 법률화한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사용권의 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을 규정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보장한 셈이다.과거 중국의 부동산 사용기간은 주택용지 70년,비주택 중공업,교
육,과학,체육 등의 용지를 50년,상업,관광,오락 용지는 40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중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 만료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그 동안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개혁개방 이전)의 헌법은 “국유재산은 신성불가



침한 것이며 사회주의 공유제 시행을 위해 사유제도를 일소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 우선 원칙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2004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개인기업 경제

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등과 같은 사유재산권 보호가 명문화되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침으로써 구체적 조치는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
아온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례가 다발 하였던 것이다.
한편,물권법 제정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요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소유권,담보권 등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물권법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과 혼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명시 등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유권에 대한 안정적인 법률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투자불안이 해소됨

은 물론,부동산 가격 상승,담보수단 다양화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부실채
권 감소 등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2.법인세법(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세율단일화와 업종별 우대가 핵심사항으로,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
과 중국 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였다.다만,신법인세 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5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서부내륙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은 15%로 종전과 동일
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표 6>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기존 소득세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세율

-내외자기업 모두 33%
※ 실제로는 외자기업
25%,내자기업 33%
로 양분

-일부 특수지역(경제
특구,개발구)외자기업
24%,15% 우대 세율
-내자기업 중 박리(微利)
기업에 27%,18%의
차등세율 적용

-내외자 기업 모두 25%
-우대 세율 적용(5가지)
◦ 박리 소형기업 20%,중점 고신기술 기업 15%,창업
투자기업 우대 확대,환경보호․물 및 에너지절약․
안전생산분야 기업 우대 확대

◦ 農․林․牧․漁業․인프라기업 기존 우대 지속
◦ 노동서비스․복지기업․종합적 자원이용 기업에 대한
직접 감면세정책은 代替 우대

◦ 특구․포동신구에 설립된 중점 고신기술기업은 과도
기적 우대 실시,서부대개발지역 장려기업 우대 지속

◦ 생산성 외자기업 ‘2면3감(2免3減’,이익 실현후 2년
간 세금면제,3년간 50% 면제)우대 폐지,수출형 외
자기업에 대한 징세 경감조치 폐지

과도기간
규정

-기존에 15%와 24%의 세율 우대 기업은 신법 실시후 5년간 기존 우대 지속
-기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기존 세법의 우대 규정과 기한 적용

자료 :金人慶(財政部長),“關于<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草案)>的說明 -2007年3月8日在第十屆全國
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上”,新華網(2007.3.16),

그 동안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2년 면세,3년 감세
(2免 3减)’조치를 축소하고,각종 우대조치도 ‘지역’기준에서 ‘업종’기준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즉,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70%이상 또는 10년 이상 생산활동을 영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이익 발생 연도부터 계산하여 2년 면세,3년 감세 혜택
을 부여하던 것을 축소 조치하였다.이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업종에는 15%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환경보호기업,기술양도기업,SOC투자기업 등도 법인세
를 감면 받게 되었다.단,서부 내륙지역과 소수민족 자치구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대 조치를 존속시켰다.
이 밖에 移轉가격과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회계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납세조정’항목을 추가하였다.특히 기존에 이전가격 조
사는 본국 모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으나,앞으로는 수출입거래 비중



이 높은 해외거래처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6년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25%가 3대 조세 도피처(버진아일

랜드,카이만군도,사모아섬)를 거친 중국인의 탈세형 투자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적자 외국인투자기업 중
약 2/3가 비정상적 적자이고,이전가격을 통해 매년 300억 위안에 달하는 세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중국 기업의 세금부담은 33%에서 25%로 8%가 인하됨으로써 법인세 부담

이 대폭 축소되었다.즉,법안이 실시되는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은 410억 위안 증가하는 반면 중국 기업은 1,340억 위안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국 기업의 조세도피처를 통한 재진출 금지와 세무조사 강화 등이 병행

되면서 중국 기업의 세부담 축소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되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노동법

노동계약법은 개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노사간 균형 유지 등
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즉,퇴직금 지급,종신계약(無고정계약)등 근로자의 권익
이 크게 강화되고,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
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재계약시,또는 계약을 2번 이상 체결할 경우 종

신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며,나아가 종전과 동일하게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았
지만,해고 시 사전통보,단체계약권 부여 등으로 노동조합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표 7>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구분 현 황 노동계약법

노동계약 ∙서면 노동계약이 명시되지 않음 ∙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
∙ 한달 내 미체결 시 2개월분 임금 지급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가능

∙ 수습기간 중 80%이상 지급
∙ 해고 시 객관적 입증자료 구비

퇴직금 ∙ 계약기간 내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지급

∙ 계약 만료 시 1년 근속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

종신계약
(無고정계약)

∙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라도 근로자
와 사용자가 모두 계약연장에 동의
할 경우

∙ 근속 10년 이상 직원 재계약시
∙ 2회 연속 고정기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재차
계약 시(근속연수와 무관)

자료 :“중국의 노무관리 제도 이해”주중한국대사관,2005.3참조

이러한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
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재 중국 미국 상회,EU 상회,한국 상회 등은 중국의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중국 내부에서도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한 등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이런 국내외 반발에도 불
구하고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대의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 때문
에 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지급,종신계약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

고 고용 경직성 등으로 기업 측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나아가 근로자의 권
리의식 향상은 물론,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 보장,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조항
신설 등 노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노사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
고 있다.
노동계약법에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노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20명

이상 감원 시에는 30일 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노조가 단체
협약 권한을 가지고,단체협약 관련 분쟁 시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
으로 예상되고,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상징성이 크고 법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국인 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노동계약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
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반독점법

2007년내 통과가 유력한 반독점법은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
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2개사 67%,3개사 75%인 경우를 시장 지배적 지위

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 8>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대상 주요 내용

행정부 ∙정부 및 관련부처의 시장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

국영기업 ∙정부 지원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독과점 행위 금지

외국기업 ∙M&A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

지방정부 ∙외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 ‘지방이기주의’조치를 금지

인수합병 관련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매출액이 15억 위안)을 초과하
거나 시장점유율이 20%를 상회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경쟁의 제한과 공공이익의 침해 등이 예상될 경우,해당 기관은 인수합병
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이미 2006년에 초안에 대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나.‘행정 독점’

의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행정 독점의 배후에 있는 이권 등을 누리는 관련부처가 공공연히 입법화를



반대함은 물론,진입장벽이 무너질 경우 지방 군소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독점법의 집행권한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입법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반독점법은 시장경제 개혁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이미 2007년 전인대에서 1차 심의를 거쳤고,2~3차례의 추가 심
의를 거쳐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독점법의 특징은 ‘행정 독점(정부에 의한 독점)’및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며,국영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일정부분 해소되어 중장기
적으로 WTO회원국에 적합한 시장경쟁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평
가를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특히 금융,보험,통신 등에 대한 행정 독점 문제가 해결될 경우,외

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기업의 시장 독
과점 제한,카르텔 금지,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 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즉,소프트웨어와 전자,화학산업 등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재가 집중될 것

으로 보이며,반독점법이 시행될 경우 카르텔 금지,적대적 M&A 등의 제한은 자
의적 해석의 여지가 커서 중국 정부와 외국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5.파산법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국유기업 파산 시에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파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기업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임한 청산인이 파산절차를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리인

제도와 회사정리제도의 도입으로 파산기업에게는 회생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또한,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파산기업의 경영자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9>新․舊 파산법의 비교

구분 舊 파산법 新 파산법

걱용범위 ∙ 국유기업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

채권자 권리보호 ∙ 근로자 권리 우선 ∙ 채권자 권리 우선

파산기업의 경영자 처벌 ∙ 불명확 ∙ 민사책임을 지고,3년간 타
기업의 경영참여 불가

관리인 제도 ∙ 無 ∙ 有
기업회생 제도 ∙ 無 ∙ 有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초안)”및 관련 언론보도 참조

이러한 파산법 개정에 따라 기업퇴출이 원활해지면서 중국 시장경제체제는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즉,파산시 과거와 같은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에 대한 신용평가가 중요해지고,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함은 물론,국제
기준에 준하는 예측 가능한 법률체제와 시장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의 경영리
스크가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나아가 채권자 권익 향상,물권법 통과 등에 따른 리스크 감소로 기업들이 부동

산 담보 대출 등 현지 금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이전에는 파산법 미비와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공식적인 파산이 어려워 투자자산의 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
으나,파산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파산을 통한 청산이나 회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0~1990년대 중국의 기업정책은 해외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투자재

원과 취약한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WTO가입과 함께 세계 4대 경제대국,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함

에 따라 ‘외자 유치형’기업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종 기업
정책이 시장의 자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공정 경쟁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분위기
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법인세법은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게 유리하지만,외

국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명시된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노동계약법은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중장기적으로 노동

시장 경직화와 경쟁력 저하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자국기업 그리고 중국경제성장과 중국경제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기업정책 관련 법안의 영향 평가

법안 외국인투자기업 중국기업 중국경제성장 중국경제제도
물권법 ○ ○ ○ 시장경제
법인세법 △ ○ ○ 시장경제
노동계약법 ▲ ▲ ▲ 노동시장 경직
반독점법 △(M&A규제) △(M&A규제) ○ 시장경제
파산법 ○ ○ ○ 시장경제

주○는 긍정적 영향,△는 다소 부정적 영향,▲는 부정적 영향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
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돌아보지 않고 특혜가 남아
있는 내륙지역 진출이나 기회주의적으로 업종 전환 등에만 몰두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시대의 공정경쟁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과거와 달리 단층적 변화
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자도 이전과 다
르게 다수 출현함은 물론,중국사업의 진출 지역,업종,방식 등 총체적으로 전략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발효된 각 법안들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지금 입법화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
하는 한편,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1>기업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

법안 영향 및 대책

물권법 ∙재산권에 대한 법률시스템 구축으로 경영리스크가 감소
⇒ 정부관계 강화보다 등기권 확보,분쟁에 대비한 법률팀 가동

법인세법
∙법인세율 상승,수출기업 우대 축소 등으로 경영비용 상승
⇒ 유예기간의 활용,내륙지역 진출,내수시장 공략,첨단분야
진출 고려

노동계약법
∙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 유연성 감소,노사관계 경색 우려
⇒ 노사경색에 대비,노사관리의 체계화,현지화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

반독점법

∙ 중국기업 M&A규제 등으로 중국정부와의 갈등 가능성
⇒ M&A시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 고려.M&A규제 준수
국유기업 독점이 제한되는 금융,보험,통신 분야 위주로
진출 확대

파산법
∙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기회요인,합법 파산으로 사업리스크
감소

⇒ 부실채권 시장 진출 모색,현지 금융 이용 확대



제 5장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1절 중국진출 기업의 문제점

현지법인의 성공/실패요인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진출 성공요인으로는 본사의 기술 선도력(18.7%)을 가장 높이 꼽았

고,다음으로는 명확한 목표설정(17.4%)을 들었다.판로확보(12.3%)나 투자 전 사
전준비(10.3%),진출 초기 생산시스템 안정화(11%)의 순으로 성공요인을 들었다.
중국 진출의 실패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출목표 부재(2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수시장 개척 미흡(15.5%),중국기업의 기술 추격(14.8%)이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중국 진출 이전에 생각했던 진출목표를 진출 이후에 수정하는 과정에

서 명확한 진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거나,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기술추격에 대한 대응 미흡은 과도한
기술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고부가가치 기술로 적절한 시기에 이동
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본다.마지막으로 내수시장 개척 미흡은 점차 경제
개발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상승(31.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종업원들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 부담 증가(23.8%),노사분규(15.6%),
환경보호 규제 강화(10.2%)를 들었다.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현상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종업원들
에 대한 5대 보험 부담 증가와 같은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노사분규의 증가는 인
건비 상승을 가져와서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 보았던 중소기업들로서는 노사분
규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국에서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응
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비우호적 태도를 지적한 기업도 있
었는데,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선별적 투자를 받으면서 국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현지법인의 애로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인건비 상승,숙련공 및 전문 기술자

구인난,원부자재 가격 상승,과중한 사회보험 가입요구,생산관련 인프라 부족과
같은 요인들이 주된 애로요인으로 대두되었다.이중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과 같은
요인들은 인력 수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중소기업
들로서는 2중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하지만 생산직 인력
의 집단 이탈,통역 미흡으로 인한 정보획득의 부정확성,중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불법적 차별 대우,인사 및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요인들은 보통보다 조
금 낮은 애로요인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2>현지법인의 애로요인
요 인 평균

생산직 인력의 집단 이탈 3.28
통역 미흡으로 정보 획득의 부정확성 3.17
중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 3.04
인사 및 노무관리 어려움 3.03
소급입법의 적용 3.01
투자유치후,정부관의 태도변화 3
중국기업의 더핑판매 2.98
중국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2.97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정보획득 어려움 2.95
중국기업의 불법 복제 2.94
판매대금 회수지연 및 미회수 2.9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적 차별 2.88
낮은 기업인지도로 정보원천 접근 어려움 2.87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정책 변화 2.78
시장관련 정보획득 어려움 2.73
증치세 환급지연 및 환급비율 변화 2.63
생산관련 인프라 부족 2.62
과중한 사회보험 가입 요구 2.61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달 어려움 2.61
숙련공 및 전문기술인력 구인난 2.51
급격한 인건비 상승 2.39

주 :애로요인은 1점이 매우 심각,3점이 보통,5점이 전혀 문제없음을 나타냄



중국 정부의 요구가 외국기업에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 중국 정부의 요구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현지인 고용
(3.04),준조세요구(3.10),중국 투자 유치단 활동에의 참여요구(3.37)과 같은 요인
들은 보통 이상(점수기준:1점 매우 심각 ~ 5점 문제없음)이기는 하지만 가장 요구
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인 고용에 대한 요구가 심한 것은 저 원가 우위 달성 및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지 인력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
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성과로는 중국 투자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3.12)으로 나타났다.만족도에 대한 세부 문항에서 생산
비용 절감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3.30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당기순
이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2.91로 나타나 중국 진출 이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이 높
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발행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손익분기점
달성시기에 대해서는 72.5%가 3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하였다고 응답하였고,3년
이상 걸렸다는 집단도 27.5%나 되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

(2006.12.27)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업종을 살펴보면,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22.6%)을 차지하고 있어,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를 위해 진출한 기업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다음으로 서비스업(13.6%),섬유의
류(11.6%),기계(9.6%),무역업(9%),전기전자(7.9%),화학(5.6%),신발․가죽․
모피제조(4.5%%)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응답업체 162개사 중 8년 이상(24.7%),6~7년(17.3%),4~5년(25.3%),2~3년

(28.4%)로 95.7%가 독자로 투자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대상 180개 기업 중 162개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으

며,응답 업체 127개의 92.9%가 독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미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
체 180개 응답 업체의 26.4%를 차지하였으며,응답 업체의 25.3%가 약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1.1%는 대규모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30.2%가 1~2년 전에 비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3.4%는

대폭 악화되었다고 평가해 중국의 각종제도 및 정책변화가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활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임금 및 복

리비 부담 증가,인력부족,노조 설립,노사분규 등 중국내 고용환경 변화(23.8%)
로 조사되었고,그 밖에 세금우대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14.8),중국의 위안화 절상
(10.8%),환경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10.8%),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1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이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가공업 위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노동조합의 설립요구 증대,평균임금의 급상승,고급기술 인력 및
단순 저임노동력 구인난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한편,중국의 긴축조치로 인해 내수 판매가 위축(22.7%),자금조달비용 증가

(22.1%),자금조달의 어려움(20.2%),부지확보 어려움 및 지가상승(17.8%)등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곱고 있다.
긴축조치에 따라 2007년만 해도 벌써 두 차례의 대출금리 인상,세 차례의 지급

준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금융기관의 대출규제와 외화차입 규
제,토지개발 및 부동산 매입규제 등에 의해 기업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노동자 고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

로 숙련 및 기술인력 부족(25.6%)과 임금 상승(24.5%),현지인의 높은 이직률
(17.3%)과 복지후생비용의 증가(9.8%)라고 응답하여 당초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
력 확보를 위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 첨단기술기업이 늘면서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임금상승 및 구인난이 심각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북경․상해․광동성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임금의 빠른
상승과 함께,중국 정부의 농촌발전 전략으로 인한 도시로의 노동력 유입량 감소로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데도 그 이유가 있다.
최근 2년 간 중국 진출 기업의 연평균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결과,응답 업체 173개

사 중 64.2%가 5~20%(5~10% 인상기업 26.6%,10~20% 인상기업 37.6%)의 임금
을 인상해 중국 내의 평균 임금 인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금을 20%이상 인상한 기업도 전체 응답기업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관련 조치 중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26.3%)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부족(26.3%),세제상 우대축소
(18%)와 과다한 준조세 부과(15%),이전가격에 대한 심사강화(12.6%)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12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납세신고 의무대

상을 명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국 정부가 외국인 개인
소득세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가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대상 외국인은 증가한 반면,이에 대한 납세관
리부실로 인해 탈루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6.3%를 차지해 중국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따른 현지 정부 또는 관련 기관

의 입장 변화에 대해,응답 업체 141개 중 60.3%가 현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
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여,우리나라의 진출업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23.4%의 기업이 세무조사,세제상의 우대 축소,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의 세무 상의 불이익,그리고 인프라 공급 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
였는바,이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규제 회피,과도한 공업단지 확대 등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법인세의 지역별 격차를 축소하고 세율인하 등 직접적인 우대에서 공제

등 간접적인 우대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 등 가공무역 관련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제 응답 업체의 52%를 차지하였는바,이는 중국정부가 기술
이전 효과가 낮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을 줄이고,고부가가치 산업위주
의 투자로 전환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첫째,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비책으

로 총 166개 응답 업체 중 24.7%의 기업이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를 강화하는 등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이는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인한 중국현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 타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그 밖에 위안화 환율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23.5%),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10.8%),한국으로의 수출확대(8.4%)
등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위안화 절상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업도 2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위안화 절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세무관리 강화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중국 정부의 세무관리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세무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38.7%),한국 직원의
임금을 현지에서 100% 지급(23.8%),현지법인의 한국직원 축소(12.5%),본사에서
중국 법인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가격인하(9.5%),중국 사업 축소(8.9%)등을 대비
책으로 꼽았다.
셋째,쿼터대상 품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 130개 기업 중 32개

(24.6%)가 쿼터 대상 품목에 종사하는 업체로 이 중 53.1%의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의 쿼터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쿼터 대상지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고 쿼터가 없는 지역으로 수출

(31.3%)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쿼터를 배정 받아 수출(15.6%)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기술이전과 R&D 투자 요구 강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써 중국정부의 기술이전과 R&D투자 요구 강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중국 내에 R&D센터 또는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한 기업이 13.8%,현지법인에 기술을 이전한 기업이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향후 중국의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에 대한 기술이전 및 R&D
센터 설립 요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중국 비즈니스 환경평가 및 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첫째,중국

사업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응답 업체 165개사 중 44%의 기업이 경영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하지만,35%의 기업이 향후 1~2년 후 중국의 전반적
인 사업 환경이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예전에 비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기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중국 내수판매 환경은 향후 1~2년 후 중국 내수 판매 환경에 대해서는

39.3%의 업체가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41.3%의 업체가 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시장의
성장이 예상됨과 동시에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수출환경 대해 26%의 기업이 낙관적으로 본 반면,44%의 기업이 악화 될

것으로 평가하는 등 내년도 수출환경이 금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는 중국 내 임금,지가 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율의 인하에 따른 채산성 악화,위안화 평가절상의 가속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향후 경영환경 악화요인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요인의 영향이 가장

영향이 클 것(26.2%)이라고 응답하였고,그 밖에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17.8%),중국의 법률적 제재 강화(11.7%),환경 규제 강화(11.5%)등도 향후 경



영환경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이는 조사 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많아 향후 고용환경의 변화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생산 능력 및 기술력 향상에 따른 중국 업체의 추격 역시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다섯째,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중국에서의 사업을 점차 축소(11.8%)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5.3%)은
17.1%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업을 확대(41.2%)하거나 현재의 규모를 유지(37.6%)
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78.8%로 나타났는데,이는 중국이 생산기지로써 뿐 아니
라 수요시장으로써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 기업의 26.4%가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며 33.6%가 최

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78.8%가 중국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이는 비록
중국의 각종 혜택 축소와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대규모의 내수 시장과 투자처로서 매력적
인 나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는 ‘산업구조 고도화’,‘자체 생산능력 향상’,‘지역 균

형 발전’,‘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등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경제발
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
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여 리스크

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새로운 기회는 포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에 발맞춰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센터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및
무역정책의 변화를 시행하고 있는 바,저임금 가공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합작 진출 또는 합작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의 권역별 지역발전 계획에 맞춘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중국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 중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에 맞춘 전략적 진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중국의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우리 진출

업체들이 당면할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관련정부기관이나 연구소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가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관리 뿐 아니라 실무진들의 왕래 또는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정책이 불시에 발표되어 업계의 불안과 혼동이

따르는 바,상시로 중국의 정책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제2절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은 진출시기,기업의 규모,
진출 지역,업종,합자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그러한 당면 과제
와 문제점을 성질에 따라 분류에 종합 정리해 볼 때 대체로 합자기업 운영,노무관리,
토지 확보,내수시장 접근의 4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본 장에서는 중국 진출기업
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을 이상의 4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합자기업 운영

중국 투자 방식에는 크게 합자,독자 등 세 가지가 있다.합자는 중외 합자기업
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jointventure개념이다.즉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이다.

합작은 양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권리와 의무가 출자비율에 따라 자동
적으로 배분되는 합자와는 달리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해 배분되는 방식이다.합작
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 기업
에게는 다소 생소한 투자방식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합자 또는 독자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도입정책은 자국 기업의 보다 원활한 기술도입,

경영관리 도입을 위해 독자기업 진출보다는 합자 혹은 합작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초기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는 합자가 주종을 이루
었으나 최근에는 독자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향후 대 중국 기업진출
에는 합자 혹은 합작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합자 혹은 합작(이하에서는 합자로 통일함)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 및 대응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1)투자파트너 선정과 현지 실사

대 중국 합자기업 활동시 적합한 파트너 물색과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다.합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듯 하면서도 한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첫걸음을 잘못 내딛는 경우가 많다.따
라서 합자 파트너의 경영능력과 현황,원자재 조달현황,중국 측의 투자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의견 대립과 문서화

기업경영을 둘러싼 쌍방 간 의견 대립은 기존 합자 진출 기업이 애로점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며,향후 진출 희망기업에 대해서도 심리적 부담이 되는 사항
이다.이러한 쌍방 간 의견대립은 復數의 중국 측 협력 파트너,상호 업무 분장의
모호성 및 한국 측 본사의 원격조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상호 다른 관습 및 문화로 인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1)複數의 중국 측 사업 파트너
대 중국 합자 기업 운영에서 중국 측 기업이 국영기업인 경우 협력 파트너를

당해 기업이외에 현지 지방정부 등 복수로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전선 업종의 경
우,한국 측은 특정 전선업체가 협력 파트너인 반면 중국 측 협력 파트너는 당해市
국경케이블 공장,시 기계국,시 인민정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시 기계국은 국영
케이블공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정부 상급기관이다.시 인민정부는 당해
시의 대외개방 외자유치 및 국영기업 정상화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 감독하
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합자기업 운영에서도 이들 기관은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시 인민정부는

합자의 전체적인 방향을,기계국은 합작계약과 분쟁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그
리고 케이블 공장은 협상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수의 협력 파트너로 인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

를 단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국영기업보다는 향진 기업 등 시장과 경쟁에
어느 정도 적응된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협력 파트너로서 국
영기업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복수의 협력 파트너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1차적인 방안은 합자기업 관련 상층기관인 현지 당서기,인민정부

및 지역사회와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對中독자 혹은 합자 진출 기업 가운데 지역 당 및 행정가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현지 당서기,인민정부 및 지역사회와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

드시 총경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금전 공세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이들은 금전
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 공세를 한 기업을 재차 방문하는 일도 없으며,당
해기업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업무 분장의 모호성과 문서화
업무 분장의 모호성으로 인한 합작 쌍방간 의견대립은 총경리의 역할을 둘러싼

문제가 대부분이다.대표적인 경우로는 총경리(사장으로서 경영자)와 X(이사회의
이사장)간의 갈등과 총경리와 부총경리간 갈등을 들 수 있다.
파견 한국인이 총경리를 맡고 중국 측이 동사장을 맡는 경우 총경리의 경영권과

동사장의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4)
중국 사람들은 법률이나 규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이때 중점을 두는 사항은 중앙에서 하달된 법률의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하달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당해 지방에 유리
하도록 집행하느냐’에 초점을 둔다.
합자기업 운영에 있어서 쌍방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업무분장이 모호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
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모호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서 작성 당시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문안으로 작
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중국인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잘 따르는 습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과다 인력 고용 부담
사업 파트너로서 향진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의 성격,생산설비,

국내외 인지도,중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을 협력 파트너로서 선정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합작 진출 기업들에 의하면 기존 인력의 80~90%는
과다인력이라고 한다.중국 측과 합자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들 인력 가운데 상당
수 고용은 불가피하다.
4) 산동성 청도시 소재B유리공업의 사례이다.



합자기업 운영시 수반되는 과다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협상력을 제
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체적인 방법으로 합자투자를 계획할 당시 파
트너로서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방법은 파트너 후보
기업 간 상호 경쟁을 유발하여 합자투자 계획기업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이때 파트너 기업으로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천하거나 여타 기업
이 추천한 기업을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노무 관리의 효율화

한국 투자기업의 해외 현지기업에서의 노무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우리와는 문화와 경제 환경이 다르고 특히 우리와 전혀 체제가 다른 사
회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수십 년 간 적응된 중국에서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그 동기가 대부분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요소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1)직원간 갈등과 관리의 현지화

파견 기술자들은 중국의 문화 및 관습에 익숙하지 못한데다가 관리경험이 미숙
하기 때문에 한족 근로자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한족 근로자들은 파견
한국인이 자기들을 지나치게 깔본다거나 군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평하
는 경우가 많다.
파견 한국인들은 한족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인정

하지 않는다”,“애사심이 없고 이기적이다”,“이해타산에 밝다”는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한족들은 파견 한국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인색하다”,“사람을 깔
보고 업신여긴다”,“관리가 엄하고 가부장적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 불신은 중국 문화에 관습에 대한 무지,단기간 내 이익 발생을
추구하는 경영태도,파견 한국인의 불편한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 결과
라고 할 수 있다.이들 양자간 마찰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현지인에 대한
관리를 현지인에게 맡기는 방법 즉,관리의 현지화를 들 수 있다.

(2)토지 사용권의 취득5)

1)현지법인의 직접 취득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에 직접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첫째 설립 전에 모

기업이 계약금을 지불 또는 매입을 확약한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둘째 설립
전에 모기업이 구입한 토지 사용권의 재 양도를 받은 경우,셋째 공개입찰에서 토
지사용권을 낙찰 받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대 중국 투자 초기에는 첫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대외 개방 초기에는 외

국기업들이 대개 분양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개발구에 진출
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의 원소유자와 협의도 필요 없었고 진출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외자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좋은 조건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지가(사용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기 때
문에 점차 둘째의 방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셋째의 경우는 주로 대규모 부
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채택되
고 있는 방법이다.
외국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

다.계약의 매입 당사자는 첫째의 경우라면 외국인 투자업체 자신이고 둘째의 경우
라면 모기업이지만 매각 당사자는 각급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결국 각급 해당 토지의 현 사용자 또는 사용권자

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계약금을 현 사용권자를 자칭하는 중국 기업에 횡령당
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이런 한 경우는 재양도에 속하며,현사용자와

5) 기업 활동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사용권 취득이외에 ‘임차’방식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권 취득’

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정부의 토지 관련 부문에 사전에 확인한 다음 지방정부의 토
지관리 부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재양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중국측 파트너의 현물 출자
현지법인이 토지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합자의 경우에 중국 측 파트너가

토지 사용권을 현물 출자하던가,합작의 경우에는 합작조건의 하나로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중국 측이 토지 사용권을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련 조례에 기초하여 불하금을 정부에 납입하고 양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 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현물출자의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사용을 인가 받은 토지를 유상으로 합자 혹은 합작기업에 제
공 출자하는 형태가 많았다.
최근에는 향진(鄕鎭)기업과 촌판(村辦)기업 등 농촌 지역의 기업이 합자․합작

의 파트너로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이러한 국유화 조치를 전부 생략하고
있거나 혹은 외자측이 집단소유지의 소유권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사용권 양도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발각되면 당연히 모두 몰
수될 위험성이 있다.
토지 사용료의 납부도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합자․합작에서 현물 출자한 후

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가 발생하면 그것은 법률상 중국 측 파트너 또
는 현지법인 어느 쪽이 지불해도 좋게 되어 있다.

3)토지사용권의 가격 결정
중국의 부동산 사용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토지 관
리 부문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은 외자기업 스스로가 개발구의 토지 사용권을 구입하여 독자적으

로 개발하는 경우와 합자․합작기업에 있어서 중국 측 파트너가 현물 출자하는 경



우 결정 방법이 미묘하게 다르다.공단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 거주자의 퇴거,보상
금,조성비용,기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 등의 개발비와 토지 사용료의 합계
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후자의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지방정부에 지불한 양
도료를 기준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주변 토지 사용권의 거래 사례와 그 토지의 수
익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부문이 결정한다.
따라서 전자 쪽이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쉽고,또한 같은 개발구내에 선발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그곳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 있다.그러나 최
근 부동산 투자부의 영향으로 토지 사용권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불과 며칠
만에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수출형 기업과 선진 기술형 기업에 대해서는 지
방 정부가 토지사용권 가격을 낮추어 우대하고 있다.그러므로 진출 시점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다른 기업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동일한 장소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도 그곳에서 전개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권의 가격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이것은 지방 정부가 종합적인 경제 발전 계획
중에서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기업은 우선 지방정부 또는 중앙의 직접 관련 부문

이 환영하고 있는가,또 그 환영의 정도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직접적으로 투자 채산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조성 개발하면 퇴거주민,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부문,인근 주민 등이 법외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그런 경우
에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로서는 민생안정과 인프라스
트럭처 건설도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자 측을 편들어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중국 측 파트너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국내기업과 지방정부가 토지수용

등을 추진하므로 현지법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잘
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측 파트너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예를 들면,공장부지의 일부

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평가 계산을 외자측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최근 크게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
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오히려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거래사례의 선정이 어렵
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 같다.

4)토지 확보 유의점
첫째,복잡한 토지 법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둘째,토지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한다.이것은 지방 정부가 종

합적인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동일한 업종 중에서도 수출비율이 높은 제품 수출기업과 도입된 기술이 선진기술
이면 토지 사용료는 더욱 낮아진다.
셋째,토지의 용도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토지사용권 매입시 사전에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부문에 확인해야 한다.현

지법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에는 모기업이 사전에 확보하거나 투자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방법,그리고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는 것이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모
기업이 확보하여 투자기업에게 재양도하는 방식인데,여기에서 주위를 요하는 것은
결국 해당 토지의 현사용자 또는 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계약 당사자
가 아니라는 점이다.일부의 현지법인이 이점을 오해하여 계약금을 현 사용권자를
자칭하는 중국기업에 횡령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중국 측 파트너의 현물 출자시 토지의 가치평가에 유의해야 한다.중국

측 파트너가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국내기업과 지방정부가 토지수용 등을 추진하
므로 현지법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잘 처리할 가능
성이 높다.한편 낮은 비용으로 입수 가능한 토지인 데도 중국측의 파트너가 자신
의 持分을 높이기 위하여 높은 단가를 매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중국 측 파트너의 적법 절차 순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농촌토지의 사

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접수하여 국유지화한 다
음 불하받던가 또는 소유권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과의 합자․합작을 통해 중국 측
파트너로부터 현물출자로 제공받아야 한다.이러한 국유화 조치를 전부 생략하거나



외자측이 집단소유지의 소유권이 현물 출자된 것으로 오해하여 적법한 사용권 양
도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 경우 토지를 몰수당할 위
험도 있다.
일곱째,공단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토지사용권 가격 결정 매커니즘과 인프라스

트럭처 구비에 유의해야 한다.토지비용에는 거주자의 퇴거,보상금,조성비용,기
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 등의 개발비와 토지사용료의 합계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도시지역에 걸린 퇴거문제이다.
여덟째,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체결 시에는 토지사용권 비용에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도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외자 프로젝

트 심사 시에는 물론 심사인가 기관 측으로부터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공
급확약을 문서의 행태로 타당성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사업주체에 대해 요구해 오
고 있다.

3.중국 내수 시장 진출

1990년대 초까지는 중국의 대외개방 초점이 대외무역 부문에서 수출의 증대,외
국인 투자 부문에서는 부족한 국내자금 및 기술의 보완에 맞추어졌으며 대외개방
지역도 연안중심의 제한적인 것이었다.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개
방정책은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방위 대외개방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내수
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중국이 내륙․변경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강조하면서 전방위 대외개방 전략을 취

하고 내수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도
종래의 발해만 지역 및 동북3성에 집중된 수출가공형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내
륙․변경 지역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지향적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원인과 대책
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중국의 유통 관련 정책 이해

중국의 유통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독점구조가 해제되고 기업의 자율권
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92년 소매 유통업 개방을 계기로 이루어진 외국자본의 유입은 중국에 새

로운 형태의 선진 유통체제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통시장은 여전히 각종 제도적 장벽이 산재해 있으며 유통관련 인프라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통시장 진출이 내수시장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중국 유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유통과 관련된 정
책을 변화 추이,구조,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그리고 유통업 진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유통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대 중국
진출은 일천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으로부터의 체험을 통한 정보구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숙지해야 할
것이다.

(2)현지 밀착형 시장 조사

시장 조사는 내수목적 진출 기업이 반드시 거치는 기본적인 수순이다.대 중국
진출기업들도 대부분 시장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잘못 이해하여 초창기에 고전한 기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천진에 소재하고 있는 D 보일러 회사의 경우,국토가 광활한 중국,특히 추운

날씨가 많은 동북부 지방에서는 난방장치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중
국에 진출하였다.생산거점으로는 동북부 지방과 비교적 가까우며 북경과 인접한
천진을 선택하였다.이 회사는 중국내 대부분의 연료가 석탄인 점을 감안하여 보일
러 연료장치를 경유용에서 석탄용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마무리하였으며 생산시설



이 완공되면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0여개의 대리점을 개설했다.
그러나 동북부 지역에서의 보일러에 대한 수요는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

으며 오히려 상해 지역을 비롯하여 장강 유역 또는 장강이남 지역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동북부 지역에서의 난방에 대한 나
름대로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보일러에 대한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설교체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반면 장강 주변 지역은 겨
울이 짧고 한겨울에도 영상 3~4°C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난방장치 없이 지내곤 한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겨울은 오히려 동북부 지
역에 비해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즉 이들 지역에서 간단한 보일러 시설만으로도
길진 않지만 겨울을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품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

여 보다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3)적극적인 광고․홍보 전략

중국에서의 광고 매체는 한국에서처럼 다양하지는 않다.그러나 중국에서의 광
고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광고의 중요성을 동종의 S및 N 식
품회사의 예로서 알아보기로 한다.
S회사는 1989년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에 소재하고 있다.동

회사의 광고전략은 주로 영업부의 세일즈맨을 활용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또한 동
회사는 진출 초기부터 청도시 지역에 입간판과 거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도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았다.즉 동회사는 초기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광고보다는 인근 시장부터 차근차근 점령하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상해 소재 N회사는 S회사보다 6년 늦은 1995년에 진출하였다.동

회사는 상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 매체를 통한 마케
팅 전략을 실시하였다.즉 S회사와는 차별화된 광고전략을 채택한 것이다.그 결
과 N회사 제품은 짧은 진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판



매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먼저 진출한 S회사의 제품은 산동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비해 후발 주자인 N회사의 제품은 중국 전역에 걸쳐 판매되고 있다.이러
한 차이는 S회사가 중국 국영업체를 합자 파트너로 선정한 반면 N회사는 대만기
업을 합자 파트너로 선정한 것에도 기인하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 방법과 이
에 의한 효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4)고급화 중시 정책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관심사항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중국에서 합리적인가?’하는 문제이다.즉 중국인 소득수준과 소비
수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의 평균 소득수준은 2002년
기준 연간 약 8,000元 정도이며,연해 지역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아 1만元 정도이
다.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20만~150만원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그렇다면
중국 내에서의 가격경쟁은 초저가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소비행태는 기업인들의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특

히 광동성 광주 지역의 소비자 구매력은 매우 높다.실제로 KOTRA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소비수준은 오히려 서울을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가 의류
및 고급TV 등에 대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해의 경우 부자들은 호주 또는 일본으로 쇼핑 원정을 다니며 중산층은 상해 시
내 유명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중국의 통계나 정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다.중국정

부가 표면적으로는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입금지 및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더
라도 이윤이 있으면 현지시장에서 당당하게 물건이 팔리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득원에 대해서는 진출기업 마다 의견이 상의하나 바람직한 가격정

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즉 중국시장에서는 고급제품,고가정책이 성
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5)국영기업 활용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 중국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회수의 어려
움이다.중국의 경우 충분한 재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충분한
재력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관계 구축에 필요한 신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담보할 물건 확보가 어렵다.한국의 유통회사
가 많이 진출해 있으면 대금회수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그러나 중국 내
유통시장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한국 유통회사의 대 중국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유통망 형성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산동성

청도시 소재 Y레저용품 회사가 내수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구축할 때 채택한 방식
은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동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이 조합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앞서 공급한 물건의 판매 대금을 가지고 올 경
우 회수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재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C전자 회사는 국영기업을 대리점으로 활용한 예이다.이 회사는 내수 판매 대리

점으로 중국 내 동종의 국영기업을 선정하였다.동 회사는 이러한 국영기업들이 자
사 제품에 비해 질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또한 국영기업을 대리점으로 선정한데는 국영기업이 개인업자에 비해 신용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특히 동종 국영기업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4.리스크 관리 강화

한반도 면적의 43배,13억이 넘는 소비인구,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매
년 10%이상 급성장하는 국가,낮은 생산원가 등등.전세계 국가들이 중국 시장을
일찌감치 주목한 이유이다.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양국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교
역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1,761억 달러를 넘어섰다.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경



제적 측면에서 세계적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중국 사업 환경이 예전과
는 다르다는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 2006년 12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4%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33.6%의 기
업들은 중국 사업 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이는 중
국 사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다.이 시점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평가해 보고,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 현황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건

수가 2005년까지 44,0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에 5.8%가 감소한
41,473건으로 집계되었다.이처럼 투자 승인 건수가 줄어드는 데는 중국 정부가 하
이테크 기술과 고부가가치 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 허용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외자 유치를 제한하고,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대 중국 투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금액기준으로 38.9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이는

전년대비 24.6%로 감소한 수치이다.그러나 대 중국 외국인 투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홍콩,아일랜드,일본에 이어 4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 중국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사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

<표 13>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약건수 34,141 41,081 43,664 44,001 41,473
(증가율,%) 30.7 -20.2 -6.3 -0.8 (-5.8)
계약액 838 1,151 1,535 - -
(증가율,%) (17) (39) (33)
실행액 527 535 606 603 630
(증가율,%) (12.5) (1.4) (13.3) (-0.5) (4.5)



중국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
인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중국 사업이 직면할 10가지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
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관리의 우선순위와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표 14>중국 사업의 리스크과 그 영향
중국 사업이 직면할 리스크 요소 리스크의 영향

① 로컬 업체와 경쟁심화 리스크
②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
③ 원가상승(임금,유류세 인상 등)리스크
④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리스크
⑤ 지적 재산권 침해 리스크
⑥ M&A리스크
⑦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 리스크
⑧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⑨ 설비투자 규제 강화 리스크
⑩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 리스크

중저가 시장의 상실
생산차질 및 품질 악화,기술 유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세금증가,혜택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업의 경쟁력 저하,브랜드 가치 상실
경영권 상실에 따른 사업 운영 중단
수출 경쟁력 저하
자금 조달 차질 및 금융비용 상승
증설계획 등 당초 투자 계획 목표 수정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

중국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를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측면에서 4상한으
로 구분,평가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리스크 평가

자료 :LG경제연구원 자체 리스크 평가



먼저 Ⅰ상한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도가 큰 리스크로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리스크들이다.로컬업체와의 경쟁심화,현지 인력관리,원가 상승,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리스크가 이에 속한다.Ⅱ상한은 발생 가능
성은 낮지만 영향도가 큰 리스크 유형으로 시나리오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이다.급
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M&A증가,금융시장 불안 등의 리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Ⅲ상한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영향도도 낮은 부분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낮
은 영역이다.Ⅳ상한은 영향도는 낮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평상시에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관리 영역이다.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리스크,설비투자 규제 강화 리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중국 사업전개에 있어서 시급히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

향도가 큰 Ⅰ상한에 위치하고 있는 ①~⑤까지의 리스크들이다.이에 대해 각 항목
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로컬 업체와의 경쟁심화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원가로 경
쟁력을 지닌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이로 이해 상
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인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이미 원가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나라와 일본기업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업체와의 정면 승부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떨
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업체와의 경쟁심화가 첫 번
째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업체의 기술 수준은 첨단하이테크 산업을 제외하고

는 매우 근접해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우리 기업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로컬 기업들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품 중 전기전자와 섬



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품목의 수가 1995년 21개,2000년 22개,2005년
29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품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 업종이 2005년 기준 29개 중 18개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10대 수출품에서는 컴퓨터 부품,TV부품,디지털 반도체,컴퓨터 입출력

장치,휴대폰 등 5개 품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이처럼 날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경합에 따른 시장 잠식위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물량공세를 이길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설

정이 시급하다.차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과 중
국 내수시장을 대체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지역 선정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현지 인력관리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쓸만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
기가 너무나 어려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간에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업의 성공요인은 리더십 역량의 확보,핵심 인
재의 확보와 유지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중국 현지 법인들의 고충은 현지 인력
의 잦은 이직이다.특히,25~35세의 2~5년 경력자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경력사원으로 한참 기여해야 할 인력들의 대거 이탈은 중국 사업의
주요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인력 이탈로 인해 생산 차질,불량률 증가에 따른 생
산성 저하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기업의 원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향후 중국 사업에서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는 노조설립 등이 확산될
경우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진 기업들은 현지 인력 관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
고 있다.국내기업들도 중국 현지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중국의 제한된 인재 풀에서 어떻게 인재를 확보
하고 유지해 나가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원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오늘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까지 이끌었던 주된 요인은 당연히 낮은 생산
원가이다.물론 중국보다 생산 원가 측면에서 더 경쟁력을 지닌 유리한 조건을 지닌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사업에 필요한 지리적
조건,인프라,원재료 등이 풍부하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점
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상승,물류
비 상승,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코스트 증가 등이 원가상승요인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인건비는 최근 매년 10%이상씩 상승하고 있다.특히 현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복리 후생비 등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인상률은 10%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실제로 2005년에도 노동자 평균 임금이 14%가 상승하였고,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국 사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이다.
중국 사업에 있어서 생산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가 중국

생산 제품의 품질 확보 문제이다.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출시되는 제품
은 브랜드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미국의 수입품 가운데 리콜
의 60%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매년 인상되는 전력,
수도,가스요금도 중국 사업의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중국기업들과 경
쟁해야 할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감은 물
론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 이외에 저렴한 물류거점의 확보,철저한 품질관
리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외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2006년 중국 상무부는 「제 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각종
분야에서 외자기업에게 제공된 특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향후 세무,환경,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외자 유치 관점에서 자국 기업보다 낮게 부과해 왔던 소득세율을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개정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
자대회(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현재의 15%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중국 로컬 기업
과 외자 기업 중 첨단 기술 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는 세율을 25%로 단일화하
기로 결정했다.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향후에도 투자 유인책을 그대로 유지시켜 경쟁이 가능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 협약 체결 의무화,퇴직금제 시행 등이 눈앞에 다

가오고 있을 뿐 아니라 철강,시멘트 등 중복 투자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진입제한 및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5)지적 재산권 침해

지적 재산권 침해가 중국 사업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육성을 내세워 외자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한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 이슈는 2006년에 3위,2005년에 1위,2004년에 2위로 평가되고 있다.200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미국,유럽,일본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로 연간 600억 달
러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는데,나아가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



상실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관리 정책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
다.특히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 기업과 경쟁심화,원가 부담 증가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직면하게 될 리스

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전망이다.특히 중국 사업 관련 리스크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심각성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중국정부의 정책변화 동향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를 위해서는 중국 사업에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중국 사업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중국 사업의 성패는
리스크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사업의 불확실
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 6장 결 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전인대를 통과
한 물권법과 법인세법 등 기업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대 중국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이에 따른 내용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물권법 제정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중요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소유권,담보권 등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물권법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과 혼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명시 등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법인세법은 세율단일화와 업종별 우대가 핵심사항으로,그 동안 외국인투

자기업과 중국 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였다.다만,新법인
세 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5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서부내륙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은 15%로 종전
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셋째,노동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지급,종신계약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경직성 등으로 기업 측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나아가 근로자
의 권리의식 향상은 물론,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 보장,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조항 신설 등 노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노사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결국 노동계약법은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
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반독점법은 특히 금융,보험,통신 등에 대한 행정 독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기업의 시장
독과점 제한,카르텔 금지,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국 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국유기업 파산 시에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파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기
업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돌아보지 않고 특혜가 남
아 있는 내륙지역 진출이나 기회주의적으로 업종 전환 등에만 몰두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

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과거와 달리 단층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경쟁자도 이전과
다르게 다수 출현함은 물론,중국사업의 진출 지역,업종,방식 등 총체적으로 전략
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이미 발효된 각 법안들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지금 입법화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중국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중국 기업과 경쟁심화,원가 부담 증가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직면하게
될 리스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전망이다.특히 중국 사업 관련 리스크는 정부
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심각성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중국정부의 정책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하다.이를 위해서는 중국 사업에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중국 사업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중국 사업의 성
패는 리스크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국 사업의 불
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홍석,이영주,2003,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방호열,1999,중소기업 국제화의 전략적 특징과 성과,무역학회지 제 24권 제3호,
pp.115-144.

백권호,김윤태,소동훈,악종석,정종규,주영하,2002,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2004,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변화와 사례분석,무역연구소
이홍식,김혁황,2004,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분석,대외경제연구 제8

권 제2호,pp.257-289.
지만수,2002,한국기업의 대 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남영숙,조현준,이홍식,김은란,2004,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민,김용민,2006,중국진출 우리기업 긴급 실태조사 -중국의비지니스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한국무역협회
한병섭,김익수,2004,중국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 분석,국제경영연구 제15권

제1호,pp.107-143
한정화 외 5명,2005,한국중소기업 중국진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한국중소

기업학회․기은경제연구소

<웹사이트>
www.nso.go.kr통계청
www.koreaexim.go.kr한국수출입은행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경영학과 학 번 2005900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고태곤 한문 :高台坤 영문 :Ko,Tae-G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롯데아파트 107-1301
연 락 처 011-608-4060

논문제목
한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AStudyontheAdvanceofKoreanEnterprisesto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고 태 곤 (서명 또는 인)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총총총장장장 귀귀귀하하하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장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제1절 중국경제의 최근 현황
	1.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2.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제2절 대 중국 투자의 특징
	1. 대 중국 투자의 특징
	2. 한국 기업이 갖는 비교우위


	제4장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제1절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 추이
	제2절 기업정책 변화의 내용과 영향
	1. 물권법
	2. 법인세법(기업소득세법)
	3. 노동법
	4. 반독점법
	5. 파산법


	제5장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1절 중국진출 기업의 문제점
	제2절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1. 합자기업 운영
	2. 노무 관리의 효율화
	3. 중국 내수 시장 진출
	4. 리스크 관리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